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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장준영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
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
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과정과 결과 분석, 총
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경
제개혁을 민영화에 맞춰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 및 경
제교류 현안을 점검한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변화,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얀마 관계의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총선은 2008년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비민주적
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
이 지배적이었고,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
상은 바뀌지 않았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샨민족민주주의연합(SNLD) 등 주요 정당이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
웅산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2,1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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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뿐만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친군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위원회, 갖은 규제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선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공포, 현 정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부 여당의
구성 등 이번 선거는 정부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체계에
의한 총선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관권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범할 신정부는 지역
환경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국가들이 미얀마와 협력 또는 현지 진출 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소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군부정권이라
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 신정부는 집권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물리력
에 의존하고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
다. 신정부는 구성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를 탈피하여 민영화와 향후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총선 실시와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향후 미얀마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를 암시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이
다. 미얀마 총선과 신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주변 주요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던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미얀마 해
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현재보다 공세적이고 적극
적인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자국의 지정⋅
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변강대
국에 의존한 외교정책 대신 다각화된 외교노선을 통해 세력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대미얀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를 선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지
역 패권 경쟁의 관찰자가 되기보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관
계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
익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는 선
진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자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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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얀마는 1962년 이래 50년 가까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권
위주의 국가이다.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야심차게 시작된 급진적 사회주의는
관료사회를 대체한 군부의 무능력과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경제발전은 침체
기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결국 경제위기에 이은 국가 파탄 국면으로 전개되
었다. 1988년 민중혁명으로 정권 붕괴의 위기 상황에서 구군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다시 장악하며 미얀마는 또다시 군부권위
주의로 회귀했다. 경제적 독립이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민족주의적 경제개혁은 집권 군부만을 비대한 집단으로 육성했을 뿐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후진적 발전과 산업화의 정체와 후퇴로 귀결되었으며 결국
미얀마는 1987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저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지정되었다.
1988년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신군부는 사회주의의 청
산을 주장하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나 시장의 전면 개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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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무역에 소극적이며 여전히 민족주의적 경제 성향을 보이는 사회주의
적 행태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제가 억압적이고 소수의 군부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내부 체제
는 큰 변화의 흐름이 없지만 1990년대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지경학적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도 능동적인 일면을 띠게 되
었다.
우선 냉전시기 미얀마 외교노선의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의 친구이지만
동맹자는 아닌 (관계)’였으나 신군부 등장 이후부터 ‘비동맹중립’이라는 기조
위에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방향의 외교노선이 추가되었다(SLORC 선언 제
88/3호). 냉전 종식과 함께 비민주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시작되는 가
운데 군부는 그들의 체제를 지지해줄 외부세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중국
을 비롯하여 쿠바, 이란, 시리아,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등 비자유주의권 24
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아르헨티나(1975), 칠레(1982), 브라질
(1982) 등 남미권 국가들과도 서둘러 복교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1997년 아
세안 회원국이 되기 전까지 국제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며,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군부는 정권 다지기에만 천착
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미얀마 대표단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얀마와 중국은 전
통적 혈통관계인 ‘빠욱포(paukphaw)’ 관계를 내세우며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부정권과 교류를 전면 중단했던 인
도는 동아시아 진출을 꾀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시작하며 1992
년부터 미얀마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자로 채택했다. 궁극적으로 인도는 남진
(南進)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얀마에 산재한 천연 및 지하자원의 수급
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패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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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동북부 5개
지역을 미얀마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쳤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주요국은 미얀마에서 확
대되는 중국 및 인도위협론(威脅論)을 상쇄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내정불간섭 원칙인 ‘아세안방식(ASEAN Way)’을 내세우며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압박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별
로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제적 실리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아는 미얀마의 핵개
발사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육상을 중심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와 탐
사에 참여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미얀마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일본은 미
국의 압력으로 미얀마 원조를 축소했지만 독자적인 외교정책에 따라 미얀마
와의 교류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위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지역 내 패권을 장
악하려는 외교적 목적과 함께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고자 하는 경
제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미얀마 외교정책을 우호적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안다만해(Andaman Sea)와 말라카 해협
(Malacca Straits)의 진입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산업화가 낙후되어 있고 국가발전의 기반이 열악하지만 아시아 굴지의 자
원대국이라는 측면에서 미얀마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또한 2008년 기준, 5,750만 명의 인구(이 중 10대
가 3천만 명으로 추산, 2007년 IMF 자료의 인구는 4,880만 명)로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민 정서상 대학교육을 마친
고급인재 수급이 원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내수시장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해외자본의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가능성은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그 가능

17

제1장 서 론 │

성만 확인할 수 있었지 본격적인 진출을 통한 개발에는 다양한 난점들이 산
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신헌법이 완성되자 군부는 20년 만에
총선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군사평의회에 이끌던 과도군사정부의 해체와 민간
으로의 정권 이양을 공론화했다. 따라서 미얀마 총선은 국내적으로 급진적인
정치변동은 아니지만 군부 내 신(新)집권층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전환기이자 국외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외교노선이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적 전환기가 될 것이다.
군부가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규율민주주의
(disciplined democracy)의 원칙에 따라 군부가 조직한 정당이 승리했고, 그
러한 이유로 이번 총선은 군부가 옷을 갈아입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권력을 군부가 독점하던 지난 50년간의 정
치행태를 참고로 했을 때 이는 분명 역동적인 정치개혁의 일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부가 조직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일시에 체제
유형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적으로 정권은 연성화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크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군부 통치는 민간통치로 대체되어 정
치적 유산으로만 남을 것이다.
정권 이양은 단순히 권력 주체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층의 구
성요소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 남아 있는 구군부
인사들의 퇴진에 이은 후속 장교들의 득세가 예상되며, 이들이 경험한 자본
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개방과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군부체제
하의 미얀마는 영국 식민 시기와 같이 또다시 자원 공급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수적인 세계관에 의해 개방의 물꼬를 지연시켜왔고, 이는 아세안
가입 여부를 두고도 명백히 입증되었다(Mya Than and Tin Maung Maung
Tan 1997, p. 9). 그러나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국영기업의 통제에
있던 산업시설과 일부 기업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했으며, 총선 이후 구성될
정부는 정치에서 경제적 영역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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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자원 민족주의적 경제개발원칙도 일부 수정되고 있다.
총선을 통해 정부가 구성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서방사회가 정통성이 없
는 정권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발점이다. 즉 미얀마 군부를 감
싸기에 급급했던 아세안은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해줄 것이고, 신정권 또한
맹목적인 친중국 정책으로만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평하는 인도는 자국의 정치개혁과 같은 민주화 과정을 전달하려
고 시도하면서도 중국과 차별되는 대미얀마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국
또한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하면서 정권의 연성화에 대비한
수정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년 만에 실시되는 미얀마 총선의 전 과정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정국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 및 전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
정부 구성에 따른 정치 및 경제적 개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러한 내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외
부의 대응은 어떠할지 전망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미얀마의 지정·지경학적 가치는 입증되었으며, 지
난 20여 년간 주변국의 대미얀마 외교정책도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 이후 미얀마의 외교정책은 현재보다 더욱 다자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
에 따른 한국의 대미얀마 외교정책과 진출 전략도 새롭게 수정되거나 보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인도처럼 공격적인 물량공
세,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강압적인 정책 등 강대국 고유의 힘을 내세운 외교
전략과 차별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노선의 기틀이자 동시에 한국이 당면
한 자원 문제의 해결에 일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얀
마와 같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비민주 국가에 대한 한국
의 외교정책 기조를 수립함으로써 국익과 실리외교 위주의 한국형 선진 외
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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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논의의 검토
총선과 관련한 미얀마 정치구도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총선 정국이 끝난 몇 개월 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쏟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체제변동에 관한 연구는 군부의 통치 행태만을 관
측한 사실에 근거했거나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국가의 미래를 예상
하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뤘다. 또한 미얀마 연구의 지형을 정확히 파악할 필
요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출판된 논문과 단행은 군부를 비판하지 않
으면 친군부적 성향의 연구로 치부되는 경향이 높았다(Lintner 2007, pp.
18-22; Victor 1998, pp. 222-223). 이런 경향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력한 인터넷 일간지인 이라와디(The Irrawaddy)
와 미지마(Mizzma)의 경우 군부의 정책을 비꼬고 평가절하하는 기사와 칼럼
을 연일 연재하고 있다.
2010년 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그러하다. 선거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관
련 뉴스는 중립적으로 보도하지만 군부가 벌이는 매표(買票) 행위와 함께 각
종 선거 보이콧 운동은 뚜렷이 대비되는 기사이다. 이라와디의 경우 현지 체
류 연락책을 통해 총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 언론이 하지
못하는 현지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쌓아왔다. 언론사들이 관측하는 2010년
선거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군부의 승리이며, 정권 이양 이후에도 정치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해외에
망명했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반체제 운동가와 같은 맥락이다.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한 미얀
마 경제의 발전과 외교관계를 토대로 미얀마 미래를 전망한 연구가 있다
(Clark 1999). 이 연구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는 국경무역과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지지만 정치적 억압, 국민적 화해의 결핍 등이 예상된다. 향후 1~2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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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기적 전망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고, 정
치적으로 신헌법 작성을 시작할 것이며, 3~5년에 해당되는 중기적인 기간
내에 정부의 경제개방 가능성이 농후하고 정치적으로는 연방단결발전연합
(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의 발전적 해체
를 통한 총선 준비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중
국의 영향력은 증가하겠지만 정치와 외교적 측면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다. 6~10년 후인 장기적 전망으로 수하르토(Soeharto) 시기 인도네시아
모델이 정치구조가 될 것이고, 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이 작성된 시기가 1999년으로 이 당시 정치나 경제개혁에 관한 미얀
마 정부의 어떠한 계획도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의 분석을 통한 전망
은 단지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SDA의 발전
적 해체나 신헌법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은 적
중했는데, 이 또한 이미 신헌법이 작성될 1993년 당시부터 줄곧 전망된 미
래의 잔상이다.
바티키오티스(Michael Vatikiotis 2010)는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국
내 정치 함의를 배제하고 지정⋅지경학적 측면에서 향후 수년 이후 미얀마
의 발생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그는 천연가스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외부세계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 중국과 인도의
우산 속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아세안과는 거리를 유지하는 ‘화려한 고립
(splendid isolation)’, 인도네시아 신질서(New Order) 체제를 모방하는 부
분적인 개혁 및 개방과 같은 부분적인 전환, 독립 이후 지속된 소수종족의
무장반란 등 국민화해와 같은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로 인한 국가의 붕괴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예상한다(pp. 103-109). 필자는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부
분적인 개혁과 개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근대화론적 시각을 따른
다. 그렇지만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노동과 자본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업을 통해 이권을 얻은 군부의 몫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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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 문제가 대두되어 정치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
한 사례는 수하르토 체제 말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역사적 유사성이 내재한다.
바티키오티스 교수가 주장한 시나리오 가운데 세 번째 국가 해체는 극단
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2009년 8월부터 발화한 미얀마 정부군과 샨주 꼬깡
족(Kokang) 반군의 교전은 총선에도 지방 곳곳까지 공권력이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군부의 선조치였다. 즉 헌법에 제시된 자치적 수준의 준군사조직
창설 허용과 모든 준군사조직이 정부군 소속의 국경수비대(BGF: Border
Guard Forces)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
다. 또한 1989년 이후 연방에서의 분리를 주장하는 무장단체들은 병력이나
전투력 면에서 대부분 와해되었고, 중앙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건설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분리독립 무장단체들이 해당 종족의 대표성을 띨 정도로 종족의 전폭
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종족들은 자치정부와 같은
독립적 수준의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중앙에서 분리할 경우
미얀마와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국가주권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8월 집필된 스타인버그(David I. Steinberg 2010a, pp. 158-179)
교수의 저서에서는 군부의 미래, 주요 강대국의 역할, 소수종족의 미래, 사회
경제적 위기, 신정부에 요구되는 점 등을 세분화하여 미래를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군부는 향후 10년까지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권력분배를
주도할 것이며, 경제권도 군부에 예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정부는 사회복
지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소수종족과의 국가통합은
항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의존은 심화될 것이지
만 양자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의 대외원조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
며 화해 조짐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세안의 문제해결 능력과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관측한다. 시간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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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지 모르지만 정치적 다원주의를 달성할 경우 민주화를 위한 노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는 연극과 오페라를 빗대어 총선 이후에도 땃마도(Tatmadaw, 미
얀마군부)가 프리마돈나(prima donna)의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국민은 어느
정도 낮은 소리(sotto voce)만 낼 것이며, 각 무대들에서 각광(脚光)을 받을
사복을 입은 군부는 현재 무대의 양쪽 끝에 숨어서 커튼을 통제한다고 비유
했다(pp. 185-186). 본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스타인버그 교수는 총선 이후
정국은 미래에 관한 사실이므로 가급적이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2010/09/03 이메일 인터뷰).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정통성을 판단하
는 기준은 국가와 국제 레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정부의 국내외 정치적
정통성은 미지수가 될 것이며, 군부가 주장하는 규율민주주의는 국내적으로
도 여전히 의혹거리가 될 것으로 주장한다.
전술한 기존 논의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본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자 이미 군부의 정치행태를 통해 예측된 내용들로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미
래를 관측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스타인버그
교수의 경우 가능하다면 총선이 실시된 이후 저서의 논지를 이을 단행본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왔다.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미얀마 총선 분석과 향후 정국 변화 전망, 미얀
마 주변국의 외교정책과 신정부 구성 이후 외교정책 변화, 한국⋅미얀마 경
제교류 분석을 통한 향후 한국의 대응과 진출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총 세
트랙으로 구성된다.

23

제1장 서 론 │

1) 총선분석 및 향후 정국 변화
이 주제는 국내외 언론 보도 자료 및 일간지와 주간지 등 국내에서 출판
되는 총선 관련 모든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초 조사부터 시
작된다. 또한 출마자, 유권자, 총선 관계자, 관료 등 전문가 집단과의 연락망
을 구축하여 유⋅무선으로 현지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총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그럼으로써
총선 실시를 위한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고 일련의 행태들이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
사방식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
새롭게 구성될 정부의 특징과 성향 등 향후 정국을 예측하는 일차자료로 소
모될 수 있다.

2) 주요국의 외교정책과 신정부 구성 이후 외교정책 변화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미얀마 주요국은 미얀마의 외교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한정한다. 즉 미얀마 군부정권을 반대하는 미국․유럽
연합․일본을 하나의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중국․인도․아세안 등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 국가들을 앞의 범주와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구분한다. 시기는
1988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시점부터 연구자가
연구를 마친 2010년 11월까지로 한정하며, 향후 외교정책 변화는 연구 결과
를 토대로 한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전망이다.
연구 방법은 일차적으로 논문, 단행본, 신문 및 잡지 기사 등이 중심이 되
는 문헌의 검토와 분석이다. 이차적으로 미얀마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에 정통
한 퇴역 군인, 전⋅현직 관료, 경제전문가, 대학교수 등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심층면접과 같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다.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에 관한 외부적 시각은 미얀마 국내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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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격되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정불간섭정책이 미얀마와
같은 권위주의국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대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종속화시키려는 의도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Li and
Zheng 2009).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
각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효율성을 묻기 전에 정당하지 못한 정권에
대한 벌을 주는 차원의 도덕적 정당성도 과하게 부여되기도 한다(Kyi May
Kaung 2007/01/18).
이에 본 보고서는 다양한 인터뷰와 자료를 근거로 연구의 중립적인 입장
과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3) 정치 및 경제 등 한국⋅미얀마 교류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과 진출 전략
일차적으로 국내외 미얀마 경제 및 양국의 경제교류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양국의 경제교류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상호 비교
우위 분야와 향후 투자 유망 종목을 설정하고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미얀마 경제정책 입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지식인, 경제인 등과 면접을 실시했다. 주요 면접자들은 미얀마 상공연합
(UMFCCI: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구성원들이다.

나.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미얀마 총선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등으
로 구성되며 제2장은 미얀마 개관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얀마의 지정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25

제1장 서 론 │

한국⋅미얀마 대외관계와 미얀마의 대외관계를 진단한다.
제3장은 2010년 총선 준비의 전 과정과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예상되는 정국의 변화와 신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
는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로 신정부 구성 이후 경제개방을 고려한 민영화 추진 정도를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교류는 교역동향, 산업별 투자동향, 한
국과 미얀마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된 경제협의체를 점검한다. 제
5장은 총선 정국 이후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로 조작적인 양분을 통해 전망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대응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
막 제6장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한국과 미얀마 관계 발전
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2010년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의 현지조사를 토대
로 작성된 것이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미얀마 정부 관계자, 기업인, 퇴역 군
인, 정치인 등 포괄적인 계층을 심층적으로 면접했고, 그 기록이 본 보고서
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 외 영문 자료 이외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
는 현지어 주간지와 신문 등을 1차 자료로 채택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미얀마의 정치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필자의 설문
에 응한 현지인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모두 익명 또는 경우에 따라 가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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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얀마 개관

1. 자연 및 인문환경
가. 자연환경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관문으로서 북쪽으로 중
국, 동쪽으로 라오스와 태국, 서쪽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등 총 5개국과 국
경을 접하고 있다. 위도 북위 10~28도, 경도 92~101도 사이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미국 텍사스 주와 비슷한 676,577㎢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
으로 큰 국가이다. 대륙부 동남아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 40번째로 큰 국
가이기도 하다.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의 안다만해까지 총 연장
2,909㎞, 서쪽과 동쪽은 925㎞이며, 해안선은 1,930㎞에 달한다.
서쪽에는 여카잉 산맥, 중앙부에는 버고 산맥, 동쪽에는 샨 고원지대 등
세 개의 산맥이 있으며, 에야워디강이 흐르는 중부 저지대는 전통적으로 버
마족(Burman)의 주요 거점이었다. 산맥들을 중심으로 3개의 큰 강이 흐르는
데 에야워디(Ayeyarwaddy), 싯따웅(Sittaung), 땅르윈(Thanlwin)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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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170㎞인 에야워디강은 중국에서 발원하여 중부 저지대를 관통하여
서남부의 하류에서 델타층을 형성하여 미얀마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210~240㎞에 달하는 델타 지역은 국내 미곡의 65%를 생산하고, 가금(家禽)
류의 50%를 사육하는 천혜의 보고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정부의 늑장대
응으로 190㎞의 강풍과 3.5m 높이의 해일을 동반한 사이클론 나르기스
(Nargis)로 13만 8천 명이 사망하고 약 2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에야워
디강의 지류인 친드윈(Chindwinn)강은 960㎞이다.
중부 평야지대는 전통적으로 다수종족인 버마족의 중심지로 영국 식민시
기(1885~1947) 당시 행정 버마(Ministerial Burma) 또는 버마 프로퍼
(Burma Proper)로 불렸으며, 그 외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된 소수종족
지역은 영국 식민시기 당시 별도의 변방지역(Frontier Areas)으로 분리되어
통치되었다. 이를 분할통치(divide and rule)라고 부르는데 궁극적으로 국민
들의 통합을 저해하기 위한 영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현재까지 국민통합
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를 식민지의 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인문환경
‘빠르고 강한’이란 의미를 지닌 미얀마의 정식국명은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이며, 1989년 6월 18일 집권 군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국
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버마연방(Union of Burma)에서 개칭한 것이다. 그
들의 논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버마’라는 국명보다 ‘미얀마’가 더 자주 쓰
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수 있고, 흔히 ‘버마’라고 할 경우 다수
종족인 버마족의 나라라고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통합 차원
에서 미얀마라는 국명이 더욱 적당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얀마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버마족
왕조에 국한되었고, 독립운동 당시 아웅산(Aung San)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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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라는 국명을 선택했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 야당 및 재야세력들은
국명 개칭이 신군부가 정치권력의 독점을 고착화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
이며 비합법적인 정부에 의한 국명 개칭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버마’라
는 국명을 고수하고 있다.
신헌법에 의한 장래 국가의 명칭은 대통령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미얀
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서 1974년 군사평
의회에서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으
로 정권을 이양하며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으로 개칭한 전례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식민시기 군부를
상징하던 깃발을 회상하는 국기와 사회주의의 흔적인 톱니바퀴를 삭제한 문
장(文章)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1)
미얀마는 1983년 이후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인구와
종족 수를 가늠할 수 없다.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산하 중앙통계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이 각종 통계 자료를 취합하여 책자로 편찬하고 있으나 발행
시기가 동시대적이지 않고 수록된 자료들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1983년 인
구조사에 따르면 버마족이 69%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뒤이어 샨족
(Shan) 8.5%, 까렌족(Karen, Kayin) 6.2%, 여카잉족(Arakan) 4.5%, 몽족
(Mon) 2.4%, 친족(Chin) 2.2% 등이며 135개의 종족집단이 거주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러나 종족집단의 수는 식민 시기 통계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나가족(Naga), 와족(Wa), 뻘라웅족(Palaung) 등 정체성이 확인되는 종족들
은 이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종족집단이 거주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지난 10월 21일 군부는 예고 없이 헌법에 도안된 국기를 정식 국기로 채택하고 국명을 미얀마연방공화
국으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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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07/08년 기준, 총 인구는 5,570만 명이고 이
중 15~59세 노동 인구는 3,387만 명(남: 1,690만 명, 여: 1,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9%를 차지하고, 14세 이하 인구도 1,857만 명에 이른다.
2008년 신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 과정에서 조사된 공식 인구 수는
57,504,368명이었으나 이는 다소 비약적이다. 노동 인구는 1990년 기준
1,652만 명이다.
국민 대다수는 불교(89%)를 신봉하는데, 원시불교의 전통과 함께 토착 정
령신인 낫(nat)과 융합된 불교 형태가 독특하다. 이 외에 기독교(4%), 이슬
람교(1%), 기타 정령신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교
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신봉해오는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
위를 보장해두고 있는데, 종교부 산하에 불교만을 위한 불교 포교 및 발전국
의 독자적인 설치로 증명된다. 반면 오랫동안 이슬람교도를 박해하고 있으며,
기독교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불교에서 기인한 전통문화를 매우 중시 여기며 불교의 가
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기질이 강한 편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태
양의 자식이라는 신성함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자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한다. 또한 왕조 시기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며, 대륙부 동남아를 평정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불교적 가치관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불편함을 인내하려는 모습도 자주 드러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
을 때는 공격적인 면모도 보인다.
여성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나 여성은 전생에 쌓은 업이 남자보
다 적기 때문에 여성으로 출생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
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가부장적 사회관습이 강력히 작동한다. 그러나 고대
부터 여성은 남성이 국가 부역에 봉역되는 동안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가사
를 책임지는 등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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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다는 사실은 이들의 식자율(識字率)이 꽤 높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식민 시기 초기 한 영국 관찰자는 미얀마는 수에즈와
일본 사이에서 가장 식자화된 국가였다고 주장했고, 19세기 초 한 영국 여행
자는 미얀마 여성은 영국 여성보다 식자율이 더 높았다고 믿었다(Steinberg
2010a, p. 14). 미국 CIA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문맹률을 인구의 10%가
량으로 추정되지만2) 아동기부터 불교사원이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수
치는 3~4%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얀마인은 현세에서 재산을 축적
하여 부호(富豪)가 되기보다 교육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습성을 띤다. 아웅
산수찌(Aung San Suu Kyi)가 현 군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
문에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집권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얀마는 1962년부터 26년간 국가 통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잔재가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일하지 않기, 해고당하지
않기,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등 3불(不) 관습이 생겨나면서 ‘인간의 능력보
다 충성’, ‘인간의 능력보다 상급자의 말’과 같은 상하관계에 따른 인적 네트
워크가 사회 작동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상명하달의 군사문화가 사회 말단
까지 침투한 사실도 법과 제도보다 선행하는 인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이전부터 미얀마는 자본주의를 경험했다. 비록 자원을
수탈당한 식민지에 불과했지만 국민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길들었으며,
그로 인해 196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의 부국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각종
내란과 정치 엘리트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제국주의의 반작용으로
서 사회주의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식민 시기를 통해 미얀마는 종족적으로 내부 식민주의적 사관이 생
겨나게 되었다. 소수종족에 대한 버마족의 차별은 영국의 통치방식 때문이었

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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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 소수종족은 식민시기를 통해 그들이 누리지 못
했던 각종 이권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는 다수종족인 버마족의 불신을 조장
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소수종족의 기독교 개종도 불교도 종족들의 반감을
사는 데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 개혁과 함께 산재한
과제 중 최우선은 소수종족과 버마족 간의 불신을 해결하고, 국민화해와 국
가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2.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가. 정치동향
미얀마는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군부가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는 19인으로 구성
된 군사평의회를 구성한 과도군사정부체제가 22년간 유지된 군부권위주의국
가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부는 무기한 집권할 의도가 없다면서 그들
의 역할과 기능을 내란이 극심했던 1958~60년 사이 정치에 개입한 군사과
도정부로 맞췄으나 1990년 총선 패배 이후 정권 이양을 거부함으로써 집권
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내비쳤다.
1997년 11월 15일 군부는 SLORC 고시(告示) 제97/1호를 통해 “규율과
민주적 체계를 구현하고 평화롭고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SLORC은
해체되고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가 조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군부는 국가의 수호라는 군부의 기본적
인 기능 이외에 정치사회의 주역이 되고자하는 신직업주의적 군부로 거듭나
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부는 군사기구의 개칭과 함께 정치․경제․사회 부
문에 걸친 12대 과업3)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993년부터 신헌법 작성을 위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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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나 국내 반대세력과 국제적인 비난 등으로 1996년 휴회했고, 2003년
말 재가동되었다. 국민회의 대표단을 군부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한
후 2007년 8월 총 15개 장으로 구성된 신헌법 초안을 최종 작성 완료했다.
2008년 5월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신헌법에 관한 국민투표는 과거 스탈린식
선거 결과를 연상시키듯 유권자의 92.48%가 찬성한 수치로 통과되었다.
2003년 8월 30일, 당시 킨늉(Khin Nyunt) 총리는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을 발표하여 더 이상 과도군사정부체제가 영속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디베인(Depayin) 학살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비켜
가기 위한 전략적 획책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신헌법 작성 완료 이후 1년 이내 신헌법의 승인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
민투표가 2008년 실시되었고, 2010년 11월 7일 20년 만의 총선이 실시되었
다. 군부는 명목상 최대의 사회복지기구인 연방단결발전연합(USDA)을 발전적
으로 해체하여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을 창당했고, 주목을 끌었던 국민민주주의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USDP는 중앙 및 지방의
회 등 총 1,154석 중 883석을 차지하여 76.5%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나. 경제동향
1988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

3) 4대 정치 과업은 ‘국가의 평화적 건설과 지역사회의 평화와 법과 질서 유지, 국민 재통합, 탄탄하고 조
직적인 신헌법 마련, 신헌법에 따라 근대적이고 평화롭고 발전하는 국가 건설’이다. 4대 경제 과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다른 경제 분야로 발전 확장, 시장 경제체제 현실화, 국내외 고급 기술과 투자가를
유치하는 경제 발전, 창의적인 국가 경제를 조직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의 손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것’
이다. 4대 사회 과업은 ‘전 국민의 도덕과 도덕성 함양,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보호
하며 국민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애국심 함양, 전 국민의 건강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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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포기하고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체제
를 표방하는 등 과거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른 성과와 상관없이 과거의 유산과 결별한 그들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과
하며, 경제는 정치발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Aung Moe
San 2003, pp. 112-116).
미얀마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지속, 행정이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지연,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이중 환율구조,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연 등 경제구조
의 문제점이 상존하여 경제발전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에 의존하
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이 경제위기의 후유증을 겪게 되는 3~4년 후
부터 미얀마도 영향권에 들었다. 2004년 은행 이자율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제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매년 두자릿수의 GDP 성장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신빙성은 떨어지며, 현지에서도 그러한 흔적들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2011
년 GDP 성장률을 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짜트(Kyat) 화의 평가절하
와 경상수지의 상승 등 기타 요인을 감안할 때 다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2010년 짜트 화의 환율은 1,110짜트로 추산했으나 2010년 초반
부터 1,000짜트 이하로 하락하여 2010년 11월 현재 880~9,000짜트를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출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이지만 경상수지가 2007년을 기점으로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익이 국가 재정 증가
에 기여하여 1988년 쿠데타 당시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9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시적 수준에서 갑작스
런 재정상의 위기에는 봉착하지 않을 전망이다(표 2-1 참고).

34│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표 2-1.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단위

실질 GDP

%

13.6

3.4

GDP

백만 달러

11,221

11,888

1인당 GDP*

달러

205

277

409

569

550

567

584

1인당 GDP(PPP)

달러

2,365

2,505

2,641

2,704

2,765

2,857

2,985

수출

십억 달러

3.7

4.4

4.7

6.7

6.9

7.5

7.8

수입

십억 달러

3.6

3.8

5.1

3.5

4.0

4.5

4.9

경상수지

백만 달러

576

760

1,285

1,208

705

440

321

1,095

1,280

1,290

1,185

1,055

1,110

1,265

782

1,248

2,312

3,412

3,561

3,762

3,912

환율(짜트/달러)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3.4

1.1

1.8

3.1

4.0

16,312 22,664 27,542 29,655 30,334

주：* Global Insight(July 2010)
자료: EIU Country Report(July 2010).

한편, 2001년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으며, 매년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조사기관에 따라 수출입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특히 미얀마 중앙통계국(CSO)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
의 수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EIU 자료의 경우 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편차율이 심한 편이다(표 2-2, 표 2-3, 표 2-4 참고). 세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변국의 경제제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
하지 않는 이상 향후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 표 2-2. 무역 추이(Ⅰ) ❚
(단위: 백만 달러)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수출

429.480

647.210

746.683

수입

287.250

445.400

582.849

합계

716.730

1092.610

1329.532

자료: 미얀마 상무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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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무역 추이(Ⅱ) ❚
(단위: 백만 짜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7,131
18,378
-1,247

19,955
14,910
5,045

14,119
13,398
722

16,697
11,339
5,358

20,647
11,514
9,133

30,026
16,835
13,191

35,297
18,419
16,878

수출
수입
수지
자료: ADB(2010).

❚ 표 2-4. 무역 추이(Ⅲ) ❚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수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788
1,759
2,028

4,555
2,343
2,211

6,170
2,964
3,206

6,677
3,461
3,216

6,862
4,020
2,842

7,538
4,538
3,000

7,795
4,885
2,911

자료: EIU Country Report(July 2010).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은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에 의존하며 콩과 티크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 천연가스는 여카잉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시추 및
개발될 전망이고, 사업을 관장한 에너지부 산하 국영공사가 민영화에 성공할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미얀마의 천연 및 지하자원의 지속적인
수급을 원하고 있어 천연가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얀마는 1960년대까지 아시아 쌀 수출 1위국이었으나 사회주의 정권기
당시 녹색혁명의 실패, 국제 미곡가격 하락 등 국내외적 농업개혁정책의 실
패로 쌀의 자급자족만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콩의 생산 및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
해 역시 콩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집약적인 봉제류 수
출은 4.0%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신정부 구성 이후 노동시장의 확대와 상품
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목재류도 중국과 태국 등
인접국의 수요 증가로 수출 판로가 보장된다.

3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그림 2-1. 주요 수출품목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5.1
32.8

12.1
5.9

4

천연가스
콩
티크&견목
기타
봉제류

자료: EIU Country Report(July 2010).

수입품목은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미얀마의 산
업 현실을 반영한다. 총선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산업화가 활발해
질 경우 비전기기계류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그림 2-2. 주요 수입품목 ❚
50

44.1

40
30
20

50
40

26.5

30
15.9
9.3

10
0

20
4.2

10
0

비전기기계류
정유
금속 및 제조품
전기기계류
기타

자료: EIU Country Report(July 2010).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위에 해
당하는 태국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의 상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산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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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사업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은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 태국 등에서 유입되는데,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인
터뷰 2010/08/11). 즉 중국과 태국 등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의 수명
은 2~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아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본산의 경우 제품의 질적인 수준
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한국산 제품은 가격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했다.

❚ 표 2-5.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국 ❚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국명

1990년

2000년

2004년

2007년

2008년

태국
인도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48.9
44.2
33.3
28.4
9.4
8.7
8.6
4.7
46.2
9.0
0.6

233.0
162.9
113.5
108.4
442.7
77.8
63.2
67.3
99.8
20.6
3.3

1,230.3
363.7
187.7
163.5
118.3
97.1
122.6
64.5
27.4
17.5

2,104.9
688.9
336.9
269.2
110.2
126.6
55.9
55.6
73.4
68.5

3,446.5
786.5
603.1
288.3
90.5
156.0
55.9
74.0
83.7
78.3

합계

408.7

1,979.3

3,158.8

4,753.7

6559.0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홍콩
독일

137.7
19.8
119.2
31.6
23.3
3.2
1.4
110.8
8.6
31.8

546.0
554.7
479.7
254.1
318.2
71.2
52.9
25.6
97.9
44.7

1029.2
665.9
717.1
164.3
178.2
66.3
115.2
115.8
48.7
27.9

1861.1
1054.6
855.8
231.6
321.2
288.6
186.9
194.0
54.2
58.3

2202.8
1448.7
1390.9
287.0
366.7
379.4
213.3
207.1
55.2
60.5

합계

667.7

3,039.2

3,451.8

5520.1

6982.2

자료: ADB(2010).

38│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한편, 인도는 지난 7월 땅쉐(Than Shwe) SPDC 의장을 국빈으로 초청하
여 경제협력과 국경지역 공동개발과 소수종족 공통소탕에 합의했다. 인도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미얀마 진출이 무산되자 타타(Tata) 자동차의 현지 진출
에 합의했고,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도로, 전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
속했다. 또한 인도 동북부에서 만달레까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도로 건설비
용을 인도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경무역업자들이 불
만을 호소하고 있는 이동시간의 단축이 예상되며, 자연스럽게 인도와의 교역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대베트남 수출량은 저조하지만 2010년 4월, 미얀마⋅베트남 정
부 간의 경제협력 강화안이 발표됨으로써 양자 간의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은 총선 이후 미얀마의 도시 계획과 건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교류가 명맥
을 잇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함께 천연가스와 원
유 시추, 개발사업에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미얀마의 대외관계와 한국⋅미얀마 외교관계
가. 미얀마 대외관계
미얀마의 외교기조는 평화공존 5대 원칙에 입각한 중립주의와 독립 자주
외교이며, 이 원칙은 1948년 독립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2010년 현
재 미얀마는 총 9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상주대사관은 32개
국에 이르며 국내에는 29개국의 재외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UNDP,
UNICEF 등 총 10개 국제기구 사무소도 개설해두고 있으며, 1960년대 유
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우 땅(U Thant)의 모국이기도 한 미얀마는 유엔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지리적인 특성상 근대국가 이후 대중국 외교정책에 주
안점을 두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인도와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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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지연과 인권탄압 등을 구실로 1990년대 이후 경
제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 가중될 때마
다 압력의 수위를 높여 왔다(표 2-6 참고). 2005년 상원의원 청문회 인준
당시 미국은 미얀마를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지목하는
등 강경정책을 유지했으나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노선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군부정권이 인도주
의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조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in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구성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속한 냉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얀마의 지하자원 수급과 지역 내 패권경쟁을 이어가려는 목적과
달리 유럽연합은 주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 중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과거 미얀마에 투자했던 프랑스, 이탈
리아 등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때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책을 비판하
기도 한다.
미얀마는 1997년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아세안+3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얀마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채택함으로
써 미얀마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6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
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의장직을 포기했다.
중국은 인도양 진출 등 지정학적 고려, 미얀마 내 원유 및 가스 확보, 대
아세안 관계강화, 중국계 보호, 중국 남서부 지방의 시장 확보 차원에서 미
얀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위급을 포함한 정부 요직 인사
의 상호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
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문제화될 때마다 미얀마
를 비호한다.

40│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표 2-6.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내용 ❚
일시

법령 및 근거

제재 내용 및 예외 조항

-관세및무역령P.L.101~382
-마약통제무역령19 U.S.C.
2491~2495

(1)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카리브연안경제회복법
[19 U.S.C. 2701 et. seq]) 또는 특혜관세조치
에 해당되는 어떠한 법령에서도 미얀마의 관세
조치 상품을 전면적으로 부정.
(2) 50%의 종가세나 그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적 관세를 부과한 미얀마산 모든 관세대상
품목에 적용.
(3) 50%의 종가세를 초과하지 않는 미얀마산 비관
세 품목에 적용.
(4) 미국과 미얀마의 영공 및 교통 사용 금지, 미국
과 미얀마 방문자에 의한 세관통과 철회.

국외지출령P.L.104~208;
대통령령 13047

(1) 1997년 5월 21일 이후 미국 시민 및 기업의 미
얀마 신규투자 금지.
(2) 미얀마 정부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
USDA 회원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3) 1997년 5월 21일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이나 투
자 협정을 맺은 기업이나 개인은 예외.
(4) 천연가스 시추를 위해 진출한 UNOCAL은 예외.

버마자유와민주주의령
P.L.108~61에서P.L.108~2
72, P.L.109~139로 확대;
대통령령 13310

(1) 법령제정 30일 이후부터 모든 미얀마 제품 수입
금지. 수입 금지는 1년 이내 갱신.
(2) 미국 내 미얀마 정부 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인
물의 자금 동결.
(3) 국제 금융기구의 대미얀마 재정원조에 이의제기.
(4) 미얀마 정부 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
USDA 회원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 대통령과 의회 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
우’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를 철회할 수 있음.

2007. 10.
19

대통령령 13448

(1) 미얀마 정부 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
11명 추가 및 이들에 대한 자금 동결.

2008. 4 30

대통령령 13464

(1) 미얀마 정부 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
추가 및 이들에 대한 자금 동결.

2008. 7. 29

제이드령 Public Law
110~286

(1) 미얀마산 보석의 미국 수입금지 및 광산분야 진
출 금지.
(2) 미얀마 정부 인사나 정부와 관련된 전현직 인사
추가 및 이들에 대한 자금 동결.

1990. 8. 20

1997. 5. 20

2003. 7. 28

자료: Larry Niksch and Martin A. Weiss(2008); U.S. Department of Treasury(2007/10/19; 2008)에서 정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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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88년 이래 군부정권과 관계를 단절해왔으나, 2000년 11월 마웅
에(Maung Aye) SPDC 부의장의 방문 접수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해 전략
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실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했다. 인도는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 파이프라인 가설을 통한 천연가
스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패권국
가라는 전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노선을 실험하고 있다.
일본은 군부정권 수립 이전 대미얀마 최대 지원국으로서 30억 달러 상당
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는 네 윈(Ne Win)과 일본정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 등 서방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 적절히 보조를
맞추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에는 불참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의 서구적 개념
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적 해석에 따르고 있다. 2010년 총선 이후 일본은
독자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원조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나. 한국⋅미얀마 관계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관계는 1975년 수립되었으나 미얀마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한 사회주의 시기에는 주목할 만한 교류가 없었다. 당시 미얀마
는 중요 사안에 대해 북한을 지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1983년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묘
소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단교하고 북한정부 승인을 철회하는 등 단호
한 외교조치를 단행했다.
1988년 집권한 신군부는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원칙을 철회하고 한국과 경
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며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1989년
3월 서울 한남동 소재에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 원유탐
사권의 대아국업체(유공)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제44차 유엔총회에서 미얀
마 대표가 최초로 아국입장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친한(親韓)정책으로 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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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근대화라는 짐을 지게 된 군부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발전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기를 그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일부 고위 군 관료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일대기를 연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
시하는 정책적 제언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부는 민간의 옷으로 갈아입
은 후 한국의 군부정권이 그랬듯이 정부 주도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할 포부
를 밝혀왔다. 일반 대중에게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한국의 사극 ‘불멸의
이순신’은 중간급 관료 이상이면 모두 시청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국가의 총
체적 난국에서 구국(救國)의 업적을 이뤄낸 이순신과 미얀마 군부를 동일시
하고자 하는 군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필자가 현지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 공무원, 학자, 일반 시민 등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자 자연환경이 매우 수려한
국가로 응답됐다. 그러한 응답의 배경에는 2001년부터 미얀마에 불기 시작
한 한류(韓流) 바람이 있다. 미얀마의 한류현상은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국한되는데, 지상파 3개 채널의 프리미엄 시간대(오후 5~8시)에는 여
지없이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5개의 채널이 있는 1개 유선방송사의 한국
드라마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영상 속에 나타나는 한국 배우의 옷차림은
젊은이들의 패션 감각을 새롭게 바꾸고, 삽입곡들은 국내 가요 일색이었던
가요시장에 일대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양공 시내 한국식당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한인사회의 상업적 이익을 가
져다준다.
일찍이 외부 문화와 문명에 대한 포용력이 강한 국민이지만 그들의 기층
문화를 고수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한 전례를 보았을 때 한국의 문화 콘텐
츠가 미얀마의 문화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비현실적인 상류층의 애정을 주제로 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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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디 영상물이 인기를 끈다. 다시 말해 한류는 미얀마의 문화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촉매 역할은 현재로
서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생
산해냈고, 이는 양자 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
에 의한 파트너 관계를 유연화시키는 촉매는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일상적
인 대화가 되며, 종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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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1. 총선 개요
가. 역대 총선과 특징
독립 이후 미얀마의 총선은 의회민주주의 시기에 3회(1951, 1956, 1960),
혁명평의회에서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명목
상 실시된 1회의 선거, 그리고 군부의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1990년
총선 등 총 5회만이 실시되었다. 독립 이전 선거는 총 5회(1922, 1926,
1928, 1936, 1947년) 실시되었으나 영국 식민관리에게 무투표 의석을 배분하
는 등 공정한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또한 총선 전후 권력 갈등과 경쟁으로
인한 분당(分黨)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관행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1947년 총선은 영국에 협력하여 영연방국가로 남으려던 세력과 독립을 통
해 주권국가를 달성하려던 세력, 급진적인 좌익세력 등 세 파벌로 나눠졌는
데, 이 중 아웅산이 이끈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AFPFL: Anti 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이 210석 가운데 176석, 까렌족 24석, 공산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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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영파가 각각 6석과 4석을 차지했다.
독립 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은 극심한 내분으로 인해 1951년 6월부터
1952년 4월까지 무려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분에도 불구하고
AFPFL의 대중적 인기는 여전하여 총 250석 가운데 60%인 147석을 차지
했다. 그러나 총 800만 명의 유권자 중 150만 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총선 중 가장 저조한 투표율 20%를 기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무색
하게 했다.
1956년 치러진 총선에서도 AFPFL이 승리했으나 끊임없는 당내 갈등과
소수종족이 일으킨 내전으로 인해 정치질서는 극도로 혼미한 상황이었다. 급
기야 1958년 AFPFL은 내분으로 우 누(U Nu) 총리가 이끄는 청렴AFPFL
과 바쉐(Ba Swe)가 이끄는 안정AFPFL로 양분되었다. 1958~60년 군부는
과도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성공리에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196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병영으로 복귀했다. 이때 우 누는 자신의 정당을 연방당
(Union Party)으로 개칭하고, 불교 국교화를 주요 공략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다(표 3-1 참고).

❚ 표 3-1. 의회 민주주의 시기 총선 결과 ❚
연도

1956

1960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AFPFL

1,775,900

53.2

135

민족연합전선(NUF)

1,258,200

37.6

44

몽연합전선(MUF)

306,100

9.2

5

합계

3,340,200

100.0

184

청렴AFPFL(연방당)

3,153,934

57.2

149

안정AFPFL

1,694,052

30.7

30

민족연합전선(NUF)

262,199

4.8

0

기타

403,710

7.3

4

합계

5,513,895

100.0

183

자료: Bigelow(1960),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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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혁명평의회(RC)에서 명목상 민간정권인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으로 권력이양 차원의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90.19%의
압도적인 지지로 헌법안이 제외되었다. 즉 1960년 이후 30년간 민주적 방식
에 의한 선거는 전무했다.

❚ 표 3-2. 1990년 총선 결과 ❚
득표 수

득표율(%)

의석

점유율(%)

국민민주주의연합(NLD)

7,934,622

59.9

392

80.8

국민통합당(NUP)

정당

2,805,229

21.2

10

2.1

NUP연합

526,277

4.0

0

-

민주주의평화연합

243,023

1.8

0

-

샨민족민주연합(SNLD)

222,821

1.7

23

1.7

연방국민민주주의당

196,598

1.5

1

0.2
2.3

여카잉민주주의연합

160,783

1.2

11

기타

1,163,923

8.7

48

합계

13,253,606

100.0

485

자료: Guyot(1991), p. 210.

198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머지않아 다당제 민주총선을 실시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장외세력과 국민들은 군부의 전략적 획책이라고 믿었
지만 총선은 1990년 5월 27일 실시되었다. 그런데 군부는 총선 1년 전부터
신헌법이 완성될 때까지 선거 당선자들이 신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
을 확인했다.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7월 29일, NLD는 간디홀 선언(Gandhi Hall Declaration)을 통해 9월 30
일까지 정권을 이양해줄 것을 군부에게 요구했고, 권력 이양 후 신헌법을 작
성하기로 했다. 군부는 정권 이양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선거에 당선된
자들과 반군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물리적 공세를 시작하면서 선거를 무
효화했다. 그들은 이번 선거가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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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군부는 신헌법을 작성할 국민회의를 조직하고 7개
의 직능집단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 및 소집하여 1993년부터 헌법 작성
에 착수했다. 국민회의 개회와 동시에 104개 헌법초안 작성원칙이 공고되었
고, 대표단은 작성된 대본을 읽는, 철저히 통제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그
중 군부가 정치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군부의 이중기능
(dwi fungsi)이 장래 헌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을 내포했다. 1995년 11월
NLD를 포함한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국민회의 의사결정이 구속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로 인해 국민회의는 8년여간의
휴회기에 접어들었다.
2003년 킨늉 총리가 민주화 7단계 로드맵4)을 발표하고 국민회의를 재개
했을 때조차도 국민들과 외국 관찰자들은 헌법 작성이 단기에 완료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7년 발생한 샤프란 혁명(Saffron

Revolution)으로 더 이상 정치개혁의 과제를 지체하지 못한 군부는 서둘러
완성된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신헌법은 1948년 헌법과 1974년 헌법을 모체로 작성되었고, 군부의 주요
기능은 수하르토 체제하 인도네시아 군부의 이중기능과 매우 흡사했다. 특히
신헌법 작성지침에 명시된 대로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율성은 군부정권과 별반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먼저 국가 구조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연방제(union)이다.
대통령 후보는 폭넓은 군사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야 하며, 가족 모두 미얀마 시민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결
정적으로 대통령은 상하원 대표와 군총사령관이 지정한 한 명의 인사 등 총

4) 내용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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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국민회의 연대기 ❚
일자

내 용

1992. 4. 24

6개월 이내 신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 발표(SLORC 명령 제 92/11호)
※ 국민회의의 6대 목적(이후 헌법초안의 근간, 전문에 포함)
1. 연방의 비분열
2. 국가통합
3. 주권영속
4. 다당제 민주주의의 옹호
5. 보편적 정의, 자유, 평등의 수호
6. 장래 국가 정치 리더십에 국방부(군부)의 참여

1993. 2. 1

국민회의 최초 소집 및 가동

1995. 11. 29

국민회의에서 NLD 대표단을 배제

1996. 5. 31

국민회의 휴회 선언

2003. 8. 30

킨늉 총리, “민주화를 위한 7단계 로드맵” 발표

2005. 3. 31

신헌법 주요 11개 영역에 관한 기본 지침 작성 완료

2007. 9. 3

국민회의 최종 폐회

자료: 필자 작성.

3명의 후보 중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출방식으로서 군인사가 당선
되거나 군부의 재가가 없을 경우에 당선이 불가능한 구조적 제한이 따른다.
또한 군부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선
거와 관련 없이 의석의 25%를 무투표로 확보하고, 민간 의원과 달리 의원
직과 군 현직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국방권, 국방예산, 군인사권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배타적 자율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에 명시하는 국가수반은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총사령관의
권한과 기능은 대통령의 그것을 능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비상사태 선
포 시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의 내각이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se Security Council)를 구성하는데, 이때 군 총사령관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게 된다.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이 위기를 맞을 경우 언제든지
NDSC가 소집될 수 있다. 또한 군총사령관은 행정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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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지역장관 등 3명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총 6회에 걸친 국민회의 소집결과 군부는 2007년 8월 말 헌법 초안을 최
종 작성하고 이듬해 2월 SPDC 고시 제2008/1호(2008/02/09)에 의거, 국민
투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투표가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5월
초 에야워디델타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로 인해 이 지역
투표구인 47개구는 5월 24일로 연기되었고, 기타 지역은 예정대로 5월 10일
에 실시되었다. 사이클론 피해복구보다 국민투표를 가결시키고자 했던 군부
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투표는 예상한 대
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헌법 승인은 통과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표 3-4]에 제시된 것과 같은데, 국제 NGO와 국제사회
의 선거감시를 봉쇄했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
보를 찾기 어렵다.
❚ 표 3-4. 2008년 국민투표 결과 ❚
날짜

5.10(278구)

5.24(47구)

합계

총 유권자

22,708,434

4,580,393

27,288,827

총 투표자

22,496,660(99.07%)

4,280,015(93.44%)

26,776,675(98.12%)

찬성

20,786,596(92.4%)

3,997,528(92.93%)

24,764,124(92.48%)

반대

1,375,480

256,232(5.99%)

1,631,712(6.1%)

무효

334,584

46,255(1.08%)

380,839(1.42%)

자료: New Light of Myanmar(2008/05/27)에서 수정 작성.

그러나 현지인들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는 무엇에 관한 국민투표인지, 헌
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부
선거구에서는 마을 대표가 주민을 대신하여 모두 찬성표에 기표하는 등 다
양한 형태의 선거부정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언론을 통해 객관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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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총선 일정
SPDC 고시 제 2008/2호(2008/02/09)에 의거, 총선이 2010년으로 제시
되었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0년 1월 4일, 제62회 독
립의 날을 기하여 땅쉐 SPDC 의장은 2010년 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신 군부는 국론분열
을 조장하는 신제국주의자들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군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요구했다.
2010년 3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 총선이 10월 10
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Wai Moe 2010/01/08). 그러나 본 보의 보도
와 달리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급 관료를 제외한 고위 관료는 4월 말까지 사
퇴하지 않았고, 선거운동 기간이 90일인데 그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보도도 없었다. 오히려 총선 출마 예정인 고
위 공무원의 경우 6월 말로 예정된 퇴직 만료일이 7월 말로 1개월 연장되었
다는 내부 정보가 있었다.
순교자의 날(7. 19)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은 선거위원회로부터 총선 일정이
10월에서 더 연기될 가능성을 통보받았다. 2010년 5월 커트 켐벨(Curt
Campbell) 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네삐도(Nay Pyi Taw)를 방문
했을 당시 총선 일자를 묻자 정당 승인 업무, 각 구 수준의 위원회 조직 등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선거 일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0년 8월 14일, 선거위원회는 2개의 관영신문을 이용해 2010년 11월 7일
(일) 총선 실시를 공식 발표했다(선거위원회 고시 제2010/89호).5) 선거위원회
는 선거명칭을 ‘다당제민주총선’으로 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각 정당의 입후
보자 명단과 선거운동 계획안 제출 등 구체적인 선거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5) 내용은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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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 고시 제2010/90호).6) 선거 일자 발표에 앞서 국영신문을 통해 상
원 및 하원, 지방의회, 특별자치지역에 대한 선거구를 확정 및 발표했다.

2. 총선 준비 과정과 선거운동
가. 총선 관련 법령 공포
총선 관련 법령은 총선 일정이 발표되기 전인 2010년 3월 8일 공포되었
다. 여기에는 선거위원회법,7) 정당등록법,8) 민족의회(Amyotha Hluttaw, 상
원) 선거법, 국민의회(Pyithu Hluttaw, 하원) 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등 총
6개 법령이 포함되었다.
친군부적 성향인 18인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중앙을 정점으로 6개 지
방으로 구성된다.9) 2008년 국민투표 당시 선거구는 325개였으나 네삐도가
수도로 결정됨에 따라 네삐도가 소속된 만달레주(Madalay Region)에 5개의
구(區, township)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선거구는 330개로 늘어났다. 또한
네삐도는 2008년 신헌법에 따라 연방특별지역(Naypyidaw Union Territory)
으로 신설되었고, 하위에 8개 지역구(Pyinmana, Lewe, Tatkon, Zeyarthiri,
Pobbathiri, Ottarathiri, Zabuthiri, Dekkhinathiri)를 둔다.
선거제도는 1990년 총선에 이어 다수제 제도 중의 하나인 단순다수선거제
(FPTP)를 선택했다. 따라서 하원의 경우 전국을 330개의 소선거구, 상원은
각 주(14개 주)별로 2명씩 최대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FPTP 방식은 투표방법이나 투표개산이 가장 명료한 선거제로

6) 내용은 부록 9 참고.
7) 선거위원회법은 부록 4 참고.
8) 정당등록법은 부록 6 참고.
9) 선거위원회 명단과 이력은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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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규모가 큰 정당이 군소정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특징이 있
는데,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되지 않기 위해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기피하는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를 한다. 1990년 총선 당시
친군부 정당인 국민통합당(National Unity Party)은 21.2%의 득표율을 차지
하고도 의석수가 10석에 그쳤던 교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위
원회는 복잡한 선거제도보다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FPTP 방식을 채택했다.

❚ 표 3-5. 각 주별⋅의회별 선거구 ❚
지역

자
치
주

의석수
지방의회
특별지역(구)

연방의회
상
하

합계
지방

계

버마족, 샨족, 리수족, 라원족

18×2=36

40

66

까친

12

18

4

꺼야

12

7

1

버마족

14

15

33

까렌

12

7

3

버마족, 몽족, 빠오족

14

17

33

친

12

9

-

-

18

18

39

몽

12

10

3

버마족, 까렌족, 빠오족

20

23

42

여카잉

12

17

1

친족

34

35

63

샨

12

55

7

버마족, 까친족, 리수족, 라후족,
잉따족, 아카족, 뻐다웅족

102

109

177

저가잉

12

37

2

샨족, 친족

74

76

123

떠닝다이

12

10

1

까렌족

20

21

42

버고

12

28

1

까렌족

56

57

96

머끄웨

12

25

1

친족

50

51

87

만달레

12

36

1

샨족

56

57

120

양공

12

45

2

까렌족, 여카잉족

90

92

147

에야워디

12

26

2

까렌족, 여카잉족

52

54

90

14개주

168

330

29

−

636

665

1,163

군부 할당석

56

110

−

224

390

합계

224

440

−

889

1,553

행
정
주

계

자료: Kyemon(2010/08/12-4)에서 재배치 및 통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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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는데 상원에 해당되는 민족의회는 14개 주별(특별
자치지역 6명 포함)로 12명의 대표자, 즉 168명을 선출한다. 하원에 해당하
는 국민의회는 전국을 330개의 소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별로 최다득표
자 1명을 선출한다. 민족의회와 국민의회를 합친 의회는 연방의회로 통칭되
며, 네삐도 소재 의회로 소집된다. 즉 상원은 각 주마다 균등하게 배분되었
으나 하원의 경우 지리 및 인구 규모에 따라 각 주별로 차등 배분되었다.10)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석수가 가장 많이 배분된 지역은 샨주⋅양공
주⋅저가잉주 순이다.
2008년 신헌법에서 기존 행정지역의 지명이 교체되었다. 통칭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자치주(state, pyi-nei), 버마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행정주
(division, taing)라고 명명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후자의 경우는 ‘큰 지역
(region, de-tha-gyi)’으로 개칭되었다.
지방의회는 각 구(區, township)별로 2명씩 선출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달레주와 샨주에서는 하원 선거구보다 그 숫자가 각각 1석, 15석 적게 배정
되었다. 또한 특별자치지역(또는 구)은 연방의회와 별도로 전체 인구의 0.1%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자치행정지역(또는 구)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 내에
서 각 소수종족 대표자로 29명을 선출하며, 지방의회로 배속되어 지방의회의
정족수는 총 665명으로 구성된다. 민족의회, 국민의회, 지방의회에서 선출되
는 의원을 제외하고 군부는 현역 장교를 무투표에 의거, 별도로 각 의회의
25%에 해당하는 의석을 점유한다.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총 유권자는 2,900만 명 이상이며 무소속 출마자 82
명을 포함하여 총 입후보자는 3,071명으로 이 중 여성 입후보자는 114명에
달했다. 55개 선거구(상원 8석, 하원 10석, 지방 37석)는 단일 출마자로서

10) 참고로 1990년 총선은 중앙선거위원회를 정점으로 5개의 지방선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총 14개 주
(state/division), 50개 지역(district), 317구(township), 14,992개 촌락(ward 또는 village)이 편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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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실시가 취소되었다.
따라서 총선에서 경합 의석수는 1,108석이지만 지난 9월 선거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없는’ 까친주 지방선거구 4개 구의 선거
미실시를 발표한 데 이어 11월에도 꺼야주 6개 선거 구에 동일한 명목으로
선거 불실시를 선언했다(AFP 2010/11/02; Htet Aung 2010). 잠정적으로
하원의 경우 샨주 5개 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까친주와 샨주 각각 2곳에서
총선을 치르지 못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전국 정당(15개)과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종족 정당(22
개)으로 이원화된다.11) 공식적으로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미얀마는 소수
종족 지역사회의 이권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전국적인 여론 몰이를 할 가
능성이 적다. 반면 전국정당은 지역정당보다 버마족과 7개의 자치주를 구성
하고 있는 소수종족들을 겨냥하여 창당 및 활동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지역
에 기반을 둔 소수종족 정당일지라도 상원과 하원에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가
능성은 있지만 해당 지역이나 주를 벗어나면 지명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당은 최소한 15인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5세 이상의 미얀
마 시민이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복역 중이지 아니한 자, 공무원
이 아닌 자, 종교인이 아닌 자 이여야 한다. 총선 참여를 희망하는 정당(전
국정당)은 최소한 1천 명 당원(지역 기반 정당은 500명)의 명부와 함께 90
일(5. 7)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는 개인당 50만
짜트(약 500달러)의 비환급 공탁금을 선거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총선 실시가 예고된 이후 최초로 참가 의사를 밝힌 정당은 민주당
(Democracy Party Myanmar)이다. 2009년 9월 창당한 민주당은 의회민주
주의 시기 총리였던 우 누와 부총리 바쉐, 쬬응예잉(Kyaw Nyein)의 여식인
딴딴누(Than Than Nu), 네이바쉐(Nay Yee Ba Swe), 초초쬬응예잉(Cho

11) 총선 참가정당은 부록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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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Kyaw Nyein)이 주축을 이루고, 1990년 총선에서 동명당인 민주당
(Democracy Party) 당수로 출마했던 뚜웨(Thu Wai)를 대표로 하여 구성된
다. 민주당은 48명의 입후보자를 냈다.
2010년 8월 14일 현재 선거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 등록정당은 40개(등록
신청 정당은 42개)이며 이 중 당원 신고까지 마친 정당은 15개였다. 2010년
9월 15일 선거위원회의 발표결과 총 37개 정당(전국정당 15개, 소수종족정
당 22개)이 총선에 참가하게 되었다. 군부 후원의 USDP와 1990년 총선에
참가했던 국민통합당은 각각 1,158명과 999명의 입후보자를 등록했고, 이들
을 견제할 정당인 국민민주주의의 힘(NDF: National Democratic Force,
또는 민주주의연합전선 United Democracy Front)은 전체 선거구의 14%에
만 해당되는 164명의 입후보자를 냈고, 샨민족발전당(SNDP: Shan Nationals
Development Party)는 156명을 냈으나 샨주에 기반을 두는 지역정당의 성향
이 강하다(Sai Wansai 2010/10/27). NDF는 국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
서 양공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USDP의 공격적인 선거유세와 각종 통제의
심화로 인해 입후보자를 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10월 초 NDF, SNDP, DPM, 여카잉민족발전당(Rakhine Nationals Devel
opment Party), 친민족당(Chin National Party), 민주주의와 평화연합(League
for Democracy and Peace) 등 6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고, 상원 68명,
하원 176명, 지역의회 152명의 단일 후보를 확정했다(Lawi Weng 2010/10/
05).12) 연정을 택했지만 연방의회 입후보자가 244명에 불과하며 또한 이들이
모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SNDP의 경우 샨주에 배당된 74석의
의석 가운데 약 40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정이 성공할 경우 야당의
여당 견제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군부는 이들 야당의 재정난이 심각한 점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만을 선택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유
포함으로써 내부 와해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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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 총선에서 1당과 2당을 차지한 NLD와 샨족민주주의연합
(SNLD: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선거의 비민주성과 비
정통성을 주장하며 정당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참가하지 않았다.

나. 군부의 선거 참여
헌법 작성 과정과 국민투표를 앞두고 군부는 그들이 장래 정치질서에 있
어서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줄기차게 시사해왔다. 쟁점은 그들의 정치참
여 형태인데, 1993년 군부가 조직한 사회복지기구인 연방단결발전연합의 발
전적인 해체를 통한 정당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였다.
2005년 12월 테우(Htay Oo) USDA 사무총장이 USDA가 향후 정당으
로 등록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2008
년 초부터 USDA는 부유하고, 고학력자이며 각 지역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
는 자들을 영입하여 총선 입후보자로 공천을 확정했고, 2010년 3월에는
USDA가 총선에 참가할 것이라는 기사가 국영신문에 보도되었다. 곧 이어
정부관료, 학생, 25세 이하 회원이 총선 준비를 위해 기구에서 탈퇴했다.
USDA가 단일체로 조직될 것인가 아니면 다자화될 것인가하는 점에 관심
이 모아졌다. 전자의 경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총선 패배로 이어
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총선 이후 다시 합당(合黨)할 여지는 있지만 총선
준비를 위한 추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단점이 내재한다. 총선 일정이 발표되
지 않는 시점에서 정당은 군 소장파 장교 파벌, 현직 중앙 공무원 파벌, 사
업가․변호사 등 신흥엘리트계층 파벌 등 세 개의 파벌로 분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당명은 국민번영당(National Prosperity Party), 국민안
정발전당(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Party) 등 다양하게 거론되
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뒤엎고 USDA는 2010년 4월 30일 연방단결발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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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P)으로 선거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대표는 떼잉쎄잉(Thein
Sein) 총리가 맡았고, 실질적인 업무는 테우 농업관개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
었다. 그리고 뮌우(Myint Oo) USDA 대변인은 7월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USDA는 USDP로 발전적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군부는 USDA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정당등록법 제3장 12조(a-5)에 따라 정당 소속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매입
하는 등 USDA의 자산은 USDP로 이관되었다. 또한 익명의 친군부 인사
25인이 USDP에 거금을 기부했다는 루머가 나도는 등 군부 전체는 총선체
제로 전환했다. 사실 USDA의 핵심 구성원이 미얀마 최대의 국영공사인 미
얀마경제지주공사(UMEHL: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한국어 약어로 ‘우바잉’)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자산이나 다름없
는 UMEHL의 자산을 전용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기타 정당과 달리
USDP는 내부적인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일부 지역에
서 USDP 당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당원 모집과 USDP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시골마을 우물파기, 전력 공급, 무상 보건 서비
스 등 일시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버마연방형법(1861년 제정, 1963년 4월 27일 개정) 제2장 21조에 따르면
‘장관은 공무원(Pyithu Wunhtan)이다.’이고, 신헌법에 표기된 나잉앙원당
(Nainggan Wunhtan)은 국가공무원을 지칭한다. 그리고 신헌법 제26조(a),
121조에 공무원은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입후보 자격을 취득 또는 지명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는
것은 헌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이다.
그러나 4월 30일 떼잉쎄잉 총리를 비롯하여 26명의 장차관급 관료들이 1
차로 퇴역하여 총선 입후보자로 지명되었다.13) 정당등록 만료일인 5월 6일,

13) 총선 참가를 위해 퇴역한 군부 명단은 부록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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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삐도 국방부는 현 정권을 “땃마도(군부) 정권”이라는 정권 호칭 대신 ‘미
얀마연방정부’라고 언론에 요청하고, 총선에 출마할 장관급 27명, 차관급 19
명의 퇴역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 현직에서는 퇴직했으나 해당 직무는
여전히 수행 중이다. 이에 대해 켐벨 차관보가 지난 5월 9~10일 네삐도 방
문 당시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총선에 참가할 총리 및 퇴역 장관들의 입후보
여건에 의혹을 제기하자 군부는 USDP는 합법적으로 창당된 정당이고, 총리
와 퇴역 관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에 가깝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8월 30일 군부의 2차 퇴역이 단행되었다. 이번에는 군 서열 1, 2, 3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모두 군 현역에서 퇴역하고, 60대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장교들이 대거 승진 발탁되었다. 먼저 군 총사령관직에는 전 육군 부관
참모인 뮌아웅(Myint Aung) 중장이 임명되었고, 부총사령관에는 땅쉐의 처
조카로 알려진 제3특별 작전국장을 역임한 꼬꼬(Ko Ko) 중장이 내정되었다.
서열 3위에 해당되는 합동참모장에는 쉐망(Shwe Mann) 대장을 대신하여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전 제2특별 작전국장이 승진 임명되었다.
그 외 국방부 내 주요 요직, 지역 사령부를 총괄하는 특별 작전국, 지역사령
관, 사단장급 인사 등 51명이 보직을 변경했다. 서열 10위 안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모두 땅쉐에게 충성하는 파벌로 구성되었다.

다. NLD의 선택과 향후 행보
신헌법 완성과 국민투표 준비 당시부터 NLD는 신헌법은 비민주적이고,
국민화해와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군부의 정치개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신헌법안의 재고(또
는 개정), 1990년 총선결과 인정, 군부⋅NLD⋅소수종족 대표 간의 삼자회
담을 요구하는 쉐공다잉 선언(Shwegongdaing Declaration, 2009. 4. 29)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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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화되었다.14)
총선 관련법이 공포된 직후 아웅산수찌와 청년당원을 중심으로 총선참가
반대의사가 명확히 확산되었다(표 3-6 참고). 정당등록 마감일인 5월 6일까
지 NLD는 끝내 정당등록을 하지 않았다. NLD는 4월 6일, 미얀마어판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22년간 7대 정치적 개혁과 민
주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2010년 총선에 참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표 3-6. 아웅산수찌의 정당등록과 총선 참가 거부 사유 ❚
•
•
•
•
•
•

신헌법안 수용 불가 및 쉐공다잉선언을 존중함.
군부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인 정당등록법을 공표함.
NLD는 그녀나 누구의 자산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함.
당내 파벌 갈등을 대내외로 일축함.
그녀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
군부가 NLD를 강제해산하더라도 NLD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함.

자료: 필자 작성.

외형적으로 볼 때 NLD는 매우 단결적인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
럴 것이 지난 22년간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군부의 갖은 압력에도 굴복해왔
고, 여전히 NLD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NLD는
창당 당시부터 반군부세력의 집결체로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 당원으로
입당했을 정도로 당내 구성원의 이념과 성향이 달라 내홍(內訌)의 가능성은
상존했다. 1990년 총선 당시 아웅지(Aung Gyi)는 공산주의자들의 당내 축
출을 주장하였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탈당하여 연방국민민주주의당
(Union National Democracy Party)을 창당하기도 했다. 1997년 아웅산수
찌와 군부의 비밀회담에 전적으로 동의한 집단도 퇴역군인들이었다.

14) 신헌법 승인 후 NLD는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신헌법안의 수정, 국제사
회의 감독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로 요구사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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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내 파벌은 아웅산수찌를 중심으로 한 청년당원과 띤우(Tin Oo,
82세), 킨마웅쉐(Khin Maung Swe) 등 퇴역 군인사들로 양분된다. 의장은
아웅쉐(Aung Shwe, 92세) 퇴역 준장으로 성향상 퇴역 군인사들에 가깝지만
아웅산수찌가 1990년 총선을 결정할 정도로 당내 지도력은 강하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Kyaw Yin Hlaing 2007).

❚ 표 3-7. 총선 참가를 둔 NLD의 내부 입장 ❚
참가 찬성 의견

참가 반대 의견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2010.
11. 14) 이후 그녀의 정치 활동
을 위한 환경 마련.
•헌법 개정, 국민화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
•통합된 정당의 이미지와 모순되
고 파벌 투쟁적인 측면을 보이지
않기를 희망함.

•정당등록법 제2장 4조(e)에 따르면 복역 중인 자는 정
당에서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함. → 아웅산수찌를 포함
한 복역 중인 당원을 모두 출당 조치해야 함.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 이후에도 그녀의 정치생명
은 여전히 불투명.
•총선에 참가할 경우 쉐공다잉선언 자체가 무효화됨. →
총선과 관련한 군부의 모든 조건과 조치를 수용해야 함.
•외국에 망명 중인 당원과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당
원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음.

자료: 필자 작성.

이번 총선을 두고도 초기부터 당내 갈등이 확대되었다. 당론은 아웅산수찌
의 파벌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총선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에 동조하
지 않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땅응에잉(Than Nyein) 박사를 중심으로 NLD
중앙위원회(CEC: Central Executive Committee)의 결정에 반대한 인사들
은 국민민주주의의 힘(NDF)을 창당했다. NLD의 총선 참가를 적극 권유한
킨마웅쉐 NLD 대변인이 NDF의 고문을 맡고, NLD CEC 출신 23명의 당
원이 NDF에 입당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NLD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나 아웅산수찌는 신당 창당을 두고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NLD는 정당등록 만료일인 5월 6일까지 정당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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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총선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신헌법의 비민주성,
본 총선의 부정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과 승려를 중심으로 선거 보이콧 운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본 총선에 대한 국민들
의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어 2010년 8월 19일 NLD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 신헌법과
선거위원회 법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증할 수 없다고 결정내리고 ‘No
Vote’ 운동과 함께 총선참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
번 선거가 헌법에 따라 적법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존
중한다고 덧붙였다(The Irrawaddy 2010/08/20). 즉 NLD는 헌법과 총선
법령에 관한 해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며, 소수종족의 총선 참여
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총선과 관련되는 루머를 퍼트리
거나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할 경우
내란음모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20년간의 형 집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LD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거 보이콧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 총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미국과 유럽연합은 NLD가 제기한 신헌법안의 비민주성, 정치범의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며 군부가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 반대 입장
을 뚜렷이 했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당등록법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민주화의 과정을 속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
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Reuters 2010/03/10). 나아가 아웅산
수찌를 포함한 2천 명 이상의 정치범이 참여할 수 있고, 아웅산수찌를 포함
하여 NLD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10/03/10). 영국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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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감스럽게도 버마정권은 국가화해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최근의 선거법
발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총선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
다(Woodcock 2010/03/30).
선거법과 관련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에 의한 유엔의 공식 성명은 “선거법
들은 포괄적인 정치과정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웅산수찌를 포함한 모든 미얀마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
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총선을 요구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okesperson for the Secretary-General
2010/03/10). 반기문 총장은 ‘미얀마의 친구들(The Group of Friends on
Myanmar)’15)과 모인 자리에서 “아웅산수찌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이 하루
속히 석방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아웅산수찌와 주요 정치범들이 참가하지 않는 총선은 포괄적이지 않
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ICG 2010a, p. 13).
스테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 외교장관도 “NLD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총선도 공정하고 자유롭다고 믿을 수 없다.”(Aung Zaw 2010/03/31)
고 개인적 입장을 밝혔고, 오카다(Katsuya Okada) 일본 외상은 아웅산수찌
를 포함한 기타 반체제인사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원조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Japan Times 2010/03/28).
아세안은 미얀마 총선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총
선이 정치개혁으로 가는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9일
하노이에서 폐막된 제1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총선을 세계경제 위
기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참석 정상들은 20년 만
에 실시되는 총선인 만큼 모든 야당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를 바랐고, 의장

15) ‘미얀마의 친구들’은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유엔사무총장 산하로 설치된 비공식적 자문기구로서
호주, 영국,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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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베트남 우엔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는 공정하고 민주
적인 총선이 실시되어야만 미얀마의 안정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
설했다(아주경제 2010/04/09).
2010년 10월 개최된 제8차 아셈(ASEM) 회의에서 46개 참가국은 아웅산
수찌를 포함한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Wai Moe 2010/10/07). 두 회
담 모두 아세안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내용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세안은 여전히 그들의 의사결정방식인 상호불간섭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웅산수찌와 같은 정치범과 관련한 언급을 피한 다
소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16)
이와 같이 구성원의 정치적 시각이 다른 아세안 내에서 공동성명과 다른
목소리를 낸 국가도 있다. 필리핀이 대표적인 예로서 알베르토 로물루
(Alberto Romulo) 외교장관은 “아웅산수찌가 석방되지 않고 NLD가 총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민주화 로드맵에 위배된다”고 미얀
마 선거법을 정면으로 비난했다(Associated Press 2010/03/16).
인도네시아는 마티(Marty Natalegawa) 외교장관을 직접 미얀마로 보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다당제 총선과 함께 아웅산수찌가 총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미얀마 군부에게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인도네시
아가 조언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Wai Moe 2010/03/30). 싱가포
르도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모든 구성원들이 화해에 이르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Aung Zaw 2010/03/31).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대 역점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동향은 성명서를 채택

16) 그 외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은 미얀마 총선에 관해 특별한 성명서를 내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군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지난 10월 초 땅쉐 의장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국경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국영신문 Vientiane Times는
총선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나 양자간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기사화했다(Ba Kaung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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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을 초월한다. 양국은 총선 관련 법령이 공포된 것과 별도로 경쟁적
으로 미얀마 군 수뇌부를 초청하여 무상원조와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중국
은 6월과 9월 등 2010년에만 2차례에 걸쳐 떼잉쎄잉 총리와 땅쉐 의장을
초청하였다. 특히 2010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으로서 양국은 선린친선협력관
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두 차례의 방
문에서 미얀마는 중국의 미얀마 총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
국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연합뉴스 2010/09/09). 중국
정부는 총선은 미얀마의 내정이고 중국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개입을 지양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중국외교부 홈페이
지 2010/09/10).
사실 중국은 총선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미얀마에 대한 비난여
론이 장기적으로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밀월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이번 총선이 미국, 인도, 서방 민주주의 국가 등과 우호적 관
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총선 정국
이후 미얀마의 투자환경이 더욱 안정적이게 되어 미얀마는 중국의 거대 투
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본다(ICG 2010b, p. 7).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미얀마 총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실시될 것으
로 확언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논(Shivshankar Menon) 국가안
전보장 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er)은 국경을 접하는 미얀마와의 환
경, 종족 문제와 미얀마의 천연가스와 원유 등 자원을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미얀마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Lalit K.
Jha 2010/10/01).
총선과 관련한 서방세계의 비난에 대해 군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국영신문을 통해 이번 총선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의 내용은
서방세계가 주목했던 정치범 처리문제와 선거 관련 법령을 공포하고 선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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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책임지는 선거위원회로 집중되었다. 신헌법은 2008년 국민투표에 의해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문제시 될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선거위원
회도 미얀마 선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선거 전반에 관한 전적인 책임과 의
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New Light of Myanmar 2010/03/27). 또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4~5년간 투표권이 부여되
지 않는 관행이 있고, 1947년 미얀마 헌법에서도 범법자는 향후 5년 동안
의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조항을 제정했다고 제시했다(New Light of Myanmar
2010/03/27-28).
미얀마 정부가 보는 민주주의는 자기규율, 책임감, 방종이 아닌 조화 속의
자유로 정의된다(New Light of Myanmar 2010/03/27). 그리고 땅쉐 의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는 민주주의라는 우물을 파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
문에 일정 수준의 자유를 구속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10년 3월 27일
제65회 국군의 날에 행한 그의 연설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명확하게
지명하지 않지만 미얀마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외국을 신제국주의자라고 명명
해 왔고, 이들 국가의 사주를 받는 종속되는 자들이 국가의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New Light of Myanmar 2010/03/27). 이러한 논리로
선거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규제안을 마련, 공포해온 것이다.17)
1990년 총선은 외국 언론의 취재가 허용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총선 감시 또는 참관에 대한 결정권은 선거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군부는 언급해왔으나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의 구호
와 복구, 2008년 신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당시 국제사회의 접근이 철저하게

17) 지난 6월 21일 공포된 선거위원회의 지시(Directive)에서는 선거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
을 할 수 있으며, 선거 관련 출판물도 선거위원회가 모두 검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8월 18일
하달된 선거위원회 고시 제2010/91호에도 선거유세와 관련한 제한이 핵심이었다. 고시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선거유세를 하기 7일 전에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
며, 정당 지지자들도 유세 장소로 가는 동안 깃발을 들고 가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막대기와 칼, 탄약 등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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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력한 통제하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2010년 초부터 미얀마 정부는 NGO 구성원이나 언론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도착비자제도도 9월 1일부터 잠정 중단
시켰다.
반면,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미얀마 총선 참관에 대한 의제에 대해 냥윈(Nyan Win) 외
무장관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한적 수준에서 참관의 가능성도 타
진되었다. 그러나 떼잉쏘(Thein Soe)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당일에 한
해 국내에 체류하는 유엔관련기구 구성원과 외교관만이 선거 참관을 허락하
고, 외국 언론의 총선 취재나 NGO의 총선 참관 및 감시는 불허한다고 발표
했다(Ba Kaung 2010/10/19). 떼잉쏘 위원장은 “우리는 풍부한 총선 경험이
있고, 총선 관련 법령도 균형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면서 해외 언론의 취재를
선거 방해나 개입으로 규정했다.18)

3. 총선의 의의 및 향후 정국변화 전망
가. 총선결과 분석
9월 24일(금) 저녁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통합당(NUP) 킨마웅지(Khin
Maung Gyi) 대변인의 연설이 전파를 탐으로써 각 정당들은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총선 전 국내 한 주간지는 당 재정, 출마 입후보자, 전국적
인지도 및 지지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은 NUP, USDP, NDF 등 삼파
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바 있다.

18) 미얀마 국영신문 New Light of Myanmar(2010/10/19)에도 외교관, 유엔주재 관계자, 국내외 언론인
을 대상으로 총선 준비에 관한 기자회견이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외국언론의 취재를
불허한다는 등 외부의 총선 감시 또는 참관과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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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와디와 미지마 뉴스가 제공한 선거 당일 기표자 인터뷰에서 투표장에
서는 특별한 물리적 전시가 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가 전해졌
다. 그러나 선거부정 의혹은 선거 이전부터 목격되었는데, USDP는 부재자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민족의회, 국민의회, 지방의회 선거법 각
45조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기표소에 갈 수 없는 자들에 한해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19)
지방 선거위원회와 USDP 선거운동원들은 남부 해안지역의 어부, 플랜테
이션 종사 농부 등 장기적으로 자가를 비우는 유권자를 비롯해 경찰, 군인,
공무원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부재자투표를 행한 유권
자들 중 대부분은 USDP에게 표를 행사하도록 강요받았고, 특히 공무원, 군
인, 경찰 등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지지를 당연시 여겼다. 부재자표 집표 의
무 공무원은 한 사람당 200표를 할당받았는데, 그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고된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Wai Moe 2010/11/06).
연방선거위원회는 총선 결과 발표일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는 선거 집계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표용지를 정
확히 얼마나 인쇄했는지, 집표된 기표함외 특정 정당을 기표한 불법 표가 섞
이지 않는지 등 개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다. 실제로
개표가 진행된 후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재검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낙선에서 당선되는 입후보자의 소속정당이 USDP라는
점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시에서는 USDP가 도로 건설, 우물 파기, 무료 의료 서비스, 학교 보수,
시 행정위 주관으로 저금리의 대출 실시 등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현 군사정부는 각 지역 말단까지 지역평화발전평의회가 조

19) 한센병 환자, 심각한 질병, 노인, 출산자, 경찰 구류 또는 감옥에 감금 중인 자, 유권자 명부가 발행된
곳에서 떨어져 임무 수행 중인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일곱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유권자에
게 해당된다(SPDC 2010a; 2010b; 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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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어 있고, 이 기구가 사실상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USDP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아웅떼잉린(Aung Thein Linn) 양공시장
에 따르면 양공에만 250개의 도로가 완공, 1,050개는 공사 중, 향후 4,000
개 이상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Thar Gyi 2010/10/08).
연방선거위원회는 총선 다음 날인 11월 8일, 단독출마한 선거구 당선자
57명(상원 8명, 하원 12명, 지방 37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부터 국영신
문을 통해 당선자를 선거위원회 명의 고시로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 종료 하
루 뒤 중앙선거위원회는 약 70%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USDP가 의석
수의 80% 이상을 장악했다고 선언하여 USDP의 총선 승리는 기정사실화되
었다. 군부는 이미 무투표 의석으로 25%를 할당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26%
만을 획득하더라도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 표 3-8. 각 의회별 정당 의석 획득 수 ❚
연방의회

정당

전국

샨주

지방의회

합계

의석순위

259

495

883

1

5

12

46

63

2

4

8

4

16

5

DPM

3

3

17

88GSY

1

1

20

NDPD

2

2

18

민족의회(상)

국민의회(하)

USDP

129

NUP
NDF

SNDP

3

18

36

57

3

PNP

1

1

4

6

11

PNO

1

3

6

10

8

WDP

1

2

3

6

11

1

3

4

15

1

1

20

INDP
L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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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계속 ❚
연방의회

정당

민족의회(상)

국민의회(하)

지방의회

합계

의석순위

KSDDP

1

1

1

20

KPP

1

1

4

6

11

PSPD

3

2

4

9

9

까렌주

2

2

18

여카잉주

RNDP

KNP
7

9

19

35

4

몽주

AMRDP

4

3

9

16

5

까친주

UDPSK

1

1

2

4

15

CNP

2

2

5

9

9

CPP

4

2

6

12

7

1

1

20
11

친주

ENDP

무소속

1

1

4

6

합계

168

325

661

1,154

주: 정당별 의석 획득수는 각 지역이 아니라 주요 거점 지역을 지칭함.
자료: New Light of Myanmar(2010/11/08; 2010/11/11-19)를 근거로 통계로 작성.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은 군부가 조직한 USDP가 연방
의회와 각 지방의회에서 883석(76.5%)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각 의회별로
민족의회 129석(76.7%), 국민의회 259석(79.7%), 지방의회 495석(74.9%)
을 획득하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네윈 정권의
유산인 NUP는 총 63석(5.4%)을 차지하여 원내 2당이 되었지만 입후보자
수에 비해 당선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연방의회 당선자가 지
역에 기반을 둔 SNDP와 RNDP보다 적은 17명에 그쳐 향후 중앙에서의 고
전이 예상된다. 제3당은 샨주에 기반을 둔 SNDP가 57석(4.9%)을 차지하여
당초 목표 의석수였던 40석을 초과했다. 여카잉주에 기반을 둔 RNDP도 35
석(3.0%)을 차지하여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NLD에서 분당한
NDF는 연방의회에서 12석, 지방의회에서 4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참패를
면치 못했고, NDF와 연정한 DPM도 지방의회에서만 3석을 차지하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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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대거 원내 진입은 이번 선거에서 목도되지 않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종족 정당 가운데 SNDP는 USDP에 이어 원내 2
당이 되었고, 예상과 달리 RNDP가 선전하며 여카잉주에서 USDP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몽주를 대표하는 전몽주발전당
(AMRDP: All Mon Region Development Party)도 의미 있는 선전을 했
다고 평가된다. 그 외 군소정당들이 소수의 당선자를 내면서 연방의회는
USDP 단독 거대여당과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절대적인 여대야소의 형국이
완성될 것이다.
[표 3-9]는 7개의 자치주별 정당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상원, 하원, 지
방의회는 여카잉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USDP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
했으며, 특히 꺼야주에서는 모든 의석수를 USDP가 석권했다. 여카잉주에서
만 이 지역에 기반을 둔 RNDP가 모든 의석수에서 USDP를 누르고 승리하
여 지역색을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의석이 할당된 샨주에
서는 SNDP가 USDP와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했고, 몽주에서는 AMRDP가
USDP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주 전체적으로 USDP는 상
원 50석(59.5%), 하원 67석(56.8%), 지방의회 131석(51.8%)을 차지하여
의석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기타 전국정당을 표방한 NDF와 DPM 등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 표 3-9. 각 자치주별 정당 의석 획득 수 ❚

USDP

NUP

까친

꺼야

까렌

친

몽

여카잉

샨

합계

상원

6

12

6

6

8

5

7

50

하원

14

7

3(+1)

5

6

8

20(+3)

67

지방

20

13(+2)

5(+2)

7

14

13(+1)

50(+4)

131

상원

3

1

하원

2

1

지방

11

2

4

1

2

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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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계속 ❚
까친

SNDP

꺼야

기타

합계

몽

여카잉

샨

합계

1

2

3

하원

1

17

18

지방

4

31

35

1

하원
지방

RNDP

친

상원

상원
AMRDP

까렌

2

3

4

3

3

7

9

상원

7

7

하원

9

9

지방

18

18

상원

2

5

6

3

16

하원

1

3

4

4(+4)

16

지방

3

8

11

2

9(+12)

45

상원

12

12

12

12

12

12

12

84

하원

18

7

7

9

10

17

50

118

지방

38

15

17

18

23

35

107

253

주: 1) 괄호 속 숫자는 단독출마로 무투표로 당선된 의석수 의미.
2) 하원 의석수 중 샨주 5개 선거구에서 투표 미실시.
3) 지방의회 의석수 중 까친주와 샨주 각각 2개 선거구에서 투표 미실시.
4) 군부에게 할당된 무투표 의석(상 56, 하 110, 지방 224)은 제외.
자료: New Light of Myanmar(2010/11/08-17)에서 통계로 작성.

버마족이 주요 종족이 되는 7개의 행정주에서도 USDP의 압승이 목도된
다. 특히 상원의 경우 저가잉과 양공을 제외하고 5개 모든 지역을 석권했고,
하원도 만달레에서 36석 전 의석을 장악했으며 지방의회는 단 두 석만을 다
른 당에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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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각 행정주별 정당 의석 획득 수 ❚
저가잉 떠닝다이

USDP

NUP

NDF

버고

머끄웨

만달레

양공

에야워디 합계

상원

11

12

12

12

12(네2)

8

12

79

하원

33(+1)

9(+1)

26

24

36(네8)

35(+2)

25

192

지방

62(+5)

16(+4)

51(+1)

46(+1)

53(+2)

74(+1) 44(+4)

상원

1

하원

3

지방

7(+1)

364
1

1

2

1

4

4

8

1

7

6

31

상원

4

4

하원

8

8

지방

4

4

1

2

3

1

3

6

상원
DPM

하원
지방
상원

기타

합계

하원
지방

1

상원

12

12

12

12

12

12

12

84

하원

37

10

28

25

36

45

26

207

지방

76

21

57

51

57

92

54

408

1

주: 1) 괄호 속 숫자는 단독출마로 무투표로 당선된 의석수 의미.
2) 만달레의 (네)는 네삐도 의석수를 의미.
3) 군부에게 할당된 무투표 의석(상 56, 하 110, 지방 224)은 제외.
자료: New Light of Myanmar(2010/11/08-17)에서 통계로 작성.

NUP는 저가잉주에서 상원 1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으나 만달레를 제외하
고 각 행정주별로 의석수는 적지만 고른 당선자를 배출했다는 데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NDF는 양공에서만 1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향후 활동영역
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주와 달리 행정주에서는 거대 정당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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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종족 정당이나 야당들이 지방의회에서 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는데, 이
는 소수종족 정당이 버마족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테우 USDP 사무총장은 2009년 말 각료회의 당시 야당에 의석의
30~40% 할당을 주장했는데, 총선 결과 야당 의석은 20% 이하로 줄어들었
다. 즉 총선에서 USDP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인지 중앙 및 각 지방 선거위
원회에 의한 선거부정이 추정예상치보다 더욱 심각했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
이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선거정국을 상식적 수준에서 관망한다면 결과에 대
한 이해는 독자의 몫일 것이다.
USDP와 입후보자 측면에서 경합했던 NUP 킨마웅지 대변인은 국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USDP와 “매우 치열한(tight) 경쟁을 벌였다”고 평가
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공정하게 경쟁한 우리를 꺾었다”며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The Irrawaddy 2010/11/11). 그러나 NDF, DPM, AMRDP 등
USDP에 도전한 군소정당들은 선거부정이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검표나 재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총선 결과를 둔 선거위원회
와 USDP를 제외한 정당들의 대립각은 갈수록 날카로워질 것 같지만 군사
평의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다당제민주선거를 통해 USDP가 총선에서 승리
했다는 선거위원회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나. 국제사회의 반응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비난과 지지로 양분되었다. 총선 무
용론을 주장한 미국은 총선이 실시되던 7일 오후 늦게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찌와 정치범들을 조건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순방 이틀째인 이날 대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
금 버마에서 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전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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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했다(연합뉴스 2010/11/08). 8일 인도의회 연설에서 인도와 미국 같은
국제사회를 이끄는 국가들은 버마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 강
력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인도는 그러한 쟁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다
고 인도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Lalit K Jha 2010/11/09).
호주를 방문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도 성명
서를 통해 “이번 총선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폭넓고 공정한 장을 만
들지도 못했다… 미국은 오늘 버마 총선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평가했으
며,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대통령
이 버마 총선을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수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 외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이번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으며 포괄성이 매우 적었다고 총선을 평가절하했
다(연합뉴스 2010/11/08). 캐나다도 이번 총선에 관해 실망감을 표출하면
서도 민주진영이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승리한 출마자들을 격려했고, 미
얀마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Lalit
K Jha 2010/11/09).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총선이 포괄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유엔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
았다.
그러나 미얀마의 주변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총
선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
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미얀마가 정치체제를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하
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지지 견해를 밝혔다(연합뉴스
2010/11/09). 다음 날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9일 “(이번 선거가)
미얀마의 정치 로드맵 실행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선거가 평화적이고 순조롭
게 진행됐다”고 환영했다(문화일보 2010/11/10). 미얀마 국영 일간지도 총선
에 관한 중국의 환영 의견을 게재했다(New Light of Myanmar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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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외무부도 9일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수행 중인 정치개혁에
따라 총선을 미얀마 사회의 민주화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총선에 관한 아세안의 입장 성명서를 8일 발표
했고, 이례적으로 미얀마 국영 일간지는 성명서 일부를 1면에 보도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7단계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은 2010년 11
월 7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을 환영한다. 아세안은 미얀마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국민화해와 민주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세안은 유엔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미얀마의 필요
성을 강조할 것이다. 아세안은 아세안헌장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얀마
에 대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New Light of Myanmar 2010/11/11).

이와 같이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기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시각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은 우방국인 인도를 직접적으로 비난
하면서 미얀마 지지정책을 철회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나 향후
노선변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아세안의 경우 무결점의 정치 이력 대
신 미얀마와 같이 군부권위주의에서 점진적인 정치발전을 달성한 회원국이거
나 여전히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향유하는 회원국이 다수이므로 미얀마의 총
선 실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세안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필리핀의 경우 미얀마 신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여
전히 농후하다.

다. 향후 군부의 행보 및 신정부 구성 전망
USDP 테우 사무총장은 총선 이후 향후 2011년 2월 4일까지 신정부 출
범의 과도 시기를 선언하고 과도 정부 구성보다 군부가 정치권력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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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단언했다(Phanida 2010/10/29). 이에 따라 거시적으로 군부는 약
90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통제를 예고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그들의 행정수
행 능력을 점검할 것이다.
예정된 절차에 따라 신정부에 대한 권력 이양 준비가 종료되면 2011년 4
월 1일부로 신정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는 그 사이에 있는 독립
기념일(1. 4), 연방의 날(2. 12), 국군의 날(3. 27)을 기해 신정부의 선포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군부가 주창한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의 순항을 강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군사평의회는 향후 90일 이내 정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그 이행 과
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국내적으로 총선에 참가한 정당들의 재검표, 재투표
와 같은 선거 사후조치 대책 요구,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종족 무장단체
들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 선언,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와 NLD의 결
집에 대한 대응, USDP와 군부 내 권력 배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
율, 신정부의 국정 운영방향 설정 등의 쟁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외적으로
도 서방세계의 지속적인 비난정책을 모면할 수 있는 전략, 중국에 대한 종속
또는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첫째, 총선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군부는 강압적인 사회통제와 신정부에 대
한 기대감을 동시에 전시하면서 주어진 여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부 산하 인쇄물조사 및 등록국(Press Scrutiny and Registration Board)은
국내 주간지와 잡지에 대한 매체 검열을 강화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기사 송
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것
같다. 재검표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와 같은 비
상법령을 적용시켜 대규모의 감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
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할 경우 증거불충분이나 항변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응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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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와 NLD의 결집에 대한 대응도 군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군부를 비호하는 국가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세
계는 이를 계기로 군부를 더욱 압박하는 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NLD는 아
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를 계기로 본 총선의 비민주성을 주장하며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에 합의하지 않은 소수종족 무장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군부 역시 물리력으로 이들을 소탕할 것으로 보인다. 까렌민족연합
(Karen National Union), 까렌진보당(Karen National Progressive Party),
친민족전선(Chin

National

Front),

까친독립기구(Kachn

Independence

Organization), 신몽주당(New Mon State Party), 샨주북부군(Shan State
Army-North) 등 6개 조직은 총선 이후에도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반정부 투
쟁을 벌인다고 합의했다. 실제로 총선 직후 태국 국경지역인 먀워디
(Myawaddy)에서 까렌족과 정부군의 교전으로 2만 명이 태국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만에 정부군은 까렌족이 장악한 관공서를 탈환했다.
미얀마 소수종족 투쟁사는 독립 직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현재는 명맥만
남아 있고 대부분 무장단체들이 내부 분열과 정부와 정전협정을 통해 와해
된 상황이다. 상기 연합을 선언한 단체 중 KIO는 1994년 정부와 정전협정
을 맺었고, 이미 독자적인 자치군을 편성하고 있어 독립적 행동 성향이 강하
다. 신몽주당도 하위 군조직보다 장외정치에 주력했던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집단들은 미얀마 동북부지역에 광활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
에 조직적인 연락체계를 갖출 수 없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단체라고 단
언할 수 없다. 이들은 게릴라식의 반정부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지
만 조직이나 화력적인 측면에서 정부군보다 열세이다.
‘찻잔 속의 태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거시적인 측
면에서 미얀마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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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원내에 진출한 소수종족과 괴리감이 형성되어 소수종족 내에 차별과 대
립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재생산될 수도 있다.
셋째, USDP와 군부 내 권력 배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율과 신정
부의 국정 운영방향 설정 등의 문제이다. 2010년 총선을 위해 정부 부처 장
차관과 국방부 소속 주요 군 인사들이 대부분 퇴역하고 총선에 출마, 당선되
었으나 이들이 선출된 의원직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권력서
열 1, 2위인 땅쉐와 마웅에도 군에서는 퇴역했으나 군사평의회 의장과 부의
장직을 수행 중이며,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쉐와 마
웅에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항이다.
땅쉐의 경우 모든 직위 사퇴, 대통령 출마로 현 정치권력 유지, 중국과 북한
처럼 중앙국방위원회를 창설하여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세 가지 정도의 시
나리오로 압축될 수 있다. 마웅에도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거나 중앙국방위원
회 창설시 부위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지만 상징적 수준의 부통령에는 출마하
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일정 부분 땅쉐와 권력 배분 및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독자적인 권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마웅에는 지난 10월 미얀마를 방문한 중국과 태국 군 관계자들을 땅쉐와
별도로 회동을 가지는 등 두 인물 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총
선 참가를 위해 퇴역한 군인들을 모두 땅쉐가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여
전히 그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Wai Moe 2010/10/28). 이
는 반대로 군부 내 땅쉐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이미 목격되었다. 60세가 되지 않은 장성군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
이 퇴역하여 총선에 출마하고 50대의 하위 장교들이 해당 요직을 대체했다
(Wai Moe 2010/10/18). 권력 배분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취하는
것이 땅쉐의 의도였다면, 계급과 서열로 이뤄진 군 명령체계의 심각한 균열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군 조직의 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얀마 군부는 외형적으로 국가를 구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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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나 실제로 파벌간의 이익과 갈등이 상존하는 배
타적 이익단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장준영 2009a, pp. 187~219). 그렇
기 때문에 향후 신정부 구성에 따른 행정부와 군부 간의 권력 갈등도 가시
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땅쉐와 마웅에에 종속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파벌 형성구도이다.
땅쉐 파벌로 분류되는 쉐망과 마웅에 파벌로 분류되는 띤아웅뮌우(Tin
Aung Myint Oo)는 네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그들의 이력으로 보
았을 때 정치인보다 군인으로서 남기를 바랄 것이다. 쉐망은 그의 아들을 비
롯해 현 군부정권의 경제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신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유지할 것 같다. 지난 9월, 땅쉐의 중국 방문 당시 땅쉐는 쉐망을
차기정부의 대통령으로 소개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아
땅쉐와 쉐망 둘 중 한 명은 향후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출신의 아웅따웅(Aung Thaung) 제1공업부 장관은 땅쉐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장남이 마웅에 부의장의 여식과 혼인했기 때문
에 정부 내에서 가장 탄탄한 입지를 굳혔다고 판단된다. 그 역시 그의 가족
과 함께 기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향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개입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USDP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테우는 다른 인사들보다
다소 온건한 성향이고, 행정에 조예가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
부 내 입지가 약해 당장 권력을 장악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정부 구성에는 어떤 보직을 맡든 땅쉐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
효한 가운데 크게 네 명의 인사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성향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정치나 경제적
개혁의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8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땅쉐가 사망하거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좌천된 50대 소장파 또는
군인의 혜택과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영관급이나 위관급 신흥세력이 군 명
령체계에 반기를 들고 모반을 꾀하여 성공할 경우 군부나 정부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표 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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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네윈 정권과 신정권의 운명 ❚
군부정권

민간정권

연도

정부

연도

정부

1962~74
(13년)

혁명평의회
(과도군사정부)

1974~88
(15년)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일당 독재)

1988~2010
(23년)

SLORC/SPDC
(과도군사정부)

2011~?

USDP+소수정당:
일당독재 또는 연정?

자료: 필자 작성.

국외적으로도 미얀마는 주요국 인사들의 국내 입국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
는 지연함으로써 신정부 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지원 등 개입을 최
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국내 문제가 국제문제화되는 일에 대해서 군부
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택해왔는데, 최근에는 유엔 특사의 입국
을 두고 민주화와 총선 준비로 “매우 바쁘다”는 변명으로 입국을 지연하거나
거절했다. 앞으로도 신정부 구성, 아웅산수찌의 행보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서 군부는 신정부 구성에 주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쟁점화된
미얀마 문제는 잠시 보류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 신정부 구성
과 권력 이양 등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이
상 ‘바쁜’ 일은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얀마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현재 미얀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양상
을 보이는데, 향후 신정부는 현재와 같이 중국에 종속되는 구도를 유지할 것
인지 아니면 이를 탈피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결정할 것이다.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해제는 분명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서방세계
의 대미얀마 정책을 변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웅산수찌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경색국면을 탈피하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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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아니고서는 미얀마에 대한 족쇄를 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군
부 입장에서도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고,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에 대한 원조
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아웅산수찌와 적
극적인 대화노선을 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
국에 대한 종속 또는 의지는 가속화될 것이지만 동시에 인도, 아세안 등 주
변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교두보로 미얀마를 채택하려는 러시아의 진출의지가 가시화될
것이며, 아세안은 미얀마와 결속 강화를 주창하며 서방세계의 신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방어할 것이다. 이로써 중국과 인도위협론을
상쇄시키려는 아세안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사실 아세안은 2015년 공동시장 형성과 2008년 아세안헌장 채택으로 인
해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협력체로 정통성을 인정받아 창설 당시 그 생명마
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딛고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
로 성공한 지역협력체로 성장했다. 또한 ASEM, ASEAN+3, 동아시아공동
체 등 주요 강대국과 대화 및 협력대상국으로 맞이하는 등 외연을 확대해왔
다. 그러나 미얀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아세안의 국제적인 위상 저하는 아
세안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미얀마 군
부가 중국에 편승하는 기류를 보이는 것은 아세안 전체의 위협이 될 수 있
는 중대 사안이다. 근대정치사의 절반을 헌법이 없는 군사평의회에 국가질서
가 유지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할 때 총선에 의한 신정부 구성은 아세
안 차원에서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아세안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국가
들도 자국의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두거나 반발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
다. 대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들이 국가자산으
로부터 배타적인 일정수준의 이득을 취하는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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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해 미얀마의 대외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도, 아세안
을 비롯한 주변국이 신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주저하지 않게끔 상
호경쟁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응수하면서 종국에는 중국에 종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얀마는 중국의 영
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국제 레짐이 필요한 상황이다.

83

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이며,
완만한 수준에서 2차와 3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2차와 3차 산업도 각
각 봉제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관광업 등 비교적 단순한 업종이 확대
되는 추세이다(표 4-1 참고).
❚ 표 4-1. 산업별 GDP(부가가치 기준)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7.2

57.1

54.5

50.6

48.2

46.7

43.5

공업

9.7

10.6

13.0

14.3

16.4

17.5

19.4

서비스업

33.1

32.4

32.5

35.1

35.5

35.8

37.1

농업

자료: ADB(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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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쿠데타 이후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장경제체
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고, 이는 끊임없는 정권의 선전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부는 1997년 SPDC로 개칭한 후 정치․경제․사회분야에 걸친
12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중 4대 경제목표는 농업발전을 근간으로
모든 경제 분야의 발전, 시장경제체제의 점진적인 발전, 외국의 첨단기술 및
투자유치, 경제적 주권 유지 등이다. 그렇지만 군부는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
속, 주권영속이라는 ‘국민의 3대 대의’를 상위에 두고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
문에 실제로 정치적 안정 이후에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신호탄은 1988년 11월 30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SLORC
법 제88/10호)이다. 그리고 이듬해 1965년 제정된 사회주의경제법(Law of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을 폐기하고, 후속조치로
1990년 민간기업법(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SLORC 법 제
90/22호)을 추가로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발전에 동력을 달았다(표 4-2 참고).

❚ 표 4-2. 주요 경제개혁 및 관련 법령(1988~2010년) ❚
연도

주요 내용

1988

•외국인투자법 도입

1989

•생활필수품 가격 관리 해제
•사회주의경제법(1965)폐지
•국영경제기업법 도입

•국경무역 법제화
•외국선박어업권법 도입
•미얀마중앙은행법 도입

1990

•미얀마관광법 도입
•민간기업법 도입
•미얀마재정기구법 도입

•미얀마농업및지방발전법 도입
•미얀마상업세법 도입/공포
•미얀마 해양수산법 도입

1991

•미얀마중앙은행 규정 포고
•양공공업지역 건설 착수

•산림법 도입
•상공업회의소(chamber)재설립

1992

•비효율적 국영기업 임대 발표
•국영 제재소 비국유화 발표
•4개 민간은행 설립 발표

•조세법 도입
•저축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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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
연도

주요 내용

1993

•태환권(Foreign Exchange Certificate)
도입
•미얀마호텔및관광법 도입

•미얀마보험법 도입
•4개 민간은행 설립 발표

1994

•미얀마시민투자법 도입
•미얀마광산법 도입
•과학및기술발전법 도입

•민간은행 설립 발표
•11개 외국은행 허가 발표

1995

•51개 국영기업 민영화 발표
•민영화위원회 조직

•국내외민간은행간 합작은행설립 허가
•태환권과 주요외환권 거래 승인
•미얀마증권거래센터 설립(일본 다이와
증권사와 국영 미얀마경제은행 합작)

1996

•컴퓨터과학발전법 도입
•보험사업법 도입
•국내민간기업 외환업무 도입 승인
•1$(US)에 대한 관세율 100짜트로 인
상(2004년 450짜트로 인상)

1997

•ASEAN/AFTA 가입

•미곡조달 입찰 완화안 발표(미이행)

1998

•외국기업 포함한 민영기업이 휴경지와 처녀지를 임차하여 환금작물, 축산업, 미곡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임차안 발표

1999

•해외고용 관련법 도입

2000

•공무원 봉급 5~6배 인상(공식발표 없음)

2003

•쌀 수출 자유화

2004

•자금세탁 방지법(2002) 일부 개정

2005

•석유 및 천연가스가격 8배 인상(공식발표 없음)

2006

•4월, 공무원 봉급 5~10배 인상(공식
발표 없음)

2007

•석유 및 천연가스가격 2~5배 인상(공식발표 없음)

2008

•36개 국영기업 민영화 발표(11. 30)
•신헌법안 통과: 국가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헌법 제35조), 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헌법 제36조(d)), 화폐 무효화조치를 취하지 않음(헌법 제36조(e))

2009

•57개 국영기업 민영화 발표(8. 12)

2010

•공무원 월급 인상(20달러 이상)

•국경지역발전법령 일부 수정
•수력자원 보호법 도입

•4개 민간은행 개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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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SLORC 명령 제89/9호에 의거 국영경제기업법을 도입하여
티크, 석유, 천연가스, 보석, 정부소유어장의 수산물, 통신사업, 철도 및 항공
사업, 은행 및 보험, 방송, 금속산업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기업
이 배타적인 사업권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미얀마는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경무역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경무역은 1989년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이
미 1988년 8월, 미얀마수출입국(MEIS: Myanmar Export and Import
Service)과 중국 윈난기계수출입공사(YMC: Yunnan Machinery Import &
Export Cooperation)가 국경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994년 8월에는 중국과
미얀마 정부 간 국경무역협정이 최초로 합의되었다.

❚ 표 4-3. 미얀마의 주요 국경무역 사무소 ❚
중국(개설)

태국(개설)

인도(개설)

Muse(1998.1.21)
Lwejel(1998.8.23)
Chinshwehaw
(2003.10.19)

Tachileik(1996.3.16)
Myawaddy(1998.9.16)
Kawthaung(1996.6.1)
Myeik(FOB)(1999.7.1)

Tamu(2005.4.12)
Rhi(2003.12.10)

방글라데시(개설)
Sittwe(1998.12.11)
Maungdaw(1995.9.5)

자료: 미얀마 상무부(http://www.commerce.gov.mm).

미얀마는 1996년 상무부 산하에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을 신설하고 국경지역에 총 13개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표 4-3 참
고). 국경무역의 원활한 유통과 흐름을 감독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지만
이외에도 불법무역을 근절하고 향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 중장기
적인 전략도 포함된다.
미얀마는 유엔이 지정한 최저개도국(LDC)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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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2003~07년)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대미얀마 ODA 지원규모(총지출
액 기준)는 연평균 약 1억 5,4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그 내역도 이국간
및 다자간 유상원조는 미미하며 무상원조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구체
적으로 2007년 기준, 미얀마는 외국 원조로 1인당 2달러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라오스의 1인당 원조보다 1/25 수준에 불과했다. 대신 중국의 경제원조
는 공식적으로 15억 7,700만 달러이지만 군수 분야의 지원이 비공개로 진행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미얀마 경제의 장점
미얀마 경제의 장점은 초기 개도국으로 개발수요가 높고, 미개발 천연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인해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
성이 농후하면서 중국과 인도에 낀 전략적 요충지로서 30억 인구의 경제활
동에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실험한 자본주의가 미
얀마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는 역사적 근거가 충분하며, 저임금과 영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적시적기에 수급할 수 있다.
먼저 농림수산업 분야를 보면 2005/06 기준 9.3%의 유휴지를 제외하고
국토의 16%만이 경작되는 점으로 보아 농업시설 확장과 생산가능성은 상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농 방식, 투자 부족, 비료와 씨앗의
부족, 미흡한 관개시설 등으로 인해 농업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미곡은 식
용유와 함께 국민들의 동요를 제한할 수 있는 생필품으로서 수출제한 품목
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출은 농업관개부 산하 미얀마미곡무역위원회(MRTC:
Myanmar Rice Trading Committee)에서 관장하며 민간기업인 에쉐와(Aye
Shwe War)가 독점한다.
에야워디강과 땅르윈강 등 미얀마 내륙을 관통하는 하천의 영향으로 수산
물도 풍부하다. 특히 정수(淨水), 새우와 같은 수산물은 정부의 통제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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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 차지하는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2007/08년 기준 미얀마의 4대 수출품목에 해당되고, 2005/06년 기준 GDP
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풍부한 수력은 수력발전에도 유리한데, 미얀마
제1에너지부에 따르면 가용한 수력자원 중 단 1%만이 수력발전으로 개발되
고 있다. 2008년 현재 수력 발전은 FDI 중 천연가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향후 주변국 기업의 진출이 전망된다. 정부에 따르면 전력 소비
량은 매년 15%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8년 이후 44개 수력발
전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현재 33개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수력발전이 완료될 경우 전력난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20) 또한 야더나 가스전에서 양공에 이르는 24인치 파이프라인이 2010
년 내 완공되어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력문제의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삼림자원의 개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얀마는 세계 티
크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중국 일부기업만이 벌목권을 가진다. 향후 합작기업을 통한 진
출이 유력시된다. 현재로서 불법 벌목과 밀매가 성행하여 삼림훼손과 환경오
염이 심하기 때문에 개발이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해 다양한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이 매
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리, 철광석, 니켈,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가
미얀마의 대표적인 광물이며, 옥, 루비, 사파이어 등 다양한 보석류도 세계
최고로 손꼽힌다. 황금의 경우 매장량이 약 560만 톤으로 추정되며 정부도
재원확보를 위해 금 채굴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
Ivanhoe Mines(MICCL)와 미얀마 국영 제1광업공사의 합작투자로 사베따

20) 수력발전 현황은 부록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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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Sabetaung), 찌신따웅(Kyisintaung), 렛뻐따웅(Letpadaung) 등 몽유와
(Monywa) 3대 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가 미얀마 최대의 광물로서 이 광산
에서 생산된 2007년 구리의 수출액은 약 1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산업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개발여건이 양호하지 않는 것
이 최대 약점이다. 특히 미얀마 정부에서 내세우는 광물별 매장량이나 가채
연수는 식민시기 영국에 의한 지질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따라 개발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 표 4-4. 에너지자원 생산 현황 ❚
2003/04년 2004/05년 2005/06년 2006/07년 2007/08년

석탄(톤)

169,728

230,385

220,942

351,559

282,655

원유(천 배럴)

7,165

7,484

7,962

7,707

7,620

천연가스(10억 입방피트)

349.8

377.6

404.4

460.5

473.0

자료: EIU Country Profile(2009).

일례로 철광석의 경우 전국적으로 22개 매장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만 개발은 미진하고, 석탄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발
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고, 가채연수가 길지 않아 경제성은 약한 편이다. 또
한 2006/2007년 기준 미얀마보석공사(MGE: Myanma Gems Enterprise)가
3억 달러의 판매고를 세웠으나 2007/08년 기준 보석 생산량은 2,270만 캐
럿으로 3년 전보다 약 1천만 캐럿이 감소했다. 2005/06년 기준 광업의 실질
GDP 대비 비중은 0.5% 내외에 그쳤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미얀마의 경제적 매력은 높은 편이
다. 미얀마는 1853년 원유 개발을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유국 중
하나로 현재 내륙(16개)과 해상(25개)의 탐사구역을 설정하여 외국기업과 탐
사와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21) 국제석유회사들이 생산물 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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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방식으로 생산하는 해상 원유 매장량은 3조 2천억 배럴로 추산되지
만 원유매장량의 약 90%가 육상에 존재한다. 육상광구는 도로와 철로 건설,
지역주민의 이주 등 원유개발에 투입되는 추가비용이 높고, 러시아와 같이
핵개발에 지원하는 국가에게 개발권을 전량 판매 또는 위임하고 있어 접근
이 제한된다.

❚ 표 4-5. 미얀마의 천연가스 매장량 ❚
(단위: 천만 입방피트)

연도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매장량

28,000

36,042

45,599

54,043

58,579

63,505

119,983 219,399

연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매장량

299,388

310,323 330,315 349,846

99/00

07/08

377,584 404,357 460,500 473,000

자료: EIUCountry Profile(1997/98-2009), 각 호.

미얀마의 에너지 자원 중 천연가스는 지난 20년간 최대 FDI 품목이었으
며, 앞으로도 최대 탐사와 시추 가치가 충분한 자원이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격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에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 대규모
의 에너지 소비국이 위치해 있어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중
국과 인도는 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잠정적 경쟁국으로서 자국의 지속가능
한 경제발전을 전제하기 때문에 미얀마산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수급을 희
망한다.

21) 2007년 기준 16개의 내륙지역 구획 중 총 9개의 외국 석유회사가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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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천연가스 수출량 ❚
(단위: BSCF)

연도

야더나

예더궁

합계

1998～99

30.000

-

30.000

1999～2000

148.455

-

148.455

2000～01

233.252

47.920

281.172

2001～02

192.158

75.830

267.988

2002～03

191.625

91.930

283.555

2003～04

190.392

92.339

282.731

2004～05

193.383

108.650

302.033

2005～06

191.120

142.165

333.285

2006～07

236.550

153.277

389.727

2007～08

241.732

157.793

399.525

자료: Energy Planning Department, Ministry of Energy(2008).

그 외 벵골만(A-1-A-7)과 안다만해(M-1-M-18)의 총 25개 구획에서 한국
의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외국기업들이 탐사와 시추작업
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급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A-1과 A-3 가스전에서 생산될 천연가스(5조 7천억 입방피트
로 가채 생산량은 4조 8천억～8조 6천억 입방피트로 향후 20~25년간 생산
할 수 있음)는 2005년 12월 중국과 단독으로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윈
난성 쿤밍(昆明)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천연
가스 도입을 두고 중국과 인도는 무상원조 및 차관 제공 등 공격적인 전략
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천연가스 수급이 단기적인 측면에
서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얀마도 두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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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미얀마 경제의 장점은 현실에 나타는 ‘사실’보다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잠재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핵심은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구현을 의미한다. 총선 이후 구성된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민족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한다면 경제의 장점은 잠재성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
다. 예를 들어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하는 담당부처
는 수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어 업무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업무간의
중복성도 발생되며, 복잡한 행정 업무가 수반된다.22) 또한 광물 개발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기본적인 제한사항(예를 들어 지분 50:50의 합작사업)만 명
기해두었고,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이 없어 투자 및 정부 당국의 협의에 의해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비효율성과 체계적인 업무집행이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미얀마 경제의 단점
미얀마 경제의 단점은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양분될 수 있
다. 전자는 주로 관료의 부정부패와 업무수행능력이나 위기관리능력 부족으
로 인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와 연관되며, 후자는 실패한 사회
주의 경제체제의 유산과 같은 열악한 사회시설을 일컫는다. 양자는 상호 분
절적이지 않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실패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사회주의의 유산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미얀마 경제의 단점은 첫째, 경제

22) 천연가스 및 원유는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 3개의 국영기업(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Myanma Petrochemical Enterprise, Myanma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에 의해
각각 생산, 정유, 배급이 이뤄지고, 석탄 및 광물자원 개발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전력은 전력
부(Ministry of Electric Power), 신재생에너지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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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자체의 왜곡을 들 수 있다.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이 200배가량 차이
나는 암시장은 40년 넘게 존재해왔다. 암시장은 ‘버마식사회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경제주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사회주의의 역기능
으로서 소비재의 부족에 따른 밀수입의 급증이 주요 원인이었다(Kyaw Yin
Hlaing 2000). 현재 암시장은 ‘일상화’되어 민간분야의 경제활동에는 큰 불
편함이 없지만 국가 간의 무역에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2006~07년 미얀마가 올린 천연가스 관련 수입은 12억 달러로 집계됐지만
정부의 공식 계정에는 약 72억 짜트(600만 달러) 정도만 잡힌다. 암시장 환
율로 미화 1달러를 1천 짜트로만 환산해도 이 금액은 1조 2,000억 짜트나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1조 짜트(≒12억 달러) 이상이 된다. 정부는 환율 차
이를 이용하여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해외 투자가들에게 차등화된 환율을
제시 및 적용시켜 국영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둘째, 관료의 무능과 잦은 정책 변동과 같은 인적 구성요소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경제개혁 법령은 일종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모든 사
업과정과 절차는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다. 일부를 제외하고 중앙부처
의 고위 공무원은 행정경험이 일천한 군인(퇴역)이 맡고 있으며, 전문 민간
출신 관료라고 할지라도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지
속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법과 제도보다 주종적인 인적구도를
형성하는 ‘후견⋅수혜 관계’의 지속으로 강화된다. 또한 상명하복의 군사문
화가 만들어낸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은 ‘인간의 능력보다 충성, 또는 인간의
능력보다 인간의 말(lu-gaung-lu-hsoe/lu-gaung-lu-daw)’이라는 신조어를 생
산해 냈다.
관료의 무능에서 생산되는 실질적인 결과는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객관화된다. 일례로 미얀마는 단기 경제발전계획(Short Term
Economic Plan)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 산하 중앙통계국(CSO)이 통계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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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단기 경제개발계획 목표 및 성과 ❚
기간

달성치

제1차 4개년 계획(1992/93~1995/96)

7.5%

제2차 5개년 계획(1996/97~2000/01)

8.5%

제3차 5개년 계획(2001/02~2005/06)

12.8%

제4차 5개년 계획(2006/07~2010/11)

12.0%

자료: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2009).

[표 4-7]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 미얀마의 GDP 성장률은 두자릿수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극히 비관적이다.23) 선별적으
로 공식화되는 경제자료는 미얀마 경제가 위기가 없다는 사실을 공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나데(anade)라는 그들만의 문화가 자리한다.
‘겸양, 겸손’ 등으로 번역되는 아나데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
으려는 겸양과 미덕의 정신에서 나온 고유 예절문화이지만 하급자가 상급자
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거나 상급자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선조치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하는 하급
자는 상급자의 눈을 즐겁게 할 정도로 통계를 조작하여 보고하고, 상급자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실은 충분히 협상되는 사안이
된다. 그렇지만 상급자도 계획보다 실행된 결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지만 하급자들의 항명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
급자와 하급자는 의도적으로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이른바 ‘상호 전략적 무
시’가 존재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얀마의 공식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이지만 그 어디에도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다. 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여
전히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군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낮은

23) 통계자료 또한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아 동향파악이 쉽지 않으며, 각 통계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
이 많아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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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부 입장에 따르면 시장의 완전 개방
은 식민 시기처럼 또다시 자원공급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존한다. 즉 신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가 국내 경제를 장악해 결국 국론분
열과 정권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표 4-8. 경제자유지수 ❚
연도

지수(순위)

2006

40.0

2007

41.0

2008

39.5(153/157)

2009

37.7(176/179)

2010

36.7(175/179)

❚ 그림 4-1. 세계평균 대 경제자유지수 추이 ❚

자료: Heritage Foundation.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0).

그러한 이유로 경제자유도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다.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미
얀마는 매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기반이 허술함을 증명한다. 또한 국내외 투자가
들의 투자환경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시기를 통틀어 국가 산업기반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각종 사회
간접자본(SOC)도 낙후되어 있거나 매우 열악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물
자원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공공재가
만만치 않고 지역사회의 치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외 기업
이 기존 및 신규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의 비용은 발생하기 마
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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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도 및 전망
가.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국영경제기업법(1989)에 의거 주요 12대 품목은 국가가 직접 관리 및 감
독함에 따라 공기업이 국가경제권을 장악하는 경제구조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 표 4-9. 중앙부서 소속 주요 국영기업(2010년) ❚
중앙부서/개수

국영기업

제1공업부/ 6

미얀마방직산업, 미얀마음료산업, 미얀마제약산업, 미얀마도자기산업, 미
얀마제지및화학산업, 미얀마일반산업

제2공업부/ 4

자동차및디젤엔진산업, 농기계산업, 기계류및전기산업, 미얀마타이어및
고무산업

통신및체신부/ 1

미얀마체신및통신사업국

호텔및관광부/ 1

미얀마호텔및관광국

상무부/ 1
에너지부/ 3
농업및관개부/ 4

국경무역과
미얀마오일및가스공사, 미얀마석유화학공사, 미얀마석유생산공사
미얀마면화및양잠공사, 미얀마황마공사, 미얀마다년생작물공사, 미얀마
사탕수수공사

협력부/ 1

수출입협력공사

제1전력부/ 1

미얀마수력공사

제2전력부/ 1

미얀마전력공사

산림부/ 1

미얀마목재공사

정보부/ 3

영화제작공사, 뉴스및정기간행물공사, 인쇄및출판공사

수산및어업부/ 1
광물부/ 6

해산물및유제품공사
광물공사(3개), 미얀마보석공사, 미얀마천일염및해양화학공사, 미얀마진
주공사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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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기준 IMF 통계에 따르면 51개의 공기업 예하에 약 1,800여 개의
사업체가 가동 중인데, 이들의 경제 규모는 GDP의 22%, 산업 규모와 수출
의 50%, 수입과 조세의 40%를 차지한다. 또한 1988년 624개였던 국영기업
의 수는 2008년까지 794개로 증가하여 1995년부터 시작된 국영기업의 민영
화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표 4-9 참고).
정부로서 군부가 경제권을 독점하게 된 계기는 민간정권기(1948~60년,
1958~62년) 군부에 대한 정부의 홀대로부터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면서부
터였다. 국방비의 감소로 인해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도 위협에 처하자 독자적 생존전략으로 생필품 판매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
기 시작했다. 1950년, 군부는 미얀마기업법에 의거 국가경제발전, 가격 인하,
신 경제영역의 확장, 산업 및 상업 지식의 확대를 4대 목표로 비영리기구인
국방협회(DSI: Defence Service Institute)를 신설함으로써 제도권 경제에 개
입하기 시작했다. DSI는 1960년 버마경제발전공사(BEDC: Burm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로 개칭된 후 전권이 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권은 군부통제하에 있었다.
1962~64년 사이 혁명평의회(RC)는 14개의 사회주의경제체계법령을 공
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DSI, BEDC, 군부
가 경영하는 35개 유한회사, 어업위원회, 국민의 진주, 정미소, 22개 외국은
행 및 외국기업 등 기업과 자산을 모두 국영화했다(Mya Maung 1991, p.
122). 그럼으로써 국가의 경제는 모두 군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데, 초창
기에는 사회주의 생산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 군인사가 경제요직에 모두 중용됨에 따라 경제운용원칙은 군부의 명령
체계에 종속적이고, 군부의 이권을 우선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경제발전
보다 군부의 이권을 보호하는 데 우선권이 배분되었다.
현 정권에서 BEDC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미얀마 경제지주공사
(UMEHL)이다. UMEHL은 1950년 제정된 미얀마기업법에 근거하고,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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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상무부 고시 제90/7호에 의거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가 자본
수출의 극대화, 국가의 필수 수요영역에 관한 수입 부문의 지원, 국가 GDP
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복지 향상, 생필품 가격안정 등 4개 조항에 달한다.
60~70대 퇴역 군인(대령급)이 10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이들
이 실질적 사업운영을 결정한다. 이론적으로 군부 서열 3~4위에 해당하는
부관참모(SPDC 제3서기 겸임)가 대표를 맡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공석임에
따라 국방부 소속 군수국장이 겸직하지만 이 관행도 수시로 변경된다.
2009년 현재, UMEHL이 관여하는 사업 수는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분
야 등 총 47개에 달하며, 사업 형태도 단독, 합작, 외국이나 국내기업이
UMEHL의 승인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주로
보석, 봉제, 식품, 목재, 호텔 및 관광, 통신, 철강, 자동차 등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킨 영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가진다(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2008, p. 4).
기타 군부가 경영하는 기업은 미얀마 경제공사(Myanmar Economic
Enterprise)로서 활동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국방
부 산하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군수물자 구입과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 충
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간영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군부나 군부
가족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은 국영기업과 합작하거나 독점적으로 하청을 받
아 배타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

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정부는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경제부문을 강화하
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
산하에 민영화위원회(Privatization Commission)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0명
으로 구성되며 SPDC 1서기가 위원장을 맡으며, 하위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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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한 기업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Valuation Committee)와 민영화할
기업들의 토지 사용을 관장하는 토지분석위원회(Land Analyzing Commi
ttee)가 있다.
정부의 민영화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영화는 2000년대에 들어 시행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기간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제도를 시행하는 당국과
이를 수용하는 민간기업가들의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Thein Tun 2002).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정
도의 의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례로 IMF 자료(1999)에 따르면
1999년 기준 국영기업은 GDP의 1/5 수준, 총 고용의 2%를 차지했다.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은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 민간기업
의 약 2배 이상을 차지하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영기업의
천연가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수출시장에서 민
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은 민간기업이 국영
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완만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국영기
업의 사업 분야가 민간영역과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민간기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민간부
문의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표 4-10. 정부 및 민간 영역 수출입 비교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정부

민간

퍼센트(%)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3/04

1,048.0

703.4

1,307.8

1532.0

2,355.8

2,235.4

55.5

68.5

2004/05

1,653.1

625.8

1,261.8

1353.6

2,914.9

1,979.4

43.3

68.4

2005/06

1,950.7

613.8

1,603.0

1368.0

3,553.7

1,981.8

45.1

69.0

2006/07

3,155.2

1,124.7

2,067.7

1803.7

5,222.9

2,928.4

39.6

61.6

2007/08

4,044.3

903.2

2,369.0

2443.4

6413.3

3,346.6

36.9

73.0

2008/09

4,313.1

1,971.1

2,479.7

2592.1

6792.8

4,563.2

36.5

56.8

자료: UMFCC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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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이 전 분야에 걸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장경제체제 이후 민간영역의 시장 확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얀마
상공연합(UMFCCI 2010)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
지하는 영역은 약 93%이며, 분야별로 농업 100%, 공업 92%, 무역 95%
등이다.
정부 주도의 민영화는 2000년대 들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2006년 정보
부 산하 123개 기업이 최초로 민영화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국영기업은 총 288개이고 이 중
총 10개 중앙부처 소속의 국영기업 중 215개의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나 결과
는 미발표되었다. 다만 2007년 11월까지 22개 국영기업이 추가로 민영화되
었고, 축산수산부와 농업관개부 등 1차 산업 중심의 민간시장 개방이 실현되
었다(The Financial Express 2007/12/23).
2008년 4월, 투자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2008년 12월 현재 36개 국영기업이 민영화되
는 등 총 288개 국영기업 중 254개 민영화되었다고 발표했다. 2009년에는
37개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수도이전에 따른 구
청사, 노후한 전자장비 임대, 공무원 관사 임대 등 총 11개 중앙부서 소속의
110개 기업의 공개입찰이 진행되었다(Xinhua 2010/01/22).
한편 2010년 1월 정부자산의 공개입찰 당시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는
국영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민영화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으나, 군부의 정책
결정 관행상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5월 26일, 에
너지부 산하 미얀마석유생산공사(Myanma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
는 246개에 이르는 미얀마 전역의 천연가스 충전소를 포함한 주유소를 20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2007년 실패한 샤프란 혁명의 발화원인이 유가인상이었기 때문에 민영화
가 결정될 경우 또다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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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입찰에 참여한 상기 기업들은 현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고 판단하고 민영화 이후 석유 및 디젤 가격을 10% 인상하였다.

❚ 표 4-11. 민영주유소 참여 기업명단(2010년 8월 현재) ❚
순번

기업명

순번

기업명

1

Shwe Than Lwin Trade Co.,Ltd.

11

Grand Asia

2

Annawar Hlwam Co.,Ltd.

12

Kay Tu Madi

3

Htoo Trading Co.,Ltd.

13

Yuzana Company

4

Fisheries&Marine Products 2000 Ltd.

14

UMEHL

5

Max Myanmar Co.,Ltd.

15

Zay Kaba

6

IGE Co.,Ltd.

16

Dagon Int'l

7

Aye Shwe War

17

Kaung Zaw Hein

8

Myat Myittar Mon

18

Pyay Khaing Phyone

9

Nilar Yoma

19

Myanmar Naing Group

10

Shwe Taung

20

Edin Group

자료: 필자 작성.

2010년 8월 현재 석유는 갤런당 2,500짜트, 디젤은 갤런당 3,500짜트 수
준을 유지하는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동요는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 분
야의 민영화는 현재 수준에서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24)
2010년 들어 투트레이딩(Htoo Trading),25) 맥스미얀마(Max Myanmar),26)
IGE, 에덴그룹(Eden Group) 등 4개 기업이 100% 자회사 자본으로 민간은
행을 개설하여 1992년 이후 민간은행 설립자유화가 개시된 후 금융업계의
본격적인 자유화가 예상되며, 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24) 주유소간 가격 인하와 같은 가격을 둔 경쟁은 없는 대신 세차를 무료로 해주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유소가 늘어났으며, 주유기도 기존 낡은 수동식에서 최신식 기계로 교체했다. 주유소를 이
용하는 고객들은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세차를 해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애프터
서비스에 치중하는 주유소를 보고 자본주의가 싹을 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25) 2010년 8월 수도 네삐도에 Asia Green Development Bank로 개설했다(Xinhua 2010/08/12).
26) 은행명은 에야워디따(Ayeyarwaddy Thar)로 알려졌고, 양공을 비롯해 국내 11개에 지점을 개설할 예
정이다(Myanmar Times 201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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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Kanbawza Bank의 경우 미얀마 국영항공사인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의 지분 80%를 매입하고, 국내 항공사인 인레에어(Inlay Air)
를 창립함으로써 항공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 표 4-12. 민간은행 명단 ❚
연번
1

은행명
Myanma Industrial Development
Bank

연번
11

은행명
Myawaddy Bank Ltd

2

Myanmar Citizen Bank

12

Si Pin Thar Yar Yay Bank

3

Co-operative Bank

13

Tun Foundation Bank

4

First Private Bank

14

Yangon City Bank

5

Innwa Bank

15

Yoma Bank

6

Myanma Livestock and Fisheries
Development Bank

16

Asia Green Development Bank Ltd.

7

Myanmar Oriental Bank

17

Ayeyarwaddy Bank Ltd.

8

Kanbawza Bank

18

United Amara Bank Ltd.

9

Yadanabon Bank(Mandalay)

19

Myanmar Apex Bank Ltd.

10

Asia Yangon Bank

−

−

자료: Sandar Oo(2010), p. 158.

향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하 자금력을 갖춘 민간은행이 추가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은행들은 향
후 외환취급, 해외송금 등 군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금융 업무에 개입하며 군
인 및 군인가족 기업에게 일정량의 이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 민영화 평가와 향후 전망
2010년 초에 국영기업에 대한 공개입찰은 군부의 총선비용 마련으로 분석
되었다(New York Times 2010/03/07). 그러나 기업 입찰금액이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영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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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도 이전에 따른 정부 소유의 자투리땅이나 노후하여 교체가 시급한 각
종 기계류와 같은 장비, 개보수가 필요한 관사 등으로 해당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된다.
통상 1개 중앙부처 산하의 1개의 국영기업이 편재하면 하위에 자회사 개
념으로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편재하는 국영기업의 수는 288개가 아니라 그 수의 몇 배에 해
당된다. 일례로 양공 시내 정부 관청 중 거주지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은
113개이고, 샨주, 까친주, 저가잉주, 만달레주 등 4개 지역의 광산 수만 해
도 1,0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하나의 회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288개 기업 중 2010년 1월까지 민영화된 256개 기업의 현금 구매는
3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의 목적은 선거를 위한 군부의 정치자
금화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총선 이후 민간기업인과 결탁하여 군부의 경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이른바 정실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선조치로서 민영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23일, 미얀마상공연합(UMFCCI)
의 떼자 회장은 원유수입자 및 도매업자 연합(Fuel Oil Import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을 결성했는데, 이는 향후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되
는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권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이다(Ba Kaung
2010). 민간은행 설립에도 정부가 별다른 반기를 들지 않는 것은 군부와 정
실기업가들의 자금을 세탁하고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드는 것으
로도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민영화위
원회는 단계적인 민영화,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면영화, 국영기
업에서 국영경제기업으로 자산의 이전, 일정기업이 민간영역을 독점하는 것
을 방지하는 민영화, 민족주의적 정신에 바탕을 둔 민영화 등 총 다섯 가지
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었다. 이 중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부의 민
영화 정책과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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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간기업은 떼자가 운영하는 투트레이딩으로 현재 관광 및 호
텔, 목재, 보석, 식품, 부동산, 건설, 항공업 등 다분야에 걸쳐 민간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별도로 에어버강(Air Bagan)이라는 항공사를 경영 중이다.
투트레이딩은 2006~07년 회계연도 기준 국영기업 및 합작기업을 포함한 미
얀마 총 수출의 5위,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Myanmar
Times 2007/06/04-10). 최근 몇 년간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투트레이딩은 공
개입찰과정 없이 중북부지방의 옥광산과 각종 삼림 벌목권을 낙찰받았다. 권
력서열 1위인 땅쉐와 떼자와의 각별한 관계로 인해 국가의 자산이 투트레이
딩으로 이관되는 것과 다름없는 형국이다.
[표 4-13]의 2위에 오른 에쉐와는 군부서열 3위인 쉐망의 장남인 아웅텟
망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미곡 수출을 독점하는 투트레이딩의 자회사이다. 4
위에 해당하는 유자나(Yuzana)는 서열 2위인 마웅에와 결탁한 기업이자 깐
보자은행의 모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8위, 9위, 10위는 군부가 직접 경영하
는 기업인데, 10위인 반둘라교통은 UMEHL의 자회사로 기업 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한다.

❚ 표 4-13. 미얀마 10대 민간기업 명단 ❚
순위

성명

기업명

1

Tay Za

Htoo Group

2

Aung Thet Mann

Ayer Shwe War Co., Ltd.

3

Zaw Zaw

Max Myanmar Groups of Companies

4

Htay Myint

Yuzana Construction Group Co., Ltd.

5

Win Khaing

UNOG Pte., Ltd.

6

Khin Khin Lay

Forever Group Co., Ltd.

7

Maung Weik

FISCA Security & Communication Co., Ltd.

8

Tin Aung Myint Oo

Myanmar Economic Corporation(MEC)

9

Tin Aye

UMEHL

10

Myo Myint

Bandoola Transport Co., Ltd.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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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내국인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지만 소
규모 민간기업일지라도 군부와 결탁 또는 군부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 투명
한 매각 절차가 없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27)
현지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민영
화 이후 기업의 사업 수행능력이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
이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보다 권력과의 밀착 정도
에 따라 사업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허약한 자본력이나 경영능력을 가진 기
업에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장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Maung Aung
인터뷰 2010/08/11). 무엇보다도 향후 여당이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을 고수
할 경우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국민적 봉기와 같은 극적인 체제변동이 발생할 경우 군부와 결탁한 대기업
도 위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킨늉 총리가 축출된 후 그와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부도처리된 사실도 정경유착의 폐해를 보
여주는 사례이다.
미얀마상공연합(UMFCCI) 소속의 경제자문 위원의 조언에 따르면 종목에
상관없이 중소기업과 합작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
다(Myo Htet 인터뷰 2010/08/16).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대부분 국내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국투자는 중장기적 전략에 입각하고 사업의 안정
성을 위해 현지법인화보다 합작사업의 형태가 이상적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철폐될 경우 투자의 방
향과 전략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하지만 단기적 수준에서 그러한 전망은 불
가능해 보인다.

27) 일례로 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업자에게 100% 위임하므로 외국기업은 컨
소시엄이나 합작투자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미얀마 내 대표적인 화교기업인 쉐따웅(Shwe
Taung)은 자회사인 International Business Promotion Centre를 통해 주요 도시의 도시계획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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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고부가가치의 상품은 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나 미우방국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중국과 인도가 경쟁하는 형국이기 때
문에 제3국 출신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12
개 품목의 순차적인 민영화가 예상되지만 보석, 원유, 천연가스 등 고부가가
치 및 높은 국제가격이 관건으로 작용하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늦게 민영화
될 것이다.
양공 시내의 구 정부청사나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정권 이양 후에 발생할 예정으로 이 분야의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0년 기준 양공 시내 부동산 가격은 2~3년 전보다 2~3배가량 상승
했는데, 정부건물의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
께 건설경기도 동반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점유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장기적인 전략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용지 사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인해 소유자가 여럿
인 개인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험부담을 감수하며 사유지를 택하기보다 국유지나 군소유 토지에 대한 투자
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3. 한국⋅미얀마의 경제 관계
가. 한국⋅미얀마 교역동향
1990년 대우가 가전제품 생산에 투자한 것이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
시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현지진출을 타진했으
나 시장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진출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우는 일본제품 일색이던 1990년대부터 가전제품 소비시장을 잠식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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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소니(SONY)를 위협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외국
브랜드를 영어로 표시하는 관행과 달리 대우는 미얀마어로 써질 정도로 대
중적인 브랜드가 되었다.28)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의 여파로 대우그룹이 부도났으나 현재까지 천연가
스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Daewoo E&P와 봉제업 중심의 대우봉제 등
Daewoo Int’l의 자회사가 투자활동 중에 있다. 2010년 8월, 포스코(POSCO)
의 대우 인수가 결정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 표 4-14. 한국의 대미얀마 FDI 유치 추이(허가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1)

1990/91

한국

합계

2000/01

1)

2001/02

1)

2002/03

1)

2003/04

1

9

1

-

2

금액

3.288

47.220

5.000

0.300

34.900

건수

22

28

7

9

8

금액

280.573

39
668.166

2004/05

합계

1995/96

1)

건수

1)

한국

1)

217.688
1)

2005/06

19.002
2)

86.948
2)

2006/07

2007/08

건수

1

1

금액

37.000

12.000

91.170
2)

2)

2008/09

2009/10

건수

15

5

12

7

5

7

금액

158.283

6065.675

752.700

172.720

984.996

302.350

주: 2000/10년 자료는 2010년 4월 기준임.
자료: 1) CSO 2008(2009).
2) CSO Monthly(April 2010).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는 FDI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다. 미얀마 중앙통계국(CSO)에 따르면, 1990~2010년까지 한국의

28) 양공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구 군사령부 내 대형 대우 입간판이 있는데, 미얀
마의 시장경제체제 상징이라는 측면과 대우그룹 전 회장과 땅쉐 의장과의 친분이 여전히 유효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철거하지 않는다고 현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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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얀마 FDI는 15건, 1억 4천만 달러이며, 2008년 1월 말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37건, 2억 4,300만 달러로 미얀마 전체투자의 1.65%를 차지
했다. 한국의 대미얀마 FDI 현황은 2000/01년 정점을 찍은 후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미얀마의 전체 FDI 유치 건수도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
어들었다.
그러나 미얀마 외국인 투자 법규상 100% 외국인 투자는 사업 개시 후
높은 세금, 정기적인 감시 등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
거나 현지인 명의로 100%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더 많
을 것으로 추산된다.
FDI는 모두 신고(허가) 기준이며 실제 집행기준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면 계약이나 기타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결탁 등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FDI 유치 건수는 많고, 군부영역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06/07년 중국의 FDI 투자 건수(금액)는 CSO 발행
자료에 따르면 각각 4건(4억 1,822만 2천 달러, CSO 2009), 1건(2억 8,122
만 달러, CSO April, 2010)으로 괴리감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도 진출분야가 많은 봉제업은 대부분 현지법인을 설립해두고 있어 FDI에
서 제외된다.
양국의 교역동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1990년 전년도 대비 수출은 108.1% 증가했는
데, 이는 미얀마 정부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도
전년도 대비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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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한국의 대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추이 ❚
(단위: 천 달러)

수출
연도

수입

수출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연도

금액
1988

21,169

49.6

4,771

-19.5

1989

18,130

-14.4

3,319

1990

37,718

108.1

1991

28,851

1992

수입

금액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2000

289,316

54.8

22,686

46

-30.4

2001

232,054

-19.8

50,679

123.4

3,098

-6.6

2002

143,461

-38.2

56,225

10.9

-23.5

4,863

57

2003

184,011

28.3

29,297

-47.9

31,232

8.3

5,983

23

2004

161,960

-12

30,093

2.7

1993

41,661

33.4

14,816

147.6

2005

120,013

-25.9

56,257

86.9

1994

56,768

36.3

11,365

-23.3

2006

121,311

1.1

96,433

71.4

1995

86,698

52.7

12,876

13.3

2007

291,981

140.7

80,689

-16.3

1996

130,289

50.3

18,201

41.4

2008

243,815

-16.5

116,254

44.1

1997

136,504

4.8

16,929

-7

2009

406,153

66.6

78,350

-32.6

1998

147,648

8.2

13,123

-22.5

2010

221,181

18.2

49,556

102.4

1999

186,880

26.6

15,542

18.4

−

−

−

−

−

자료: KOTIS(2010).

2007년 기준 대미얀마 수출은 전년도 대비 140.7%까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수출은 점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
나 200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수출량이 전년도의
절반에 미치는 등 부침이 심한 편이다.
대미얀마 수입은 1993년 기준 전년도 증가율 대비 147.6%를 돌파한 후
1990년대에는 증감을 반복했다. 2000년대 들어 2001년 수입 상승률 세 자
릿수 증가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수입금액이 1억 달러
를 돌파했다. 최근 4년간 수출입 동향은 수출 대비 수입이 감소하며 2009년
무역수지는 3억 2,780만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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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한국의 대미얀마 품목별 수출 추이 ❚
(단위: 천 달러, %)
2006년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품목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레일및철구조물

824

0.7

128,426

44.0

8

0.0

60,488

14.9

2

선재봉강 및 철근

134

0.1

64

0.0

18,183

7.5

80,785

19.9

3

건설광산기계

13,550

11.2

24,251

8.3

25,572

10.5

40,621

10.0

4

형강

1367

1.1

0

0.0

4,264

1.7

28,817

7.1

0

0.0

178

0.1

5,473

2.2

18,393

4.5

5 합금철선철 및 고철
6

합성수지

12,190

10.0

6,437

2.2

15,452

6.3

18,062

4.4

7

철강판

5,734

4.7

10,321

3.5

16,003

6.6

17,538

4.3

8

플라스틱 제품

9,084

7.5

12,372

4.2

14,797

6.1

14,006

3.4

9

가죽

7,455

6.1

8,760

3.0

11,290

4.6

13,591

3.3

10

인조장섬유직물

7,867

6.5

7,737

2.6

7,287

3.0

11,320

2.8

기타

63,106

52.0

93,435

32.0

125,486

51.5

102,532 25.2

총 수출액

121,311

100.0

291,981

100.0

243,815

100.0 406,153 100.0

자료: KOTIS(2010).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품목은 철강, 기계류, 광물성연료 등 소비재 품목에
국한된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해마다 수출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계
및 운송장비의 수입이 최다를 이루는 미얀마의 품목별 수입구조와 일치함으
로써 향후 수출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의 철강, 기계류와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
력은 다소 떨어지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하다. 다만 기타 전자제품 등 전기
제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뒤쳐지지만 한국 제품의 브랜드파워는 여
전히 유효하다. 수출품목 중 기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량의 절
반을 차지한 연도가 2회로 제품 수출의 다양화에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수출 주력상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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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한국의 대미얀마 품목별 수입 추이 ❚
(단위: 천 달러, %)
2006년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품목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의류

18,246

18.9

30,117

37.3

30,239

26.0

53,938

68.8

2

임산부산물

1

0.0

3

0.0

339

0.3

5,309

6.8

3

곡실류

3,303

3.4

4,024

5.0

6,065

5.2

4,985

6.4

4

목재류

15,455

16.0

11,569

14.3

5,077

4.4

4,164

5.3

5

농산가공품

65

0.1

0

0.0

172

0.1

2,625

3.4

6

신발

723

0.7

613

0.8

956

0.8

2,092

2.7

7

갑각류

4,264

4.4

2,676

3.3

2,627

2.3

1,356

1.7

8

기호식품

1,226

1.3

1,439

1.8

920

0.8

947

1.2

9

산식물

514

0.5

560

0.7

549

0.5

576

0.7

10

생활용품

223

0.2

285

0.4

297

0.3

495

0.6

기타

52,413

54.4

29,403

36.4

69,013

59.4

1,863

2.4

96,433

100.0

80,689

100.0

116,254

100.0

78,350

100.0

총계
자료: KOTIS(2010).

한국의 대미얀마 수입은 의류와 같은 섬유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현지진출 기업의 한국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가 농업을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향후 농업 및 수산, 임업 분
야의 수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제품 수입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섬유제품의 영향으로 해석되며 섬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품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산업별 투자동향
한국의 미얀마 투자동향은 제조업,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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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미얀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그치지만 이 중 대부분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봉제 및 제화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0년 현재 40여
개 이상의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2005년 이후 일본 오더가 증가하면서
신규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8월 필자가 현지 한국인 봉제업체 6곳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접
을 실시했는데,29) 미얀마는 봉제산업 진출을 위한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인력을 갖추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미얀마인들은 타 국가 국
민들과 달리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탁월하며 온순한 성격으로 회사
내 불화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
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이 느슨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통제되고 있다.
최근 들어 봉제업이 호황을 맞음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인력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노동력 수준이 차등화되어 있
기 때문에 노동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태국에만 100만 명에 이르
는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주민이 양공으로 이주할 경우 정부의 복잡한 이주절차를 받아야 하고
본질적으로 인구 이동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적시적기에 인력 수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봉제공장의 일반노동자 인건비는 월 40달러 수준으로 주변
국 봉제업체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자원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이 독점적으로 천연가
스 탐사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A-1, A-3광구 개발권
획득에 이어 2007년 AD-7 광구 생산물분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으며 동
가스전에 대한 LNG 방식을 통한 한국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29) 필자가 면접한 한인봉제업체는 Yangon Pan-Pacific International Co., Ltd., 무성무역, 미얀마 대우
인터내셔널, 신성통상, 미얀스타 등 6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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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국내 모든 에너지 자원은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여분에 한해서만
해외로 수출한다는 입장이나 천연가스의 경우 정치적 보은의 차원에서 무기
화하는 전략자원이다. 특히 미얀마 문제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상정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자원 개발권은 이들 국
가로 결정되는 전례가 있었다. 원유 및 천연가스 해상광구는 총 51개로서
한국기업이나 국영공사가 진출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 과정에서 자원 수급
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인도 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KOICA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미얀마 내 광물탐사 및 공동조사
활동을 펼쳤는데, 당시 조사 결과 가장 유망한 광물로 니켈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투자절차와 미얀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몇 차례의
컨소시엄 구성 계획이 무산되었다. 광물투자의 경우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유망광구를 확보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이 필
요하며 영세한 중소기업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컨
소시엄이나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0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한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만 수출뿐만 아니
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는 물론이고 공장노동자의 일터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미얀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던 한국의 자연경관, 발전된 도시 등 환경적 측면에서 이목을 받는
데 충분했고, 다소 파격적인 남녀 간의 애정행각은 그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
격이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제관계 등은 두 민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충분한 매개체가 되었다.
한류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분야는 요식업이다. 국영 텔레비전
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정도로 미얀마에서 식용유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드라마 ‘대장금’에서와 같이 한국 음식이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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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전파되면서 양공 시내 한국 식당을 찾는 미얀마인
들이 증가했다. 1997년 기준 3개에 불과했던 한국 식당은 2010년 현재 15
여 곳 이상이며, 각 식당이 자체 개발한 김치, 닭고기 요리, 돼지고기 요리
등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현지인을 타깃으로 한 제과
점과 분식점도 30여 곳 이상 개점했으며, 이 중 일부는 현지화에 성공하여
많게는 10개에 이르는 분점도 두고 있다.

다. 한국⋅미얀마 경제협의체 평가
한국과 미얀마 간의 경제협력은 상품과 물류의 교류뿐만 아니라 이를 원
활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검토,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 신규투자분야 검토와 선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화된 경제협의체로
도 구체화된다. 2010년 현재 양국의 경제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
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와 2010년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포럼’ 등 2개에
달한다.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는 양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약정
에 규정된 양국간 에너지 및 광물분야의 상호협력증진을 협의하기 위해 매
년 개최국을 순환하는 원칙에 의거 2005년 설치되었고, 동년 4월 22일 1차
자원협력위원회가 미얀마에서 개최했다. 한국은 미얀마를 포함하여 총 19개
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상대국들이 에너지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원 개발 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측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과 미얀마 측 에너지부 차관이 위
원장을 맡으며, 2009년 미얀마 에너지부 딴테(Brig-Gen. Tan Htay) 차관이
방한한 것을 비롯해 2010년까지 총 세 차례(2005, 2007, 2009년) 개최되었
다. 2010년은 미얀마 총선으로 인해 개최에 합의를 못했고, 2011년 미얀마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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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는 에너지와 광물분야 등 자원협력에 집중되고, 자원 개발과 관
련된 양국의 현안에 관한 주요 일정 조정 및 합의 등 두 트랙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2007년 자원협력위의 경우 양자간의 자원협력에 관한 발제자의
발표 이외에도 AD-7 광구의 서명과 가스전의 한국 도입을 위한 한국 대표
단의 방문이 주요 목적이었다.
세미나(회의)는 양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급 동향 및 관련 정책과 에너
지 분야 공동개발 협력으로 나눠진다. 양자간의 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이해하는 데 이 회의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제는 양분되지만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양자간의 접근이나
협력보다 각 국가의 에너지와 관련한 현안을 다룬다. 다시 말해 한국 측은
해외 에너지 시장 진출과 성과를, 미얀마 측은 국내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현
황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국 측 입장은 미얀마가 한국의 개발
대상국 중의 하나이며, 풍부한 해외시장 진출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외에 한국이 미얀마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
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한국 측 발표문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양자간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나 상호 협력에 관한 필요성이 세미나에서 제기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에도 통제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관료의 발표문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미얀마의 원전과 가스전 도입, 광물자원 개발 등 현지진출과 관련
한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
듯이 미얀마는 식민 시기 당시 자원공급국으로 전락한 역사적 전례를 현재
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외국의 자원개발을 개방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자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
하다. 따라서 협상 시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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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그들이
단독으로 자원을 개발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이익을 늘리는 데 그 주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정부로서 군부는 배타적 이익단체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이후 공공부
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징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의 이익을 최대화하
는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2007년 AD-7
가스전의 한국 도입을 위한 한국 측의 제안은 미얀마의 전력과 통신시설 설
치, 도로 건설 등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투자였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군부
에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수도 네삐도 개발은 향후 5~10
년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부는 건설비용에 투입될 현
금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대가로 생긴 이익금이 그들이 아닌 공
공부문에 지출되는 것은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충족시킬 수 없다.
둘째, 미얀마는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정치적 협상(bargaining)의 대가로
채택하고 있다. 미얀마는 철저히 경제적 실리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국을 결
정할 것이라고 단언해왔지만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미
얀마의 편에 선 국가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행사했다. 2005년 6월과 2007
년 1월 미국 주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에 미얀마의 에이즈 확산과
인권탄압문제를 상정하려고 하자 중국은 러시아, 남아공 등과 함께 제재 반
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uter 2005/10/11; New York Times 2007/01/13).
그런데,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미얀마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반대한 시기에
즈음하여 A-1과 A-3 두 광구의 시추 사업권 및 사용권을 두고 중국, 인도,
한국 등의 로비가 활발했는데, 중국의 활약에 대한 대가로 가스전이 판매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제기됐다(EIU 2007/03/22). 결국 미얀마는 두
광구에서 개발되는 천연가스 전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아시
아경제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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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중국의 독주를 제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 보이지만 국내적으
로 경제적 중국의 속국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미 만달레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은 중국인들의 상권이 현지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비대해졌고, 이런 현상은 국경무역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조흥국 2007). 최근 들어 미얀마는 천연가스전뿐만 아니라 원유 등 에
너지자원을 어떤 국가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향
후 에너지 자원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최초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포럼’은 신임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
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
유하고 미얀마의 향후 경제발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
미 자원 협력위원회’가 에너지와 광물분야의 협력과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포럼은 미얀마의 신정부 구성 이후 개혁과 개방을 예상한 한국의 선조치
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한국기업의 현지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경제발전계획을 관장하는 국가계
획 및 경제발전부 장관이 미얀마 측 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일반인도 패널 자격으로 포럼 전체에 참여할 수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
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회의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경험, 미얀마와 한국 경제의 발전
전망 등 두 의제로 나눠지며 한국과 미얀마 발표자가 번갈아 발표하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 미얀마가 농업을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농업 성장과 변화경험과 같은 주제는 미얀마의 동감을 유발하는 데
적절했을 것이다. 미얀마도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과제 등 신정부 하
경제발전정책의 지침을 제시하는 성향의 발제가 주목할 만하다.
이 포럼을 통해 미얀마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들
의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가 투자를 희망하는 한
국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경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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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을 둔 정보교류와 정책적 조언을 추구하는 협력체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래 미
얀마의 신정부는 과거 유사민간화의 과정을 겪은 한국과 유사한 정치행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럼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전문가이면서 미얀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파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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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미얀마 총선 준비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지와 반대 등 양분적
입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선 이후 구성된 신정부에 대한 정책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되었다. 각 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개별 국가적 수준을 초월하
여 지역적 수준에서 고려되는바 국가간 정책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점
쳐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미얀마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국익에
우선한 외교정책을 실시하며, 그것이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절대이익으로 간주한다.
각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기준으로 한 총선 이후 미얀마 정부에 관한 입장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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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국제사회의 총선에 대한 입장 ❚

중립

반대
미국

유럽연합

지지
일본

인도, 아세안, 중국

총선 이후 미얀마 정치발전에 관한 입장 차이도 보인다.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발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미국과 유럽연
합은 아웅산수찌와 야당 인사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인도, 아세안, 일본은 국가와 국민통합에는 원론적으로 합의하지
만 구성요소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그중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안정적인 경
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지역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권위주의체제
가 구현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 이 경우 중국은 체제의 유사성
으로 인해 미얀마 정부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인도는 상
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체제로 지속
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국경을 맞댄 주변국들은 미얀마 문제가 지역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안정적인 절차
로서 미얀마의 정치발전을 기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로 조작적으
로 양분하여 대미얀마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향후 변동 사항을 점검해보았
다.30) 여기서 정권지지국가는 신군부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 경제협력 및
교류 등 외교와 경제적 측면에서 우호적인 국가를 가리키며 정권반대국가는
신군부정권의 퇴진, 경제제재 실시 또는 국제적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국가와
국제레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권지지국가는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30)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부록 1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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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군부이든 민간이든 개의치 않고 지역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면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지지국가는 군부
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현재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대한 지지로 보아야 한다.
반면, 정권반대국가는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대한 지지철회를 의미하며, 향
후 그들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의 정부가 정권을 장악할 경우 그 관계는 현
재와 다르게 역전될 수 있다.

2. 정권지지국가
가. 중국
2010년은 미얀마⋅중국 외교 수립 60주년으로서 양국은 지금까지의 우호
관계에서 한 차원 높은 선린우호관계로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는 점에 동의
했다. 미얀마와 중국은 평화공존 5대 원칙에 의거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
기 때문에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개입과 같은 정책기조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다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국이 미얀마 내 공산당과 이
들과 연계한 소수종족 무장단체들을 지원했으나 이후 정부 대 정부(State to
State) 관계만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내정불간섭원칙을 외교노선의 근간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의
정치문제나 인권탄압과 관련된 서구국가가 행하는 일련의 비난과 비판에 대
해 내정간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 국내 정치의 변동이 목도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선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얀마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미얀마 정치권에서 해결하기를 바
라는 연성외교적인 특성을 보인다. 2007년 샤프란 혁명 당시 무력 사용을 자
제하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권고하고, 감바리(Ibrahim Gambari)
유엔 특사의 비자발급을 제안한 사실이나 미얀마와 미국 간의 대화에 장소

122│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를 제공했던 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중국은 아웅산수찌를 서구의
정치적 도구이고, 강력한 미얀마 군부와 맞서 싸우는 나약한 정치인에 불과
하기 때문에 미얀마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하지만
동시에 아웅산수찌가 수권세력이 되어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1990년 총선거에서 NLD가 군부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 전문을 전송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다(Lixin 2006, pp. 10-11).
중국은 미얀마가 추진 중인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의 이행 성과를 성공적으
로 평가하며 향후 과정도 낙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0년 총선이 성공리
에 실시되어 안정과 정통성을 향유할 수 있는 전기로 평가한다(ICG 2010b,
p. 7).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미얀마의 총선은 국민 통합과 안정, 경제발
전을 위해 순탄하게 치러지기를 희망했는데(http://www.gov.cn 2010/06/03),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은 이번 총선이 미얀마의 민주화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은 소수종족의 무장투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를 근
대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Li 2010, p. 118). 미얀마는 1988년 이후 17개
분리독립 단체들과 정전협정에 합의했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에 근거지를 둔 연합와군(United Wa State Army), 꼬깡족(Kokang) 등 무
장단체들과의 교전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에는 정부군
과 꼬깡족과의 교전으로 인해 3만 7천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피신하는 사태
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루이리(瑞麗)⋅무세(Muse)로서 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편이며, 무
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빌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자
치권을 부여한 해당 지역의 총선 취소를 발표하는 등 향후 직접적인 통치행
태를 예고했다. 까렌민족연합(KNU), 샨주남부군(Shan State Army-South)
등 정전협정에 합의하지 않은 종족들이 총선 이후에도 무장투쟁을 지속적으
로 전개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정부의 긴장은 와해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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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을 둔 해양안보 확보, 에
너지 문제 해결, 밀무역이나 마약거래와 같은 국경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
다분야에 걸쳐 효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위 현안들에 역점을 둘 것이다.
국경문제 해결이나 경제협력 등은 양자 간의 관계로 구체화될 수 있지만 해
양안보와 에너지 문제는 인도, 태국, 미국 등과 연관된다. 마약거래는 생산국
과 소비국이 미얀마와 중국으로 국한되지 않는 쟁점으로 역시 다자적인 접
근이 요구된다.
첫째, 중국은 윈난(雲南)을 기점으로 서진과 남진정책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미얀마가 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한다(Poon 2002, p. 35). 중국은 내륙 및 북부 중심의 안보정책에서 서부지
역으로 향하는 해양안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Bert 2004, p. 270), 특히 중
국산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라 불리는 과다르(파키스탄), 햄번토타(스
리랑카), 몰디브, 모리셔스, 치타공(방글라데시), 벵골만(미얀마) 지역을 연결
하여 중국의 영향하에 두면서 한편으로 잠정적 경쟁국인 인도를 견제하고자
한다.
서부지역으로의 중국 영향력 확장은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서 인도를 견제
하고 미얀마의 에너지 자원 수급과 중동산 원유의 안전한 수급로를 확보하
는 등 다차원적인 전략이 중첩된다. 중국은 1992년부터 미얀마 서부와 남부
해안의 주요 군사 요충지에 레이더 기지를 신축하거나 군사장비의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인도의 안보 딜레마를 자극
해왔다. 군사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미얀마의 최대 군사 후원국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인도양과 세계 최대의 전략적 천연수로인 말라카 해협의 해
상권의 장악이 중국의 의도이다. 두 해양의 해상권 장악은 중국의 영향력을
서쪽으로 중동, 남쪽으로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벵골만 연안의 해상권은 인도보다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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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해외군의 국내 주둔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는 2008년 신헌법에 명기되었으나 앞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해군시설의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카잉 연안의 해상 천연가스전
탐사와 시추사업에도 중국과 인도가 경쟁할 것으로 보이지만, A-1(Shwe),
A-3(Mya) 가스전이 2008년 12월 중국에 전량 판매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등
중국 편향적인 미얀마의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본 가스전은 2013년까지 완
공되는 짜욱퓨(Kyaukhpyu)⋅쿤밍 가스관과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데, 중국
은 추가의 송유관을 건설함으로써 중동산 원유의 보급로를 확보했다.31)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7년 아세안이 미얀마를
가입시킨 이유는 중국위협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남진정책이 아
세안의 안보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이미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
되는 경향이 높았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세안과 대립하는 전략 대신 원조와 협력 전략을 채택
하면서 동남아에 중국기회론을 제공했다.32)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얀마가 아세안의 통합에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미얀마 문제로 인
해 아세안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이면에는 윈난, 광서,
광둥 등 남부의 지방경제와 동남아경제를 연결하려는 전략이 내재하는데, 주
로 GMS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회원국에 초보적인 교통망 구축과
전력,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실시해왔다.33)

31)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010년 6월, 16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총리회담을 실시하면서 미얀마 총
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해당 가스전의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착공에 서명했다. 이 가스관은 2015
년 3월 가스 생산 개시와 함께 개통이 가능하도록 건설 중이다.
32)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체결된 차프타(CAFTA)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역내 관세철폐 및 역외 관
세 단일화 창구 설립 등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통해 경제통합 추진계
획을 진행 중이다.
33) 중국의 지원으로 완공된 주요 도로는 다음과 같다. 쿤밍(昆明)-십성판나(西双版納)-라오스(태국), 쿤
밍(昆明)-따리(大理)-루이리(瑞麗)-미얀마, 쿤밍(昆明)-위시(玉溪)-허코우(河口)-베트남 등이며, 추가
로 철도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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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맥락에서

❚ 그림 5-2. 중국의 남서부 팽창정책 ❚

볼 때 중국의 서부와 남
부 진출은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륙 발전
계획인 서부 대개발전략
과 연계되고 있으며, 핵
심도시인 윈난성의 중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윈난성은 미얀마
에서 이어지는 가스관
과 송유관의 중간 기
착지34)이자 국경무역
의 중심지로서 국내적
으로 쓰촨성(四川省)과
구이저우성(貴州省)을
연결하는 전략적 보급
자료: 필자 작성.

로이다. 역사적으로도
제3차 영국⋅버마 전

쟁(1885)의 원인이 윈난성 진출을 둔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구도에서 비롯되
었기 때문에 윈난성의 지정 및 지경학적 가치는 입증된 셈이다. 또한 윈난성
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와 별도로 미얀마 국경지역의 산림
벌채, 광산채굴 사업에 개입해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관료들과 미얀마 관
료들의 끊임없는 회동이 윈난성에서 성사된다.

34) 중국은 2004년 동북 방향(러시아 시베리아 원유⋅가스)과 서북 방향(CIS 원유⋅가스) 송유관에 추가
하여 서남 방향(중동, 아프리카산 원유⋅가스) 에너지 수송로 개척을 추진했는데, 미얀마⋅윈난성(雲
南省), 방글라데시⋅루이리(西藏), 태국 경유 등 3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06년 미얀마⋅윈난성 경
유 노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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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은 쿤밍에서 구이저우, 광시(廣西)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연장
할 계획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얀마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송로를 갖
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중동산 원유가 전체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므로 말라카 해협의 수송안보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유의 수
송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분야의 미얀마 진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정치적 방어막에 대한 보은차원에
서 천연가스를 판매해왔으나 친중 편향에 대한 국내적 저항과 외부의 반발
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이후 인도, 태국, 한국 등 천연가스 도입
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추
와 판매를 결정하는 새로운 협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신정부는 총선에 의해 구성되는 국제적 정통성이 인정되는 국가이므로 중
국이 전면에 나서서 미얀마 정부를 방어하고 구제할 사안은 줄어들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을 일시에 폐기하지 않겠지만 중국
으로 편중되던 천연가스 시추와 개발사업권은 중국에 우선권을 주면서 도입
희망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다자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1과 Case 3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여 미얀마의 천연가스를 수급할 예상 파이프라인이
다. 특히 인도는 해상을 이용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안정적
인 천연가스 수송로를 구현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은 미얀마 시장의 진출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얀마 진출은 FDI와 국경무역 등 두 트랙으로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되는데, 사실 중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인프라 위주의 FDI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중국은 쿤밍에서 만달레에 이르는 국경
무역로의 건설을 완공하여 상인들이 하루 만에 미얀마를 왕래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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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미얀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현황 및 구상 ❚
번호

경로

길이(㎞)

Case 미얀마⋅인도 해상: 70
2 육상파이프라인 육상: 222
Case 미얀마⋅태국 해상: 1,061
4 해저파이프라인 육상: 101
Case
LNG 플랜트 해상: 122
5
Case 미얀마⋅중국 해상: 122
6 육상파이프라인 육상: 882
자료: 조준수(2009).

향후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국경을 접
하고 있는 에야워디강 상류에 대한 투자가 예상된다. 2010년 기준 미얀마는
FDI를 통해 총 63건의 수력발전을 완료했는데, 향후 14건의 프로젝트가 추
가로 계획 중이다. 그런데 현재 건설 중인 29건과 향후 계획 중인 14건 중
2~3건은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발전량의
80~9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면 계약에 합의했다.
만달레를 중심으로 급격한 중국화가 발생한 이른바 부활한 중국인 정체성
(Chinessness)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현지 국적을 취득한 화인들과 합작한 중
국기업의 다분야에 걸친 FDI의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
차원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현지 진출이 유력시되는바 건설, 부동산, 각종
도․소매업 등 무역과 유통 전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미 군부
와 결탁한 중국계 화인자본의 민간영역 장악은 목도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중국과 미얀마의 무역은 공식적으로 15억 7,700만 달러이지
만 이보다 더 많을 것인데, 그 이유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무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교역은 주로 국경무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03년 기준 미얀마와의 국경무역이 전체 국경무역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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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장에서 미얀마는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국은 국경무역을 통해 5,700만에 이르는 미얀마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미얀마 국내 무역로를 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만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에 속하는 미얀마 내수시장의 특성상 중국산 제품
은 시장경쟁력이 충분하다. 다만 인도와 태국산 등 주변국 상품과 경쟁구도
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미얀마로 수입되는 물품은 전량 미얀
마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20~30%는 만달레와 여카잉주 싯뜨웨
(Sittwe)를 경유하여 인도로 향하고 있는데, 향후 방글라데시도 중국의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
양자 관계가 냉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하는데, 미얀마 국내에서 점증
하는 중국과 중국인의 영향력이다. 미얀마 국민, 특히 버마족은 종족적 정체
성이 강력하고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그들의 고유문화가 훼손되는 것에 대
해 심각한 반발심을 보이는바 이미 1960년대 문화혁명 당시 마오혁명이 미
얀마 전역을 확대되자 반중국인 폭동이 발생했고, 1990년에는 미얀마 문화
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만달레에서도 중국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승려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인이 미얀마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윈난성에 소재한 일부 중국 기업들이 정전협정에 합의
한 일부 소수종족 단체들과 삼림 벌목, 광산 개발 등 자원 개발에 진출하면
서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고, 각종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진출 기업들은 현
지인보다 중국인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의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임시적으로
유입된 중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
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해
보인다(Li 2010, p. 127).
미얀마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 중국인은 약 30만 명이지만 비합법적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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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포함한 비공식적 집계는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만달레에는 20%의 윈
난인, 만달레 북부지역 중 가장 중요 도시인 라쇼(Lashio)에는 약 50%의 중
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teinberg 2010a, p. 121). 앞서 지적했듯
이 만달레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지역에서 중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반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양공 시내에서 행해지
는 범죄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Li 2010, p. 127)
중국인들이 미얀마의 사회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미얀마 국민들이 현정부와 차기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
한 반(反)중국인 정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중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미
얀마인들의 불신이 증가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미얀마 신정부는 불법
적인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통제 정책과 함께 이들이 현지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얀마 신정부 구성 이후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현
재까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이익이 달려 있는 에너지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미얀마 정권의
연성화를 통한 민주화를 기대하면서도 선결조건으로 국민통합과 화해, 경제발
전을 제시한다. 중장기적으로 미얀마 정치가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내정불간
섭에 입각한 중국의 대미얀마 외교원칙은 고수될 가능성이 크다. 독립 이후
모든 미얀마 정부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노선이었으나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
이 중국을 가장 부담스러운 동반자로 여겨왔기 때문이다(Liang 1990, p. 67).
중국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평화로운 지역환경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얀마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응수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원개발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이면계약,
비밀리에 행해지는 중국의 군사장비 지원 등은 미얀마 체제의 수준에 따라
유동적이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2010년 9월 땅쉐 의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은 42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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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와 같은 대미얀마 원
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단시일
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미얀마는 중국의 원조를 국가의 주요 수
입원으로 지정할 것이며, 만약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원조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중국화에 대한 국
민적 반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국을 유인하여 중국과 경쟁하는
다자화 전략으로 응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에너지 자원 개발, 국경무
역과 같은 경제통상, 군사장비 수입, 벵골만 해양안보를 둔 중국과 인도의
지원에 대한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된다.

나. 인도
인도는 인도양과 벵골만의 해양안보 장악, 동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미얀마
의 지정학적 측면 고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해결,
미얀마 국경지역의 빈곤과 무장단체 퇴치 등을 미얀마와 외교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과 상충되는바
중국과 인도의 경쟁이 미얀마를 두고 가시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냉전종식 이후 인도의 대미얀마 정책은 적대기(1988~92년), 관계정상화기
(1993~2000년), 포괄적 협력기(2000년~현재)로 삼분되어 분석될 수 있으며,
양국 고위 인사의 방문이 변화의 전환점이었다. 적대기 당시 인도 정부는
198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인도로 이주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도 그들을 향
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나머지 인도의 비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장준영 2009b, p. 263).
1991년 동방정책 실시와 1992년 아세안과 부분대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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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인도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난을 철회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1993년 디싯(J. N. Dixit) 외무부 서기관의 미얀마 방문 이후 마약과 소수종
족 등 국경문제에 공동대처하는 군사적 합의가 이뤄지는 등 양자 관계는 새
로운 전기를 맞았다(Haacke 2006, p. 35). 그러나 1992년 양자관계를 재정
립하고자 초청한 우 바스와(U Baswa) 미얀마 외무차관에게 인도는 미얀마
의 민주화문제를 거론했고, 1995년 네루상 수상자가 아웅산수찌로 결정되면
서 미얀마 군부를 곤욕스럽게 했다. 마웅에 SPDC 부의장이 인도를 방문한
2000년 이전까지 관계정상화를 위한 인도의 노력은 그들의 의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2000년 마웅에 부의장의 인도 방문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답방이 2~3년을 주기로 정례화되다시피 했다.35) 양국은 방문이 접수될 때마
다 양해각서와 협정을 쏟아내는데, 공통적인 합의사항은 국경지역에 산재한
마약, 밀매, 치안불안 등 군사적인 공동행동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미얀마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미얀마 내 요충지로 분류되는 지역
을 중심으로 항구의 근대화와 도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IT 산업 등의 원조 등에 초점을 맞춘다.
2010년 땅쉐 의장의 인도 방문 이후 체결한 양자간의 협력(양해각서)안중
버강(Bagan)유적지 복원 및 보전사업, 영어센터 및 IT 교육관 건립, 트럭공
장 건설 등 중국과 체결하지 않았던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입
장에서는 원조와 지원의 다양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인도는 중국과 차별화
되는 원조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인도의 입지를 굳히고자 할 것이다. 차별화
전략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해군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인도는 성능 면

35) 2000년과 2008년 마웅에 부의장, 2004년 8개 부처 장관 대동 방문을 포함하여 2010년 땅쉐 의장,
2008년 떼잉쎄잉 총리 등 미얀마 측의 인도 방문은 5건에 달하며, 인도는 2003년 세카왓(Shri
Bhairon Singh Shekhawat) 부통령, 2006년 압둘 칼람(APJ Abdul Kalam) 대통령, 2009년 안사리
(Shri H. Ansari) 부통령 등 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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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산보다 우수한 해군 군수물자를 미얀마에 판매했고, 중국의 역량이
미치지 않는 정보수집교육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계획을 간파할 정
보력을 수집하기도 했다(Egreteau 2008, pp. 952-953). 또한 인도와 미얀마
해군은 2004년 5월에 이어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안다만해 연안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해양안보에 공동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인도의 대미얀마 원조전략의 목적은 중국의 대미얀마 정책과 흡사
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미얀마의 신정
부 구성 이후 인도는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적인 차원의 협력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제치고 지역패권을 장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초기단계로 중국화되
는 미얀마를 인도 편향적으로 유인하거나 최소한 중립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도와 미얀마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중국이 미얀마를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도 그들의 패권전략에 있어서 미얀마를 중요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를 보는 동방정책의 출발점이자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교두보가 미얀
마이며,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북부 5개 지역(Arunachal Pradesh,
Assam, Nagaland, Manipur, Mizoram)의 발전을 위한 초기단계로서 인간안
보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협력이 절실하다.
인도는 세계 6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중국의 원유 매장량이 180억 배
럴인 데 반해 인도는 50억 배럴, 중국의 원유 소비 수요량의 1/3을 수입하
는데 반해 인도는 2/3를 수입에 의존한다(James 2006, p. 111). 1990년대
중반 미얀마 남부 안다만 연안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자 인도도 천연가스
시추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A-1(쉐) 가스전은 최초 인도 국영가스공사가 시추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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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전이 발견되지 않아 사업철수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양자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지났
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인도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과 공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미얀마의 국경무역로는 완
공되어 하루 만에 중국 상인이 미얀마 만달레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도⋅미얀마의 국경무역로는 아직 공사 단계에 있다. 또한 국경지역의 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인들이 선뜻 국경무역에 뛰어들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도 크지 않다. 중국산 제품이 이미 미얀마 서부와 인도 동북부 국경지대
를 장악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Kanwal 2010, p. 138). 그래서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무역은 중국과 미얀마 국경무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원활
한 무역로 개설과 국경지역 치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상품에 대한 비
교우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인도는 미얀마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뚜렷하
며,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 양국 관계를 발
전시킨다는 기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서
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번 총선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낙관한다.
2000년 양자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경분리나 내정불간섭원칙
이 중장기적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도는 정부차원에서 동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대미얀마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시민사회와 의회 내 일부 의원은 여전
히 반(反)군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미얀마 문제가 국제화될 때마다
그 수위는 높아졌다. 최근만 하더라도 땅쉐 의장의 인도 방문을 맞춰 그를
조롱한 갖가지 포스터가 델리 시내에 나돌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문 자
체를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즉 중국과 달리 인도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통
제할 수 없는 정치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의 선택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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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정책기조가 유효하더라도 미얀마 입장에
서는 여전히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얀마는 신정부 구
성 이후에도 인도 정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내 형성되고 있는 반중국인 정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
지만 반인도인 정서는 이보다 200년가량 앞선 식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시대 쿨리(collie) 제도를 통해 미얀마로 내도한 인도인들 중 따밀나두
(Tamil Nadu) 출신들은 칫띠(chitti)라는 고리대금업(자)을 통해 미얀마인들
을 착취했다. ‘1300년 대혁명’이라고 불리는 1938년의 원유노동자 파업,
1960년대 네윈의 인도인에 대한 추방은 인도인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극한
반감이 결정적인 배경이었고, 미얀마인들은 인도인들을 여전히 껄라(kala)36)
라고 부른다. 즉 인도인들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미얀마는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가 아국을 두고 상호 견제 및 경쟁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도가 제안하
는 다방면에 걸친 원조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확
산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자 할 것이다.
인도는 만약 정권교체로 인해 기존의 미얀마 정책을 강경책으로 전면 수
정할 경우 인도와 미얀마 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
나 미얀마 신정부의 연성화 단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도는 환영할 것이며,
그들의 민주화 경험을 미얀마에 이식(replacement)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현재로서 개입하지 않는 입장은 분명하

36) 원래 이 용어는 영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통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에는 인도인만을 가리킨다. 식
민 시기 당시 외국인들 중 인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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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헌법 작성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도의 민주주의 경험을 교훈으
로 제시하려 했던 전례를 참고했을 때 미얀마의 신정부 구성 이후 민주주의
의 성립과 심화에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패권을 상쇄시키려는 차원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정치
체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
아세안의 미얀마에 대한 외교노선은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
관여정책(flexible engagement) 등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는 유연성을 보였으
나 본질적으로 아세안의 문제해결 방식인 상호불간섭원칙이 정책적 기조가 되
어왔다.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치체제가 아세안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역내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 삼간다는 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얀마 정치체제가 민주화될 경우 역내에 미치는 파장은 예
상보다 클 것이다. 아세안 가입 당시부터 정치문제가 화두였던 미얀마가 정
치적 연성화를 거쳐 민주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역내 민주주의의 바람은 비
민주적 정치체제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기구로서 아세안은 미얀마의 총선 실시와 결과를 존중하며, 이를 바탕
으로 미얀마 정치의 발전을 낙관할 것이다. 역내적으로 볼 때 선거에 의해
구성된 미얀마 정부는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럼으로써 최소한 역내에서의 정
치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협력을 강화 및 심화한다는 입
장이다. 이는 아세안에 대한 역외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채택될
수 있다.
1997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세계의 미
얀마의 인권탄압을 문제로 가입에 반대 의사를 뚜렷이 했지만 태국을 필두
로 한 아세안은 그들이 미얀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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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미국의 강경정책을 반대한 아세안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2005년
미국 국무장관의 아세안지역포럼(ARF) 불참과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
장국 수임을 둔 미국의 반대는 여전히 아세안이 미국의 영향하에 있음을 여
실히 증명한다.
중국은 경제적 원조와 내정불간섭 등 동남아에 대한 연성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아세안 내 중국위협론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얀마를 아세안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미얀마의 친중화 현상은 더
욱 가속화되었고, 미국의 대미얀마 강경노선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국제사회로 유도하기 위한 아세안의 유화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2003년 제시된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에 따른 2010년 총선 결과는 현재까지 이어온 미얀마의 친중화, 미국의 아
세안 정책에 대한 간섭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로 본다.
켐벨 차관보는 이번 미얀마 총선이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
다고 단언했으나 아세안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
가포르 등 소위 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ism)로 대변되는 아세안
회원국과 미얀마 정치체제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세
안은 새롭게 구성된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지역통합에 반하지 않는 한 전적
으로 수용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 더욱
열악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기타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제
기해왔다. 다시 말해 아세안은 역내 국가들의 비민주성에 대한 외부의 비판
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기구적 관심사이지만 최소한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
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방어하는 입장을 확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웅
산수찌의 이미지 때문이다(Steinberg 2010a, p. 184). 예를 들어 고든 브라
운 영국 총리는 아웅산수찌에게 친필서한을 보내고 그녀가 집권했다면 미얀
마가 일찍이 발전했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아웅산수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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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의 화신이 되었으며, 이런 영험한 기운이 세계의 민주국가 지도
자들에게 영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은 NLD보다 아웅산수찌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그녀가 꼭 수권세력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민주주의권 서방세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는 한
아세안은 미얀마 총선 결과 및 향후 정치발전의 일정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
라 아웅산수찌와 정치범의 석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직
접적으로 아웅산수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요구보다 국가통합과 국민화해
차원에서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아세안이 그리는 미얀마 정치
의 이상형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아세안의 문제해결 방
식과 유사하며, 그들이 발전시켜온 역사의 잔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정치발전의 시작단계로서 이번 총선 결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
며, 향후 주어진 단계에 대한 이행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위와 같은 아세안의 통론과 달리 개별 국가의 총선 결과에 대한 반응은
상이하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건설적 개입이라
는 새로운 미얀마 접근 전략을 완성하여 미얀마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태국은 미얀마와 2,400㎞에 달하는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무역과 국경지역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
로도 태국은 미얀마의 침략을 수 차례 받았고, 현재에도 미얀마는 태국을 가
리켜 ‘싸워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이란 의미로 ‘요더야(yodaya)’라고 부
를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긴장 속에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태국은 미얀마를 자극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현 민주당 정부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투명성, 이해충돌방
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정권의 근린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11월 미얀마 인권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의 ‘No Action Motion’에 찬성하고 본 결의안에 대해서
는 반대의사를 뚜렷이 했고, 2009년 미얀마 로힝자족(Rohingya) 해상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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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제 추방 등에서 보듯이 미얀마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기조는 변함없
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미얀마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긴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태국은 미얀마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현재 3곳의 국경 체크포인트를 통해 총 무역의 80%를 국경무역으로 소화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치안 불안으로 인해 메솟(Mae Sot)-먀워디(Myawaddy) 국
경무역소가 잠정적으로 폐쇄되는 등 지금까지 양자간의 국경무역은 환경적 요인
에 의거 부침(浮沈)을 거듭해왔다(Chachavalpongpun 2010b, pp. 127-130).
태국 입장에서 원활한 무역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국경에서 발생하는
소수종족 무장투쟁, 마약 및 상품 밀매 등을 소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러나 미얀마 내 무장단체들이 총선 이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원
칙을 확인함에 따라 국경지역 치안문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될 것으
로 보인다.
태국은 1990년대부터 미얀마 남서부 해안의 야더나와 예더궁 천연가스전
의 수입을 시작했고, 추가로 여카잉 해상의 천연가스전 시추와 개발에 뛰어
들 전망이다. 태국은 원전을 보유하지 못한 채 발전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전력체계상 대미얀마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땅르윈
강의 수력을 이용한 수력발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전망된다.
이처럼 태국은 미얀마를 안보적 측면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 등 경제협
력 대상국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태국이 단독으로 중국의 패권을 저
지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치적으로 친미성향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얀마 정책
에 편승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태국은 신
헌법 채택과 총선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웅산수찌와 NLD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정치발전의 조건으로 보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미얀마
국내 문제는 미얀마가 해결해야 한다는 불간섭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신 아세안 내에서 인도네시아와 리더십을 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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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미얀마와의 무역통상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제
외하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얀마의 정치개혁을 한 단
계 높은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현 민주당 정권이 미
얀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개입과 관여수준이 높은 새로운 접근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조건에 비해 태국은
경제적 실리 추구, 태국 내 미얀마 난민과 불법노동자 문제 해결, 국경분쟁
지역의 해소 등 양국을 교차하는 공통적인 해결책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안보와 관련된 측
면은 아세안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태국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못
한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총선 일정이 개시되자 외무장관을 미얀마로 보
내는 등 적극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9년 수하르토 체제 붕괴 이후 국내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2000년대
이후 정치 및 경제의 정상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세안 내 리더 지위가 약화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이번 미얀마 총선을 계기로
미얀마가 지역협력체의 일원으로 그 위상에 맞게 행동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안보
리에 미얀마 문제가 상정되는 것도 아세안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
다고 주장한다. 대신 아세안헌장에 명기한 인권조항 등 회원국에 부여되는
준수사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다다랐다고 본다(Chachaval
pongpun 2010a, p. 172).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의 총선을 근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총
선 이후 사후대책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아웅산수찌의
석방과 정치활동의 재개에 대한 지지, 국민화해와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민주적 정치발전의 수준과 속도를 지속적으로 평
가할 것이다. 양자간의 경제 교류에 따른 실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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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미얀마와의 양자관계보다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싱가포르 입장에서 미얀마는 50번째 무역상대국에 불과하지만 미얀마 입
장에서 싱가포르산 상품의 수입은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2008~09년에는
태국에 이어 두 번째 수입국이었을 정도로 중요한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연수생 교육훈련사업과 중국계 화교 민간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한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경제교류는 없으나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과 같은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진출을 타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정책 기조는 미얀마를 아세안에서 영구제명하기보다
지속적인 개입(engagement)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아세안의 통론
과 같은 맥락이며, 미얀마가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동남아를 완충해
줄 것을 기대한다.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
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미얀마 제재는 실패하고 지속적인 제재는 미얀마를
더욱 폐쇄적인 국가로 몰아간다고 확신한다.
2007년 샤프란 혁명, 2009년 아웅산수찌에 대한 선고공판 등 미얀마 내
정치적 격랑기에서 싱가포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
일 뿐이지 정책적 기조를 바꾸는 데 결정적이지 못하다. 미얀마 군 수뇌부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주고,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해주며, 군 수뇌부 2세의 교육
을 담당하는 곳이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에는 약 10만 명이 체류하면서 이
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현재에도 대학교육을 마친 고급인재들이 진출
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
총선 이후 구성된 신정부에 대해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싱가포르의 미얀마 진출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 인사들과 군인 가족들, 정치권과 결탁한 기업인들의 자금
피난처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역내 비민주국가로 분류되는 베트남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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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미얀마 국내 문제는 국민의 자결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2009년 레동(Le Dung) 정부 대변인은 아세안 내 아웅산수찌의 석
방에 대한 여론을 두고 ‘아웅산수찌의 재판은 미얀마 국내 문제라는 것이 우
리의 관점’이라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Chachavalpongpun
2010a, p. 175).
정치적인 문제와 달리 베트남은 미얀마와의 경제교류에 집중하기 시작했
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양자간의 교역은 1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
으로 저조했으나 2010년 4월, 우엔 떤 중 베트남 총리의 미얀마 방문 이후
12개 분야의 협력안에 합의하면서 2010년 1/4분기 교역규모만 하더라도 작
년도 같은 기간보다 247% 이상 증가했다(Xinhua 2010/05/30). 또한 이번
방문에서 우엔 총리는 미얀마의 민주화 로드맵과 총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
고 향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낙관했다
(VOA 2010/04/03).
2010년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미얀마에 대한 국
제사회의 비판시각을 따르기보다 아세안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교감이 충분한 체제들이므로 내정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삼갈 가능성이 높으며, 2010년 초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고위
급 간의 회담이 정례화되어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양국의 관계가 발전될 것
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은 통합적인 수준에서 미얀마의 총선 결과
를 지지할 것이고, 향후 주어진 정치발전의 로드맵을 낙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발전 로드맵은 아세안의 외교적 노력이
라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아웅산수찌의 조건없는 석방을 주장하는 동안
군부와 소수종족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아세안은 이에 대한 어떠
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치체제가 혼재하는 기구의 특
성상 통합적인 미얀마 정책을 채택할 수 없는 것은 구조적 한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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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세안헌장을 채택하는 등 역내 회원국의 내정과 관련한 규제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은
현재의 방임적인 수준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얀마 문제
의 해결에 앞서 아세안은 내부적인 문제해결방식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정권반대국가
가. 미국
2008년 대선 유세 당시 오바마 후보의 대미얀마 정책은 ‘부티크 이슈
(boutique issue)’였다. 미얀마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인권,
국외난민문제 등 세계사적 유행을 따르는 특정 쟁점들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된 것이다(Steinberg 2010b, p. 175).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하원외교위원회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2009. 10. 21)에서 행한 켐벨 차
관보의 연설문에서 집약된다.37) 근본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
화는 미국의 국익에 바탕을 둔 결정이고, 종래 제재 중심의 강경일변도 정책
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일종의 ‘개입’ 정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목표는 동일하지만 미얀마 군 지
도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장
기적이고 시간을 가지면서 한 단계씩 진행하는 개입 전략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아웅산수찌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소수종족집단과의 무장 투쟁
종결,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추궁(accountability), 미얀마의 진보를 조건으로

37) 연설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internationalrelations.house.gov/hearing_notice.asp?id=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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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민주세력⋅소수종족 간의 진정한 대화이다.38) 미국은 미얀마와 대
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경제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미얀마 지도층의
변화가 목도되지 않을 경우 정권과 정권 지지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
할 전망이다.
미국의 정책은 곧 실행에 옮겨졌다. 2009년 8월, 짐 웹(Jim Webb)39) 상
원의원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아웅산수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켐벨
차관보의 방문이 이어졌는데, 특히 켐벨 차관보가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미
얀마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준수하여 북한과 군사 및 핵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40)
양국간의 대화채널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이번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비난했으며, 향후 선거결과
에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41) 즉 지금까지의 ‘제재와 대
화’라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아웅산수찌를 포함한 정치범
들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발전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할 것 같
다. 미얀마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총선 결과의 재고와 재실시와 같은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
는 의미이다. 켐벨 차관보는 지난 9월, “11월 총선은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
정받지 못할 것”(AFP 2010/09/16)이라고 언급했듯이 미국은 이번 총선이
미얀마의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8)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2008년 신헌법에 관한 국민투표와 201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NLD가 제시
한 쉐공다잉 선언(Shwegondaing Declaration)과 다르지 않다. 즉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그 원론은 NLD의 의견을 존중하던 이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39)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몇 안 되는 소수파로 분류된다.
40) 그러나 2010년 들어 미얀마와 북한의 무기거래 및 핵개발 관련 소문이 확대되면서 양자 관계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는데, 2010년 6월 미얀마 방문 계획을 가졌던 짐 웹 의원은 미얀마가 북한과 핵 관
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접하고 방문을 취소했다.
41) 미국의 미얀마 총선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Martin(2010a; 2010b)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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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금융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미얀마 군부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조사위원회 구성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Martin 2010b, p. 8).
전자는 매년 5월 갱신되는 전례로 보았을 때 신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될 가
능성이 높다. 현재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
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개국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안보리 절차를 밟을 경우 중국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지지국 가운
데 동남아나 미얀마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
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태도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군
부는 미국의 비난을 제외하고 그들이 통치하는 데 어떠한 난관도 없을 것이
고, 현재와 같이 미얀마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이 유지되는 한 신정
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것 같다. 즉 미얀마는 중
국과 인도 사이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맞추는 중요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총선 이후에도 유효할 것 같다. 만약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가 급진적인 우호관계로 치닫게 된다면 그 배경은 미
얀마의 친중국화 또는 친인도화 현상의 심화나 미얀마가 양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국익을 추구할 수 없을 때일 것이다.
현재로서 친중국화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정부 구성 이후 인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중국으로 기운 무게중심을 중립화할 것으로 시도할 것
이다. 물론 미얀마는 지역 내 세력균형을 맞추기보다 서구의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정상화
는 힘들어 보이며, 또한 미얀마를 둔 중국과 인도의 세력균형이 무너질 경우
미얀마는 새로운 권력균형자로서 미국을 고려할 것이다.42) 후자의 경우 최
소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며, 미얀마 경제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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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성장궤도에 진입할 때 가능해 보인다.
켐벨 차관보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일반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여론을
인식하고 군부와 군부와 결탁한 기업가들을 겨냥한 포괄적인 수준의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는 신정부 구성 이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동시에 대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은 이어질 것
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 미얀마 주변국은 미국의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 미국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선이
국제적 정통성이 없다는 입장은 미국에만 유효할 뿐 총선을 통해 신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전과 같은 맥락으로 제재에 대한 명분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재를 포기한다면 민주주의권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이 받게 되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전현직 군부정권 인사와 군인가족에 대한 입국비자 금지, 정부
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금지, 무기 엠바고, 목재, 보석, 광산 등 3개 영
역에 대한 투자 및 수입 완전금지, 농업분야에 관한 일반특혜무역(GSTP) 철
회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1996년 10월
28일, 미얀마에 대한 공동입장(Common Position)에 따른 것으로서 6개월마
다 제재안이 갱신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제재 조건은 미얀마 상황의 긍정적인 진전 시 인도적

42) 필자는 2009년 10월 미얀마 농업관개부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부용으로 출판된 것 같
은 미얀마-미국관계라는 미얀마어판 단행본을 본 적이 있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양자관계 현황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미얀마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수동적이지 않으며, 관료사회에 먼저 양자관계를 이해시킴
으로써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양자 관계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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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은 표면적으로 미얀마의 인
권신장과 민주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
지만 미국은 패권경쟁이라는 정치 및 외교적 의도를 감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확실한 감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3대 질병(말라리아, 결핵, 에이
즈)’을 완화하고자 5년간 9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의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가 무효화시킨 반면, 6개국(호주, 유럽연합,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
덴, 영국)은 위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Steinberg
2010a, p. 97).
❚ 표 5-1. 유럽연합 주요국의 대미얀마 원조 ❚
연도

국가

원조 내용

2004~06

영국

보건, 교육, 생계, 민주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4년간 매년 500
만 파운드 지원

－

독일

장학금, 보건, 기본교육 등 UNODC와 UNICEF를 통해 전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크지 않음.

－

프랑스

현지 NGO를 통한 보건기금, 프랑스문화원을 통한 교육 및 문화 활동

2005~09

스웨덴

생계, 민주주의, 시민권 확보와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3DF 퇴치
를 위한 기금을 매년 400만~500만 유로 지원

2006~10

덴마크

태국국경지역 난민 지원(2006년 1,600만 크로네), 민주주의 인권 신
장(1,520만 크로네), UNICEF 프로그램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160만 크로네 지원

자료: European Union(n.d.), p. 13.

2007~13년까지 유럽연합의 대미얀마 전략은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에 투입될 금액만 6,500만 유로에 달한다(European
Union n.d., p. 3). 개별 국가 수준에서도 유럽연합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이 관행은 유지될 전망이다(표
5-1 참고).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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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미얀마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소수
종족이 대거 거주하는 국경지역의 주민들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교육
과 보건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가장 시
급한 과제로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European
Union n.d., p. 15). 따라서 유럽연합의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적 변화에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정치발전의 진전이 목도
될 경우 원조의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이므로 공동
입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 간의 이견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2009년
1월 노르웨이, 덴마크의 발전부 장관들의 미얀마 방문은 현재 유럽연합 정책
의 실효성에 대한 좌절감의 반증이고,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얀마에 대
한 접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접근 방안을 다시 연구하고 있다
(Steinberg 2010a, p. 177).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ASEM이라는 지역협력체간의 회담을 구축하고 있으
며 2004년부터 미얀마도 이 회담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대미얀마 개입과 관여는 소홀히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
합은 미얀마를 중국과 인도에 낀 ‘안전지대(comfort zone)’로 보고 있는데,
향후 두 국가를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의 건설적 개입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한다(European Union n.d., p. 6). 유럽연합은 미국과 같이 지
역 패권에 대한 경쟁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정치발전이 가시화될 때 원조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
역과 지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유연한 개입을 통
해 지역 내 유럽연합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미얀마는 정부차원에서 유럽 정서에 밝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활발
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국가 재정지출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회복지
기금을 유럽연합이 무상으로 원조하기 때문에 신정부는 유럽연합과 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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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현재 구도를 지속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미국 관광객
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관광객의 증가추세, 영국과 프랑스 문화원을 통한
교육활동의 증대 등은 앞으로도 미얀마와 유럽연합이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낮은 암시로 보인다.

다. 일본
신군부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미얀마와 일본의 관계는 각별했는데, 그 배
경은 네윈과 일본 정부와의 친분이었다. 식민 시기 당시 일본은 아시아 전역
의 식민화를 목표로 미얀마 독립군을 조직하여 대영투쟁을 도왔고, 네윈 정
권 당시 정권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양자관계는 정상화 궤도를 유지했다.
1988년까지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는 22억 달러였는데, 이는 미얀마로 유입
된 해외 원조의 절반 이상이었다.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가 발생하기 전
3월에는 미얀마 부총리가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의 원조 프로그램 확대를 요
청하자 일본은 경제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은 대미얀마 공적원조(ODA)를 잠정 중단시
켰으나 긴급한 인도적 지원, 민주화 및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인간개발
(HRD) 지원, 아세안 사업 등 세 분야에 한정하여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적
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미얀마 국내적으로 정치적 격변기가 발
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2007년 샤프란 혁명 당시
나가에 겐지(Nagai Genji, 長井健司) 기자의 사망 이후 원조 중단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경제적 발전이 민주화를 추동시킨다는 전제로 그들이 정의한 인도
적 지원의 기준에 따라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Nemoto 2007, p. 104).43) 그

43) 일본이 정의하는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말하는 보건, 교육, 영양, 농업과 같은 분야의 “기본적 인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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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1990년대부터 일본은 ‘가치지향적 외교’, ‘자유와 번영을 바탕으로 한
외교’로 정책적 변환을 시도함에 따라 대미얀마 정책도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다. 1992년 일본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내
용이 주를 이루는 공적원조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원조의 정책적 변환도 동시에
시도했다(Kudo 2009, p. 274).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
으로도 해석되지만(Pongyelar 2007, pp. 21-27), 미얀마에 대한 정책이 일본
외교정책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쩌면 일본은 그들의 대외
정책을 수정하는 동안 미얀마에 대해서 방임적인 원칙을 보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미얀마 정책은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Kudo
2007, p. 12).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지만 이
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친제재적(pro-embargo) 성향을 보임과 동시에 아세안
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입정책에도 찬성하는 친개입적
(pro-engagement)인 성향을 보인다.
최근 미얀마의 정치행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후자 쪽에 더 가까워 보인
다. 일본은 2008년 국민투표 당시 외무성 직원 3명을 파견하여 투표 감시를
실시했는데, 완전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했
고, 채택된 신헌법안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완벽한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상대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선 이후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듯하다. 네윈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의 실세들은 일본과의 관계 유지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중국이 미얀마 최대의 원조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원조가 절실하지도
않게 되었다. 양자간 통상도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적은 편이며 이를 확대

요”와는 달리 채무 탕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까지도 확장된다(Seekins 2000; 2007, p.
138; Steinberg 2007, pp. 224-225). 따라서 일본은 예상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도로, 철
도, 항만 신설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양공공항의 개보수는 미얀마 국민의 생활
을 편리하게 하기보다 관광객의 편의를 들어주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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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투자협정이나 일본⋅아세안 FTA도 미발효 상태이기 때문에 향
후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전략가들은 중국의 미얀마 진출이 종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정부의 정책 재고를 주장한다(Steinberg 2010a, p.
125). 경제적인 중국화를 배제하고도 중국의 미얀마 항구를 이용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벵골만과 말라카 해협으로의 세력 확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미얀마를 두고 중국이나 인도와 경쟁하는 구
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미얀마 강경노선에도 동조하는 애매한 입
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정권의 종말을 고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고 해석하면 원조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추진한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
울 것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일본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
본이 미얀마의 조력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미얀마 국민은 없을 것
이다.

4.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 점검
가. 한국의 대응 전략 설정
총선 이후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현재와 유사한 방
향으로 유지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국가들은 총선
결과를 지지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통성에 기
반을 둔 정부를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주요국은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
의 원조와 경제협력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얀마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지정학적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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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요국과 관계 다자화를 통해 특정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은 지난 20년간 군부가 준비
한 정권 연장 또는 항구화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서 정권을 이양한 신정부
는 현 정권과 차별성을 두어야지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이다. 또다시 민중봉기와 같은 사회혁명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정부는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2007년
샤프란 혁명을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번 총선에도 아웅산수찌와 띤
우 등 주요 야당인사들의 출마를 제지했기 때문에 신정부의 통치 형태가 현
재와 같이 폐쇄적이고 중앙 통제적이라면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 흐름을 군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창조해
낸 이데올로기에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신정부가 선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점진적인 정치적 개혁과 개방과 함께 경제발전
을 통해 국민에게 물질적 복지감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대
한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미얀마와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은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
지며 이는 남미의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은
잠재적 또는 현실적으로 미얀마와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
적 경험에서 기인하여 미얀마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 단
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미얀마 관계는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데 별도
로 투입할 시간이 필요치 않으며, 유사한 근대사를 공유하므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2000년대부터 시작된 미얀마 내 한류
열풍은 한국기업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되고 있다. ‘후발성의 이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가 일천하기 때문에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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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간이 다소간 소요된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역사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실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미얀마는 적
극적으로 외교관계를 개척하기보다 중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국가가 능동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가 구성된 후 한국의 대응과 진출방안은 개별 국가적인 수준과 지
역적인 수준 등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 대 정부 간 관
계에서는 정치적인 분야의 개입을 자제하여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의 사례처럼 대미얀마 진출 전략을 소극적으로 전개
할 경우 시장 선점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만의 원조
방식에 따라 일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우방관계라고 할지라도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실시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되는 투트레이딩의 떼자는 2008년 초 부산에서 군부를 대신해
선박을 구매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와 천연가스 개발에 차여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소지는 없다. 따라서 한국이 취
해야 할 대응은 신정부 구성 이후 미얀마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으
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얀마는 초기 개도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천연
가스, 티크, 보석, 농림수산품 등 미개발 자원이 산재한 국가이다. 또한 양질
의 저임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안이 안정적이고 영어 소통도 가능하다.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는 잠재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구매력은 점증할 것
으로 기대된다. 만성적인 정치 불안은 신정부 구성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비했던 법과 제도 등도 정비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각종 자원의
수급에 따른 운송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안보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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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는 각종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이다. 지적한 대로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인에 대한 우호감은 현지진출의 배타적인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동남아에 속한 국가임에도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정신이 투
철하고, 민족적 자긍심이 뛰어나 한국과 정서상 공유하는 면도 적지 않다.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뤄낸 한국 지도자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모
델을 미얀마의 발전 모델로 삼으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미얀마 국회의 한 임기가 5년으
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치체제가 연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극적인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 외교적 부담
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미얀마 접근 전략을 채
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무상원조가 필요하다. 현재 미얀마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공여형식의 원조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는 1년에 1억 달러
를 조금 넘는 액수에 불과하다.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유
럽연합을 대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했던 사례만
보더라도 미얀마에 대한 무상원조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쌓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2007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하여 국제
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사례에서처럼 군사 분야 지원은 지양해야 되
며, 교육과 보건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생활수준과 별개로 삶의 질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하며, 이는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관습
이다. 그러나 1962년부터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1988년 이후 대학이
몇 차례 휴교령을 내리는 듯 교육제도는 파행을 겪어왔다. 정상화된 교육은
질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하락했고, 시골지역의 청소년은 생계적인 부담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시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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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군부가 개교한 특수 목적의 기관을 제
외한 일반 대학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건에 대한 무상 원조가 진행 중인데, 특히 말라리
아, 결핵, 에이즈 등 3대 질병 퇴치에 대한 원조가 필요하다. 국가 재정지출
구조상 단기간에 보건 분야의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만 하더라도 에
이즈 감염자 23만 8천 명 가운데 1만 7천 명이 사망했고, 보균자의 30%
이하만 항레트로 치료를 받았다(Xinhua 2010/07/22).
현재 한국은 미얀마에 봉사단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로서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봉사단 파견규모와 분야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테면 한류와 연계하여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
하고자 박사급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한국학 교육의 체계를 정립하고, 스포
츠 분야의 지도자를 파견하여 체육 특기생을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군 수뇌부까지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한국의 정치 및 경제발전사에 정통한 지한파(知韓波)를 발굴하기 위한 중장
기적인 인적 자원 교육 및 교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0
년 최초로 시행된 한국⋅미얀마 경제포럼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미얀마 및 한국 전문가의 참여도 기대해 볼 만하다. 나아가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도 상호 분절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탈피하거나 한국⋅
미얀마 경제포럼으로 통합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는 농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상 녹색성장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한 한국의 기술 원조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
다. 이와 함께 녹색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농기계류, 비료, 사료 등 농업 생산
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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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관례로 보았을 때 신정부도 국외 NGO의 활동이나 국외
세력과 연계하는 국내 NGO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원조가 불가능할 경우 미얀마가 소속된 지역협력
체를 통한 원조 방안을 강구해볼 만하다. 이를 테면 ‘한․아세안 협력기금’,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한⋅아세안 FTA 이행 및 활용률 제고를 통
한 경제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메콩강 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 포럼을 개최했고, 정부차원의 협력방안도 마련되
고 있어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와 협력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상원조를 통한 한국의 인지도와 호감이 증가하면 유상원조국 또는
유상 중점지원국으로 미얀마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는 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인프라 구축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의 지원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현대화하고 있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이 미얀마 진출에 유리한 분야와 지역에만 국한되
는 제국주의적 발전전략에 의한 것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주변국의 원조에
의한 인프라는 자원 수송 기능이 종료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발
전에 필요한 수송망을 재구축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필자가 현지 경제전문가들과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미얀마 내
도로, 항구, 통신시설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인도산 제품의 질과 기술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버틸 수 없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Aung Tun Htet, Dr. Kan Zaw, Lyn Lyn Tin Htun, Phone
Win 인터뷰 2010/08/13).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한국산 제품과 기술의 도
입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적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급체계가 적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기
술자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
산 제품과는 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과 기술이 시장성에서 앞선다고 평가했다.

1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유상원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미얀마의 에너지 자원 도입의 대
가로 유상원조를 제시하기보다 향후 추가적인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이나 공
기업의 진출 기회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미얀마
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유무상원조를
수원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대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주요 수입
원이 되는 에너지 자원을 협상의 대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는 2007년 AD-7 광구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대가로 미얀마 전역
의 통신망과 송전망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미얀마 정부의 입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셋째, 민간부문의 투자는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과 무관하게 정권 이양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진출에 유리한 시장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캄보디아, 방
글라데시 등 사업 환경이 더 이상 양호하지 않은 국가에서 신흥 투자국을
모색하는 중소규모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풍부한 노동력뿐만 아니
라 노동력의 질적인 수준도 우수하다는 것이 기 진출한 업체 관계자들의 지
적이며, 노동시장이 통제됨에 따라 각종 분쟁으로부터 안전하기도 하다. 현
재 태국에만 약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체류 중이고, 국내적으로 이주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지만 국내적으로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 해외 취업 불법
및 합법노동자들의 본국 귀국도 예상될 수 있다. 봉제업과 제화업과 같은 소
규모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가스 및 원유 시추사업, 광산개발 등 중
장기적인 사업은 재정적인 측면보다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협상 진행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적 수준에서 미얀마에 대한 접근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얀마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인도, 아세안을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의 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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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데, 미얀마도 그 일원이 될 전망이다. 이미 2010년 1월부터 중국과
아세안은 FTA의 전면 발효를 개시했고, 인도와 아세안도 80% 이상의 품목
에 대해 2016년부터 완전한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등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
할 것이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설립하는 데 합
의하여 역내 관세철폐 및 역외 관세 단일화 창구 설립 등 경제통합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미얀마가 아세안 회원국에서 탈퇴하거나 회원국들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얀마는 국내적으로 시장통합에 대한 제
반 여건 마련, 국외적으로 자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현재
까지 임기응변식이던 경제정책에서 탈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미얀마는 중국,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동남아 진출은
미얀마를 교두보로 삼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미얀마 의존화는 심화될 것으
로 보이는데, 베트남은 동남아와 인도로 진출하는 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라오스는 인프라가 구
축되지 않아 왕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도도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첫 번
째 관문이 미얀마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지리적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함께 미얀마는 지역정치 측면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동남아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면서 정치부
문의 개입은 지양하면서 고유 외교영역을 구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성외교
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처럼 비민주국가이자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외교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와 관련하여 신정부 구성 이후에
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편중되는 현상을 상쇄시키고자 인도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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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대로 선택할 것이지만 인도가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으며, 인
도에 대한 미얀마의 정서도 좋지 않은 편이다. 즉 미얀마는 인도 이외에도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중국위협론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들을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얀마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재 미얀마를 둘러싼 벵골만, 안다만해, 말라카 해역의 패권 장악을 두고 인
도와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이 지역은 한국의 전략에도 중요
하다. 중국은 남서실크로드의 부활, 인도는 동방정책을 통한 자국의 지속적
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바 대륙부 동남
아와 해양부 동남아를 연결하고, 동북아지역까지 연결되는 세계 최대의 천연
수로인 말라카 해협의 해상권 장악은 두 국가의 항구적인 과제일 것이다. 특
히 중국은 이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에 두면 안전적인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
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도의 동아시아 진출을 봉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하게 된다. 한국도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입하는
상품의 중간 기착지가 말라카 해협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수수방관
할 수 없다.
미얀마는 2000년부터 과학자와 기술자 등 약 350명을 러시아에 파견하
여 핵개발 교육을 받았고, 2002년 의학적 목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관심을
공론화시켰다. 2000년대 들어 미얀마의 핵개발에 북한이 개입될 수 있다는
가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양국간의 핵을
포함한 군사 분야 협력과 관련된 사실이 접수되었다(Selth 2009a, p. 506;
2009b).44)

44) 북한 기술자가 주도하여 따웅지 지역에 600~800여 개의 땅굴을 판 사진이 언론에 보도, 17기의 카고를
실은 북한 강남 1호의 미얀마 선적 목적, 평양과 네삐도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힐러리 미 국무
부 장관의 언급, 도쿄 소재 북한 무역회사의 미얀마 무기 밀매 적발, 2008년 11월 쉐망 합동참모장의 북
한 방문과 군사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명의 탈북자로부터 미얀마가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그
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호주 언론의 폭로, 향후 양자 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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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비난을 받은 국가들
로서 유사한 정치체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
력이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과 미얀마의 복교에 대해 특별한 입장도 피력하
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한국이 수수방관한다면 두 국가는 밀월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핵개발과 관련한 점은 미얀마 외교부 담당자에게도 비밀에
부쳐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만큼은 강경하게 대처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핵개발 프로젝트가 사실로 입증되고,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협력 수준이 중국
의 예상보다 진전이 빠르고 규모도 클 경우 적절한 수준의 압력이 예상될
수 있다.
북한의 지원에 따라 미얀마는 2020년까지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데, 이 계
획이 현실화될 경우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맞
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거래라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치 및 안보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 인도 등 국가들
과 패권경쟁을 할 수 없겠지만 균형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즉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중국의 연성외교에 대응하며, 미국의
강성외교를 완화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얀마와 관계 개선 및 발전과
같은 외교적 과제 이외에도 아세안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0월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
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은 고무적이다. 향후 개발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물량
공세적 선린우호정책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인도적 차원의
무상원조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지원 등을 늘리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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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응수하여 아세안의 최대 우호국으로 한국이 설정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종국에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에 따른 한국의
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세안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진출로 중국, 베트남, 최근에는 캄보디아
등을 주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으나 현지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미얀마의
총선 실시와 신정부 구성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개방 등이 예상되므
로 보완 또는 대체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
는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고,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종족의 무장투쟁이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먼저 현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진출과 단계적 진출 전
략이 필요하고, 둘째, 미얀마의 시장 특성상 중소기업의 투자가 유망하지만
자원 개발 분야는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및 협상단 파견과
같은 배후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셋째, 한국은 미얀마의 농업을 중심
으로 한 녹색산업, 제조업, 전력 및 통신 산업, 에너지 자원 개발 등 잠재력
에 따라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력 진출분야는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봉제, 가발,
전자제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과 수산물 어획 및 단순가공과 같은
원료조달형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진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국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모색하는바 미얀마가 최적
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봉제업은 이미 한국기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
어 향후 추가적인 사업체를 구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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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력문제와 투자 수익 회수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부각되지만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전자는 2015년이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며, 후자는 신정부
구성이후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을 바랄 수밖에 없다. 현지 진출 이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얀마 중상류층 내수시장을 공략할 양질의 한국 공산
품 수출 또는 현지공장 설립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일례로 500만 양공 시
민 가운데 중상층은 30% 정도로 150만 명에 달하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가의 중국산 가전제품이 일반 가정, 일본산 제품은
상류층에서 소비되는데 한국산 가전제품의 우수성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입증받았으며, 가격 면에서도 일본산보다 다소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
자동차시장은 군부의 자회사인 UMEHL 산하 반둘라운송과 빠라미택시에
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에 시장이 개방되지 않을 것 같다. 양공 시
내 대중버스만 보더라도 과거 한국과 일본산 중고제품의 수명이 끝나자 중
국산 중고제품을 수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잦은 고장으로 경제성
을 누리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현지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 설립도 고려
해볼만 하다. 인도 타타 자동차의 미얀마 진출 사례처럼 산업용에 사용될 트
럭이나 농기계류부터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이지만 이 분야는 주로 국
내 대기업에게 사업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으로서는 합
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산업화가 중지되다
시피 했기 때문에 각종 건설장비와 기계류는 노후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신규사업에 투자할 경우 일반적인 투자비용 이외에 건설장비에 투
입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
수도를 네삐도로 이전함에 따라 양공 시내 구 청사와 공무원이 쓰던 관사
들이 매물로 등장했는데, 부동산 입지로 매력적인 곳이 많다. 건설업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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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진출할 경우 고급 아파트, 콘도미니엄, 호텔로 신축 또는 개축하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는 전국이 불교사원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유적지가 산재하고, 삼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해변 경치를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지로 손색
이 없을 것이다. 도로와 철로 사정이 좋지 않아 여행지가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 여행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만 개발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산업은 규모가 크고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진출
전에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법은 철저하게 국내 기업
과 정부에 유리하게 적용되며 수출세 및 상업세 부과 등 각종 규제도 많은
편인데, 신정부 출범 후 시장개방화를 위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개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합작투자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현지인 명의를 차용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로비가 필요하고 현지인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장기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광산, 수력발전 등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는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프라는 유무상 원조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일종의 인
센티브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사기업이 진출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가급적이면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진출이 안정적이고 장기
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제재나 비난이 있을 경우 사기업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천연가스
개발을 두고 강제노동, 강제이주 등을 제기하는 국내외 NGO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파괴나 오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163

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제6장
결 론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치러진 2010년 미얀마 총선은 향후 국내 정치발
전을 위한 많은 과제를 남겼으며, 여전히 정체된 정치발전의 도입 궤도에도
진입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군사평의회가 공포하는 명령, 법, 고시에 따
라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는 기존 체계보다 소수의 야당이 의회에 입성하여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재 상황보다 진일보
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사실 군부는 중국과 인도 등 주변 강대국의 비호에 의해 지난 20년간 정
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국내적으로도 민주화 운동가들의 해외 이
탈로 인해 민주세력의 공백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로 인해 군부통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입지를 구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군부
체제로 더 이상 집권이 힘들 것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군 수뇌부는 이미 고령화되었고, 파벌갈등도 가시화되고 있
다. 무엇보다도 민중봉기에 의해 군부정권이 붕괴될 경우 군 수뇌부는 국민들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는 유사민간화라는 선택을
결정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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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시작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2010년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시행되었으며,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개혁과 개방 의지를 부분적으
로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양공의 경제학자와 경제전문
가는 총선은 정권교체에 이은 민주화보다 경제적 영역의 자유화를 예상할
수 있는 과도기로 신정부 출범 이후 민간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낙관했다. 그
러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학자와 관료 사회의 장벽은 장래성 있는 경제정책
을 채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Maung Aung 인터뷰 2010/
08/11; Myo Htet 인터뷰 2010/08/16). 즉 폐쇄적인 경제정책에서 개방을
채택할 여건은 충분하지만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의 의지가 확고해야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현재로 총선에서 당선된 인물들은 대부분 현 군 요직
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로 경제정책에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급진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은 불가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신정부의 개혁 의지를 표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고수
했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일군의 경제학자, 관료, 경제전문가에게 일임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2010년 총선은 정통성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관권선거 성향이
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군부정권을 반대했던 국가들과 달리 중국, 인
도, 아세안 등 주변 주요국들은 총선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토대를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에서
미얀마는 지정 및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느
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정권을 가진 주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물론 대미얀마 정책을 행사하는 국가의 정치체제가 미얀마와 유사할
경우 우호적인 경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외교정책의 일면일 뿐
이다.
반면, 미얀마는 현재와 같은 지역 구도에서 균형론자적인 역할을 더욱 강
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요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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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에도 소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 미얀마에 중국은 절대적인 동반자이지만 현재와 같이 종속되는 구
도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신정부 구성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가
예상되는바 이제 미얀마는 아세안의 일원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협력과
아세안헌장 준수에 동참하며, 2015년으로 예정된 아세안 경제통합을 대비할
것이다. 그 외 다자간 또는 양자간 경제협력에도 소극적이지 않을 것 같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참가 국가와 경제적 이익관계를 넘어 국익을 추
구할 수 있는 외교노선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미얀마 정책을 전
향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자원, 노동력의 보고이며 동아시아 최후의 미개척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농후
한 국가이다. 또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의 관문으로 중국의 남서실크로드 부활
정책과 인도의 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안다만해를 낀 해양인
접 국가로서 해상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회원국으로
서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은 미얀마의 천혜 자원과 노동
력을 이용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미얀마 사회발전에 기여함
으로써 미얀마와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이 아세안과 미얀마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패권을 결정하는 데 한국이
중추적인 균형론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종국에는 미얀마와 아시아지역 질
서에서 중국과 인도위협론을 상쇄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
익과 실리외교를 통한 한국형 선진외교에 기여하는 아시아 중견국가의 위상
에 걸맞은 한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미얀마의 정치 및 경제적 변화가 지역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보
다 클 것으로 확신되는바 한국이 아세안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
키기 위해서라도 대미얀마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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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성 이후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과 소수종족의 지속적인 무장투쟁 전
개, 아웅산수찌를 중심으로 한 장외세력들의 집결과 국민적 지지 등으로 인
한 정치적 불안, 열악한 사회 인프라, 경제적 주도권이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존 세력들의 보수적인 정책, 시장경제체제와 제도에 취약한 관료
사회의 소극적인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개혁의 부진이 미얀마의 변화를 지
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녹색 군복에서 민간인을 상징하는 롱지
로 옷만 갈아입은 총선 결과에 따라, 여전히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언제까지 정치 무대에 생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미얀마의 미래는 달라질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은 군부정권과 같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얀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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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rospects for Regime Change and Korea’s
Expansion Strategies in Myanmar after the
Myanmar’s General Elections
Jun Young Jang

This study aims to seek for Korean’s strategies and responses to expand
in Myanmar, investigating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of a new
Myanmar government in 2011 and the changing possibilities of the major
countries toward Myanmar. To do this, this study firstly analyzed the whol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s which were held on 7
November, 2010 after 20 years since 1990.
Secondly, it scrutinized view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response
of the Burmese authorities. Then the Burmese economic reform achievement
was surveyed focusing on privatization ahead for the general elections, and
verified a diplomatic and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Myanmar.
Based on mentioned points, this paper finally aims to set up a new Korea's
approach toward Myanmar.
This general elections were blamed in means of undemocratic, unfair,
unfree and not inclusive for the people since approved the new constitution
after the referendum in 2008. This claims were not changed when electoral
situation had launched in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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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main political parties such a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hich is the winner in the 1990 general elections and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SNLD) did not register the political party to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but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Aung San Suu
Kyi and other 2,100 peoples cannot run for election candidate and vote for
the parliament as well.
Therefore, the general elections could be estimated as being manipula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as not a multi party democratic ones in
terms of free and fair because the members of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were filled with pro-government figures, electoral laws which
were included the heavy prohibitions and regulations were severely
undemocratic, and key incumbent members took part in the runs for elections
as a party member of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which
is

pro-government

political

party

came

from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USDA).
A new Myanmar government could be given legitimacy from the
surrounding countries and some neutralized countries may seek for new
approach to cooperate with Myanmar or make their own strategies to enlarge
in Myanmar, though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s were damaged
internationally. Internally, a new government could clear military regime as
has sustained by the military junta, but they would not keep their ruling
strategies like depending on physical power and closed sta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ven they would uphold a their ruling cause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uld cause physical benefit and social welfare to the
national peoples as doing away with the state owned economic structure,
giving them more privatization of the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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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cro level, there is possibility that regime support countries and
regime oppose countries sustain their original own policies toward Myanmar,
but we have to see the changing possibilities of Myanmar's strategies. Some
regime support countries would adopt more aggressive expanding strategies
than present limited advances toward Myanmar, participating in excavation to
energy sector and contesting regional hegemony in the Andaman Ocean and
Bay of Bengal. However, It seems that Myanmar will seek rather multiple
diplomatic approach than depending on the power countries what is a typical
manner at present in order to enlarge her national interests through using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s. On the way to do this, Myanmar wants
to be a pivotal country keeping the balance of power in Southeast Asia.
For those reasons, it is time that Korea has to consider turing previous
sideline approaches and needs to make a chance to preoccupy Myanmar
which is to be an emerging market Myanmar. Furthermore, Korea could be
an alternative power to check China and India, strengthening relation with
ASEAN including Myanmar rather than to be an observer on the regional
hegemony contest. It means that Korea can seek national interests with
continuous overseas market expansion, improves external national images,
makes advanced diplomacy which could create peaceful and harmonious
regional orders as well as has a good chance to establish a status as a
middle group country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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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민주화 7단계 로드맵(2003. 8. 30. 당시 킨늉 총리에 의해 발표)
제1단계: 1996년 이래 중단된 국민회의 재소집
제2단계: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 조치 강구
제3단계: 국민회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마련(2008. 2)
제4단계: 헌법초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2008. 5)
제5단계: 신헌법에 따라 총선 실시(2010.11. 7)
제6단계: 의회 구성(총선 실시 후 90일 이내)
제7단계: 발전적이고 평화로운 민주국가 건설(2011년 상반기 예상)

2. 2010 총선 발표 관련 법령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89호
(2010년 8월 13일)
각 의회의 다당제민주총선 선거일 공포
연방선거위원회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와 권한을 행사 중인 연방선거위원회
는 각 의회 선거법 제34조(c)와 각 의회 선거규정 제16조(a)에 의거 1372년 더
자웅몽 상순 1일(2010년 11월 7일), 일요일에 각 의회의 다당제 민주총선 실시
를 공포한다.
명령에 따라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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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헌법 주요 내용
제1장 기본 원칙: 신헌법 초안 작성 6대 원칙
제2장 국가구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
제3장 국가원수: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
제4장 입법부: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 중앙에 중앙의회가 양원을
통제. 군부는 무투표 25% 의석(상원 56/224, 하원 110/440, 지방
224/665) 할당.
제5장 행정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총리와 부총리는 각각 대
통령과 총리를 보좌.
제6장 사법부: 대통령이 중앙정부 후견인으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
력 행사 가능.
제7장 땃마도(군대): 헌법 수호의 핵심 조직. 국방장관이 전군을
통솔함. 각군 사령관은 부통령 직위에 준함.
제8장 시민권: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함.
제9장 선거: 선거권은 18세에 부여되며, 종교인과 수감자는 원칙
적으로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음.
제10장 정당: 조직은 자유로우나 국가의 3대 대의와 규율민주주의
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
제11장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되는 상황에
서 국방안보평의회를 소집함. 국방안보평의회는 대통령, 국방장관, 총
사령관, 각 군 총사령관 및 부사령관, 내무장관이 소집되고, 정권은 군
총사령관에게 자동으로 이양됨.
제12장 헌법개정: 헌법 개정안은 연방의회 의원 20% 이상의 찬
성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음.
제13장 국기, 문장, 국가, 수도.
제14장 임시조항: 헌법은 국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됨. 현재
모든 국가권력은 SPDC에 의해 집행됨.
제15장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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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위원회법
선거위원회법
(국가평화발전평의회 법 제2010호)
2010. 3. 8
전문
미얀마연방공화국의 헌법 443조에 따라 국가평화발전평의회는 정당과 투표권
을 행사하는 시민을 감독하는 선거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
을 제정한다.
제1장 명칭과 정의
1. 이 법령은 ‘연방선거위원회 법’이라고 지칭한다.
2. 이 법령의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a. 의회(Hluttaw)의 의미
1. 국민의회(하원)
2. 민족의회(상원)
b. 행정주(Region)의회 또는 자치주의회(자치주와 자치행정지역 내 의회
들)
2. 의회대표자들(국회의원)은 의회에 선출된 대표자들과 국방부 군총사령관
이 임명한 군부 인사 대표자를 의미한다.
c. 선거는 국민의회선거, 민족의회선거와 행정주의회 또는 자치주의회 선
거를 의미한다.
d. 선거구는 법령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규정하고 정한 국민의회선거구, 민
족의회선거구, 행정주의회 또는 자치주의회 선거구를 의미한다.
e. 유권자 명부는 유권자 자격이 있는 자들의 명단이고 각 선거구에서 준
비한다.
f. 위원회는 선거 및 정당을 감독하는 본 법령으로 조직된 연방선거위원회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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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위원회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네삐도 지방위원회
2. 행정주 또는 자치주 지방위원회
3. 자치구 또는 자치행정지역 지방위원회
4. 지방단위(district) 지방위원회
5. 구단위(township) 지방위원회
6. 마을단위(ward) 지방위원회
h. 정당은 정당등록법에 따라 창당된 정치기구를 의미한다.
i. 선거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선거와 자치행정지역의 주요
단체를 임명하고 선거분쟁을 심리한다.
제2장 조직
3. 국가평화발전평의회는 최초의 의회선거 실시와 정당을 감독하기 위해
‘연방선거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4. 선거위원회 의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a. 50세 이상인 자
b. 국민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는 자로 국가평화발전평의회가 간주하는 자
c. 품위와 진실성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자
d.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심을 가진 자
e.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
f. 급여, 수당, 특전이 주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개인 직위도 없는 자
5. 만약 위원회 의장이나 위원이 자발적으로 보직에서 사임하기를 원한다
면 국가평화발전평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보직에서 사임할 수 있다.
6. 만약 위원회 의장이나 위원의 자발적인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을 그만둔다면 국가평화발전평의회는 공석
에 새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서 규정한 신임 선거위원회 의장
이나 위원의 임기는 선거위원회에서 정한 잔여 임기이다.
7. 선거위원회 임기는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통령이 ‘미얀마연방공화국헌법’
에 기초하여 위원회를 조직한 날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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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무와 권한
8. 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의회선거 실시
b. 상기 언급된 선거의 감독과 감독에 대한 명령
c. 각 분과 위원회 감독과 감독을 위한 명령 갱신
d. 선거구의 규정과 재확정
e. 유권자 등록 기입, 유권자 등록 기입을 위한 명령, 유권자 등록 준비,
유권자등록 준비를 위한 명령
f. 상기 선거구 내 자연재해 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데 방
해될 수 있는 치안적인 문제로 인한 선거구 내 선거 연기와 취소
g. 선출된 의회의원(선출된 개인)을 인준하기 위한 인준안 발행
h.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법과 관련된 선거법원 조직
i. (미얀마연방)헌법 276조 h항에 근거하여 자치구 또는 자치행정지역의
주요 단체에서 특정 인물을 영입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 위해
선거법원을 조직.
j. 각 지역별 위원회에게 배당되는 재정의 분배와 재정 사용에 관한 감독권
k. 법령에 따라 정당의 행동에 대한 지침 제시와 관리감독
l. 기타 법령에 따라 양도된 기타 기능 수행
9.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 의한 과정과 결정은 최종단계이다.
a. 선거와 관련된 업무
b. 선거법원이 결정한 명령과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개정이나 항고하는 사례
c. 정당등록법에 의해 명기된 업무 수행
제4장 일반조항
10.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모든 재정과 선거 실시비용은 연방기금(국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11. 선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회는 관계부처, 단체와 저명인사로
부터 필요한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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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법안에 따라 형성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다당제민주총선위원회
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모든 절차와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13. 위원회는 필수적인 규칙, 절차, 공지, 명령과 이 법 조항 이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을 제정할 수 있다.
14. 다당제민주총선위원회법(국가법절서회복평의회 법 제88/1호)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되고 기각된다.

5. 선거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직위

주요 경력

1

Thein Soe

의장

전 군법무관, 전 대법원장, 신헌법 작성.

2

Win Ko

서기

헌법초안작성위원회 서기, 법학석사

3

In Zaw Naw

위원

까친지방법원 판사, 신헌법 작성

4

Khin Maung Nu

위원

N/A

5

Saw Ba Hlaing

위원

N/A

6

Ba Maung 박사

위원

전 미얀마 역사위원회 위원장

7

Nyunt Tin

위원

전 미얀마 전략 및 국제관계연구소 서기

8

Maung Tha Hla

위원

N/A

9

Sai Khan Hlaing 박사

위원

N/A

10

Aung Myint

위원

전 공무원선발 및 교육위원회 위원,
전 미얀마경제지주공사 대표
전 군법무관

11

Myint Naing

위원

전 법무차관

12

Tin Aung Aye 박사

위원

전 양공대학 학장, 신헌법 작성

13

Myint Kyi 박사

위원

전 양공대학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미얀마여성연합(MWAF) 의장

14

Khin Hla Myint

위원

N/A

15

Tha Oo

위원

N/A

16

Maung Htoo 박사

위원

전 몽유아대학 학장

17

Tha Htay

위원

N/A

18

Win Kyi

위원

N/A

자료: http://www.irrawaddy.org/election/election-watch/53-profiles/179- profiles-of-unionelection-commission-members.html

185

부록 │

6. 정당등록법
정당등록법
(국가평화발전평의회 법 제2010/2호)
2010년 3월 8일
전문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 제443조에 의거 국가평화발전평의회는 연방의 비
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의 목적을 추구하며 진정하고 규율이 잡힌 다당제
민주체계의 시행과 연방의 통합원칙을 준수할 정당 조직 법령을 제정한다.
제1장 명칭과 정의
1. 이 법령은 ‘정당등록법’이라 칭한다.
2. 이 법령에 명기된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연방은 미얀마연방공화국을 의미한다.
(2) 행정주 또는 자치주는 현존 행정주들과 자치주들을 의미한다.
(3) 위원회는 연방선거위원회를 의미한다.
(4) 정당은 이 법령에 제시된 것처럼 위원회에 의해 설립 허가를 필하고,
진정한 규율 잡힌 다당제 민주체계를 수용하고 신뢰해야 하며, 정치적 이념
에 기초한 정당체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5) 정당은 전국이나 각 지역 중 하나에서 운동을 하는 정당을 의미한
다. 이 표현과 용어는 모든 정당의 지역당도 포함한다.
(6) 선거는 국민의회선거, 민족의회선거, 그리고 행정주 또는 자치주 선
거를 의미한다.
(7) 총선은 의회의 정기 임기를 위해 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행되
는 선거를 의미한다.
(8) 위원회에 의한 보궐선거는 의회의 임기 내 선거 연기로 인한 선거구
공석이 발생하거나 현행 법령에 의거 의회 대표 자격에서 사망, 사임 또는
소환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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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구는 의회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미리 정한
국민의회선거구, 민족의회선거구, 행정주 또는 자치주 선거구를 의미한다.
(10) 정당 자산은 정당 기금, 정당의 유동적 또는 부동적 자산을 의미한다.
(11) 종교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불교신자의 경우 승려, 수도승, 복사, 비구니를 의미한다.
부연설명: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승려 또는 일시적으로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
② 기독교인의 경우, 사제로 서임된 것으로 인정되어 교회활동과 관계된
자와 목사이거나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에서 임명된 자 혹은
대주교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개인과 종교적 규칙이나 결정을 준
수하는 단체나 조직에 활동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③ 힌두교의 경우, Sannyasi(힌두교의 고행자), Mahant(수도원장) 혹
은 힌두교 사제이다.
(12) 재소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거나 복역 중인 자를 의미한다.
이 표현에는 복역 중에 하급 법원에서 항소하거나 개정된 자도 포함한다.
제2장 정당 설립과 등록
3. (a) 연방 전체, 행정주 또는 자치주 내에서 기구 활동을 의도하는 정당
을 설립하고자 하는 최소한 15인 이상의 집단이면 정당 명칭을 기입하고
정당원으로서 정당에서 활동할 자들의 명단을 법령에 의거 그들의 활동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 지원서에는
본 법령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본 법령
제4조를 만족시켜야 한다.
(b) 위원회 측에서 지원서를 신청 받을 때 지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고 본 법령 제4항을 만족시켰을 때 정당 설립을 허용한다. 만약 본 조항
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를 기각한다.
(c) 정당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는 위원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대표와
부대표를 당원들 가운데 선출해야 한다.
4. 정당을 설립하길 원하는 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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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권자, 영주권자, 귀화자, 임시 체류자
(b) 25세 이상인 자
(c) 종교인이 아닌 자
(d) 공무원이 아닌 자
(e) 연방을 대상으로 봉기를 일으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또는 연방
이 테러집단이라고 선언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또는 현행 법령에 의
거 불법적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또는 불법적인 단체와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자와 이들 단체의 사주를 받지 않은 자
(f) 향정신성 마약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
(g) 외국인이 아니거나 외국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은 자
5. 정당을 조직하기를 원하는 대표와 부대표는 기술된 정당등록비를 납
부한 후 정당으로서 정당등록을 하기 위해 다음의 언급된 사항을 형식에
맞게 기술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망하는 명칭, 정당 기, 정당 인장
(2) 정당이념과 정강
(3) 정당 규칙과 내규
(4) 성명, 부친 성명, 직업, 주소, 생년월일, 주민증번호, 영주권번호, 귀화
시민권 번호 혹은 임시 주민증번호.
(5) 본 법령 제6항에 대한 인지 서명
(6) 전 연방에서 단체행동을 할 정당의 경우 등록이 허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하며, 행
정주나 자치주에서 단체행동을 할 정당의 경우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500
명의 당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6.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날인이 본 법령의 제5항에 진술된 지원서
에 명기되어야 한다.
(1)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을 유지하고 수호함
(2) 현존 법령과 평화를 유지하고 수호함
(3) 미얀마연방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함
(4) 소요를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개인의 위신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

188│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거나 개별적 종족, 종교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동, 단체행동, 연
설, 글은 불허함
(5)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남용할 수 없음
(6) 정부, 종교단체 혹은 국외 단체, 상기 조직의 영향에 있는 조직이나
외국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토지, 건물, 차량, 자산을
받거나 사용한 당원이 없어야 함
7. 다음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될 권리를 기각한다.
(1) 현행 법령에 따라 불법단체로 지정된 어떠한 단체
(2) 연방을 대상으로 봉기한 반란단체와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인물 혹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법단체나 회원에게 접촉한 단체
(3)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유한 자금, 건물, 차량, 자
산을 사용하거나 획득한 단체
(4) 정부, 종교단체 혹은 국외의 단체, 상기 조직에 영향 아래 있는 조
직이나 외국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지원, 토지, 건물, 차량,
자산을 사용하거나 획득한 단체
(5)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남용한 단체
8. (a) 본 법령 제5항(a)에 따라 정당 명칭, 정당 기, 정당 인장 제출
종교 혹은 신앙과 관련되는 명칭이나 상징 또는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
속, 주권영속이라는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한다.
(b) 정당등록 신청서 제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면 위원회
는 본 법령 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다른 정당의 명칭, 정당 기, 인
장과 별도로 정당 명칭, 정당 기와 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당에게 지시
해야 한다.
9. 정당 설립을 원하는 정당 대표나 부대표가 정당으로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시 위원회는 기존의 방법으로 검토해야만 하고 이후 규정에 따르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0. 당원 조직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
(a) 시민권자, 영주권자, 귀화자, 임시 체류자
(b) 18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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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교인이 아닌 자
(d) 공무원이 아닌 자
(e) 복역 중이지 않은 자
(f)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방에 위해를 가한 단체를 사주하거나 접촉
한 회원이 아닌 자와 연방에서 테러리스트라고 정한 자가 아닌 자 혹은 현
행 법령에서 불법단체라고 지정한 단체와 관련되지 않은 자
(g) 향정신성법령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
(h) 외국인 혹은 외국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은 자
(i) 본 법령 제6항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날인한 자
11. 정당은 본 법령 제9항에 따라 등록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정당 활
동이 시작된다.
(a) 기술된 조건에 순응하는 당원에게 당원증를 발행할 수 있으며 당원
가입비와 월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당 규정에 따라 단체 활동을 행할
수 있다.
(b) 이미 당원 자격을 취득한 당원들을 정리하여 당원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정당의 금지사항
12. (a) 만약 다음의 사항을 정당이 위반하면 정당으로서의 자격은 상실
된다.
(1) 국민의회와 민족의회 선거구, 지방의회 선거 등 총선에서 3개 이상
의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
(2) 현행 법령에서 불법단체로 지정된 정당
(3) 연방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감행한 소수집단과 사주 또는 직간접적으
로 접촉하거나 연방이 테러리스트 행위라고 지정한 행위를 한 자와 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
(4) 본 법령 제6항을 인지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국가재정, 토지, 주택, 건물, 차량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거
나 취득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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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1. ‘국가재정’이라는 표현은 연금, 공제액, 급여, 연방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된 자본을 포함하지 않음.
2. ‘국가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 차량, 자산’은 현행 법령에서 허
가하거나 임무를 위해 쓰이거나 연방기금으로 임대한 국가 소유의 토지, 주
택, 건물, 아파트 혹은 다른 공공주택, 국가 소유의 비행기, 기차, 차량 혹은
자산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6) 본 법령 제10항에 따라 당원을 제명시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7) 본 법령 제5항(f)에 명기된 당원 수에 조직하지 못했을 경우
b. 본 법령 (a)에 위배되는 정당은 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정당
은 해산되어야한다.
13. 본 법령 제5항(f)에 따라 정당은 정당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 정당
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신청을 한 후 정당원이 필요 수 이하일
경우 90일 이내 최소 정당원 수를 채워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는 해당 정
당을 등록하지 않고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제4장 기금, 자산의 축적과 유지, 지출, 회계와 해산
14.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정당 소유의 자산 유지와 기술된 재무 회계
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 당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혹은 서기
(b) 각 지방 당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혹은 마을 단위 지방당과 관련한
지부장
15.(a) 정당은 다음과 같이 재정을 유지하고 획득된다:
(1) 정당 가입비와 월 활동비는 본 법령 제11항에 따라 징수된다.
(2) 국내 개인 시민, 기구, 개인 기업이나 그룹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
한 자금과 자산은 정당에 귀속된다.
(3) 정당이 소유한 사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과 소득
(b) 본 조항(a)의 (1), (2)에 따라 취득된 자금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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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회 회기 내 정당은
(a) 정당 활동에 의한 정당 내규에 따라 지출이 시행될 수 있다.
(b) 총선이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각 의회 후보자를 위해 지출이 시행
될 수 있다.
17. 정당은 명기된 정당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고, 정당에 소속된 자산
의 명단을 만들어서 매년 회계연도마다 최종 재정상태를 산출해야 한다.
18.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정당 재정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선거위원회 감사가 가능하다. 재정에 대한 감사 중 연방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선거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9. (a) 만약 상기 정당이 스스로 해산하거나 본 법령에 따라 등록이 철
회된다면 정당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당 소유의 자산을 포기해야 한
다. (b) 연방정부와 기구들은 본 조항 (a)에 따라 몰수된 자산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5장 일반조항
20. 본 법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a)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결론적이어야 한다.
(b) 어떤 법원에서도 기소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21 개인은 한 번에 한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다.
22. 정당 지부는 행정적 기준에서만 조직 가능하다.
23. 현행 법령, 규칙, 절차, 공지, 명령과 지시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이행
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위원회의 업무
를 감독하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a) 만약 정당이 현행 법령이나 본 법령의 조항, 규칙, 절차, 공지, 명령
과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 내에 정당에게 필요
한 업무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
(b) 만약 정당 내 문제로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불만사항을 조사한
후 연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해당 정당에게 적합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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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만약 정당에서 본 조항 (a)와 (b)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향
후 3년간 해당 정당을 정당으로 등록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d) 만약 정당이 본 조항 (c)에 따라 정당등록이 보류되면 정당은 보류
기간 동안 위원회가 지시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이 보류되어야
한다.
(e) 만약 정당이 본 조항 (c)에 따라 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시사
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해산해야 한다.
24. 정당등록법(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법 제88/4호)하 현존하는 정당들
이 정당으로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면 본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술한 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정당은 자
동적으로 해산되고 정당등록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25. 본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필수적인 규칙, 절차, 명령,
공지와 지시사항을 공포하고 출판할 수 있다.
26 정당등록법(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법 제88/4호)은 이 법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서명 땅쉐
의장
국가평화발전평의회

193

부록 │

7. 총선 참가 정당
가. 참가 정당
전국정당
재 ․National Unity Party
등
록

소수종족정당
샨

여카잉

군 ․Union Solidarity and
부 Development Party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Lahu National Progressive Party
․Mro or Khami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

몽

․All Mon Region Democratic Party

․88 Generation Student Youths
․Unity and Democracy Party of Kachin
까친
(Union of Myanmar)
State
․Democracy and Peace Party
․Chin National Party
․Peace and Diversity Party
친
․
Chin Progressive Party
․National Democratic Force
․
Ethnic National Development Party
․National Democratic Party for
Development
․Kaman National Progressive Party
․National Development and Peace
․Karen/Kayin People’s Party
Party
까렌 ․Kayin State Democracy and Development
․New Era People Party
(꺼잉) Party
신
․National Political Alliance Party
․Kayan National Party
당
․Democratic Party(Myanmar)
․Phalone–Sawgaw Democratic Party
․Union Democracy Party
․Khami National Development Party
․United Democracy Party
여카잉 ․Rakhine State National Force (Myanmar)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Rakhine Nationals Development Party
National Politics
․Wuntharnu NLD (Union of
․Inn National Progressive Party
Myanmar)
․Pa-O National Organization
샨

계

15개

․Palaung(Talaung) National Party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Wa Democratic Party
․Wa National Unity Party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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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근거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97호
(2010년 9월 14일)

정당등록 허가와 등록 철회 정당
1. 2010년 8월 31일 고시 제2010/1호에 의거 연방선거위원회는 2010
년 11월 7일에 개최할 각 의회 다당제 민주총선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정당
들에게 법령에 따라 정당등록 지원을 고시하였다. 또한 2010년 9월 4일 고시
제2010/18호에 따라 정당등록법 제25조를 충족시킨 아래의 10개 정당은 정
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60일 이내 연방선거위원회에 정당등록 허가
를 신청할 수 있다.
(a)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b) National Unity Party
(c) Union Kayin League
(d) Union Pa-O National Organization
(e) Mro or Khami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MKNSO)
(f)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g) Shan Sate Kokang Democratic Party
(h) Lahu National Development Party
(i) “Wa” National Development Party
(j)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2. 정당등록법 제25조를 충족시킨 제 1조에 명시된 10개 정당 가운데 다
음의 5개 정당은 60일 이내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신청을 완료했다.
(a) Mro or Khami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MKNSO)
(b) National Unit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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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ahu National Development Party
(d)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e) Union Kayin League
3. 제1조에 명기된 10개 정당 가운데 다음의 5개 정당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법에 따라 해산된다. 이 정당들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당 등록은 취소되었고 해산되었다.
(a) Union Pa-O National Organization
(b)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c) Shan State Kokang Democratic Party
(d) “Wa” National Development Party
(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4. 연방선거위원회는 2010년 11월 7일에 개최될 다당제 민주총선에 참가
할 42개 정당은 상기 제2항에 포함된 5개 정당과 37개 신설정당이다.
5. 42개 정당 중 다음의 37개 정당은 의회 후보자로써 2010년 11월 7일에
개최될 다당제 민주총선의 국민의회선거구, 민족의회선거구와 지방선거구 중
적어도 세 개의 선거구에서 경쟁해야만 정당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a) Mro or Khami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MKNSO)
(b) National Unity Party
(c) Lahu National Development Party
(d)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e) Pa-O National Organization (PNO)
(f) Democratic Party (Myanmar)
(g) Kayan National Party
(h) Rakhine State National Force of Myanmar
(i) Kayin Peoples Party
(j) “Wa” National Unity Party
(k) Taaung (Palaung) National Party
(l) All Mon Region Democrac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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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emocracy and Peace Party
(n)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o) United Democratic Party (UDP)
(p) 88 Generation Student Youths (Union of Myanmar)
(q)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National Politics
(r) National Political Alliances League
(s) Chin National Party
(t) Wunthanu NLD (Union of Myanmar)
(u) New Era People’s Party
(v) Union Democracy Party
(w) Peace and Diversity Party
(x) Chin Progressive Party
(y) Inn National Development Party
(z) Rakhine Nationalities Development Party
(aa) “Wa” Democratic Party
(bb) Phalon-Sawaw Democratic Party
(cc) National Democratic Party for Development
(dd)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ee) Ethnic National Development Party
(ff) Kaman National Progressive Party
(gg) Khami National Development Party
(hh) National Democratic Force Party
(ii) Unity and Democracy Party (Kachin State)
(jj) Kayin State Democracy and Development Party
(kk) National Development and Peace Party
6. 다음의 등록이 승인된 5개 정당은 다당제 민주총선의 최소한 3개 선거
구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정당등록법 제12조(b)에 의
거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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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on Kayin League

등록번호 11

(b) Myanmar New Society Democratic Party

등록번호 20

(c) Myanmar Democracy Congress

등록번호 34

(d) Mro National Party

등록번호 35

(e) Regional Development Party (Pyay)

등록번호 39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104호
(2010년 9월 16일)

정당 허가 철회 및 정당 해산
1. 연방선거위원회는 정당등록법 제3조에 의거 정당으로 등록하여 다당제
민주총선에 참가를 희망하는 집단을 승인했다.
2. 정당등록법 제5조, 제7조에 의거 조직된 All National Unity and
Development Party Kayah State이 30일 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정당등
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승인은 취소되고 정당은 해산된다.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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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정당 소개
가. 전국정당
▶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대중단체 연방단결발전연합(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발전적 해체를 통해 조직된 여당이다. 현 떼잉쎄잉 총리와 현
역에서 퇴임한 중앙부처 장관들이 당 수뇌부를 구성한다. 선거위원회는 ‘공
무원’의 정의를 장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모든 지역구와 지방의회에 후보자
를 냈는데, 몇 달간 선거 캠페인을 했지만 USDA와 군부체제에 대한 적의로
여전히 인기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76.5%의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 국민통합당(NUP: National Unity Party)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을 계승한 정당으로 당 대표는 뚠이(Tun Yi)로
과거 군부사령관 출신이다. NUP는 1990년대에도 존속하는 정당으로 현재 군
부가 독자적으로 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현 군부와 관련은 없지만 여전히 군부
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된다.
1990년 총선 당시 지지율은 21%로 NLD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의석
수는 10석에만 그쳤다. 최근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구 군
부 인사와 연계되어 있다. 약 1,000개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등록시켜 USDP
다음의 거대정당이지만 USDP 출신 당선자가 많을수록 NUP의 의석 획득 수
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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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민주주의의 힘(NDF: National Democratic Force)
NLD가 총선 불출마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신당 창당에 착수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땅응에잉(Than Nyein)과 킨마웅쉐(Khin Maung
Swe)였다. 킨늉 전 총리의 매제인 땅응에잉 박사는 1989년 NLD의 공동 창당
자이며 중앙집행위원회(CEC) 위원으로 1998년부터 11년간 투옥되었다. 같은
CEC 위원인 킨마웅쉐도 1990년부터 16년간 투옥되었으나 2008년에 석방되었
다. 땅응에잉 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킨마웅쉐는 이전 NLD 활동이 대역죄라
고 판결된 사실로 인해 선거위원회가 그들의 입후보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해
2010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NDF는 NLD 내부의 비판을 받았으나 군부 통치에 실망한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군부의 탄압과 압력,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164명이 후보자를 양공과 만달레에 집중적으로 입후보시키는 데 그쳤다. 또
한 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소수종족 정당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치구
내 입후보는 포기했다.
▶ 민주당(DPM: Democratic Party Myanmar)
정당대표인 뚜웨(Thu Wai)는 동명 정당명으로 1990년 총선에 출마했지
만 단 1석을 획득하는 데 그친 후 해산되었다. 2010년 총선 출마를 최초로 공
론화하였는데, 뚜웨 대표를 제외하고 주요 창당인사로 민간정권기(1948~62)
총리와 부총리의 여식들인 딴딴누(Than Than Nu: 우 누의 여식), 초초쬬응예
잉(Cho Cho Kyaw Nyein: 쬬응예잉의 여식), 네이바쉐(Nay Yee Ba Swe: 바
쉐의 여식) 등이다.
총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고, 주로 버마족이 사는 지역의 하원에 출마했다.
뚜웨는 태국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금지되며, 딴딴누도 2003년
본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국내 거주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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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수종족정당
▶ 샨민족민주당(SNDP: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샨주
정당기에 백호가 그려져 있어 백호당(白虎黨)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당은 종
족성과 상관없이 샨주의 모든 지역민들을 대표한다. 참가 정당 중 네 번째로
많은 157명의 출마자를 냈는데, 자치지역을 제외하고 샨주 모든 선거구에서
경쟁력이 있다. 중앙당은 양공에 있는데, 샨족이 다수 거주하는 까친주에도 출
마자를 냈다. 샨민족민주연합(SNLD)의 전사무총장인 아이파오(Ai Pao)가 대
표직을 맡고 있는데, 그는 소금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싸웅시(Saung Si) 또는 넬슨(Nelson)이라고 알려진 부의장은 1990년 총선
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 여카잉민족발전당(RNDP: Rakhine Nationalities Development Party):
여카잉주
무슬림 지역을 제외한 여카잉주와 여카잉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양공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44개의 선거구에 입후보자를 냈다. 원래 당명은 여카잉
민족번영당으로 현재 의장은 에마웅(Aye Maung)으로 여카잉과 양공을 왕래
하는 사업가들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 여카잉주국민의 힘(RSNFM: Rakhine State National Force of Myanmar):
여카잉주
양공에 중앙당을 두고 있으며 여카잉주와 양공 일부 지역에서 의석수 획득
을 목표로 했다. 20명의 출마자를 냈다. 의장은 에짜잉(Aye Kyaing) 부의장은
산띤(San T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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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진보당(CPP: Chin Progressive Party): 친주
친족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친주와 친족이 거주하는 저가잉주에서 41명의
출마자를 냈다. 정당은 전 공무원으로 지난 8월 노땅깝(No Than Kap) 대표,
리안체(Lian Ce) 부대표체제로 전환했다. 이들은 모두 전직 공무원이다.
▶ 친민족당(CNP: Chin National Party): 친주
역시 친족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23명의 출마자를 냈다. 의장은 인권운동가
이자 만화가인 조잠(Zo Zam)이다.
▶ 까렌국민당(KPP: Kayin People’s Party): 까렌(꺼잉)주
까렌족을 대표하는 정당이지만 까렌주에는 4개 선거구에만 출마자를 냈고,
까렌족이 거주하는 에야워디주, 버고주, 떠닝다이주, 양공주, 몽주 등 주로 남
부 지역에 41명의 출마자를 냈다. 당대표인 뚠아웅뮌(Tun Aung Myint)은 퇴
역 해군장교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지역사회의 유명인사이다.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정부와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 전몽주민주주의당(AMRDP: All Mon Region Democracy Party): 몽주
몽주와 까렌주 33개 선거구와 떠닝다이주 1개 선거구 등 총 34명의 출마자
를 냈고, 몽족의 통합을 목적으로 창당되었다. 대표인 응웨떼잉(Ngwe Thein)
은 작사가이자 전 교육공무원으로 높은 지도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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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선 참가를 위해 퇴역한 군부 명단
가. 1차 퇴역(2010. 4. 26 퇴역)

장관급 인사(27명)
Thein Sein 총리(대장)
Nyan Win 외무부(소장)
Htay Oo 농업관개부(소장)
Soe Thein 제2공업부(중장)
Thein Swe 교통부(소장)
Lun Thi 에너지부(준장)
Aung Min 철도수송부(소장)
Tin Naing Thein 상무부(준장)
Soe Naing 호텔관광부(소장)
Hla Htun 재정조세부(소장)
Thein Zaw 통신체신부(준장)
Thura Myint Maung 종교부(준장)
Khin Aung Myint 문화부(소장)
Tin Htut 협력부(소장)
Thein Nyunt 국경지역발전부(대령)
Zaw Min 제1전력부(대령)
Khin Maung Myint 건설및제2전력부(소장)
Thura Aye Myint 체육부(준장)
Kyaw San 정보부(준장)
Thein Aung 삼림부(준장)
Maung Oo 내무및이주부(소장)
Ohn Myint 광산부(준장)
Maung Maung Swe 사회복지부(소장)
Maung Maung Thein 어업부(준장)
Lun Maung 감사원장(소장)
Aung Thein Lin 양공시장(준장)
Phone Zaw Han 만달레시장(준장)

차관급 인사(19명)
Khin Maung Kyaw 제2공업부(중령)
Kyaw Swar Khine 제2공업부
Thuyein Zaw 국가계획부(대령)
Nyan Htun Aung 교통부(대령)
Tin Htun Aung 노동부(준장)
Aung Myo Min 교육부(준장)
Than Htay 에너지부(준장)
Aung Htun 상무부(준장)
Aye Myint Kyu 호텔관광부(준장)
Hla Thein Swe 재정조세부(대령)
Thein Htun 통신체신부(소장)
Thura Aung Ko 종교부(준장)
Myint Thein 건설부(준장)
Win Sein 이주부(준장)
Tin Ngwe 국경지역발전부(대령)
Win Myint 제2전력부(준장)
Bhone Swe 내무부(준장)
Kyaw Myint 사회복지부(준장)
Maung Par 양공부시장(대령)

자료: Nayee Lin Let(2010/05/06). http://www.irrawaddymedia.com/multimedia.php?art_id=184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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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퇴역(2010. 8. 27 퇴역 10인)
직책

계급

성명

국방부 장관 및 군총사령관

원수

Than Shwe

군부사령관

대장

Maung Aye

국방부 합동참모장

대장

Thura Shwe Mann

국방부 부관참모

대장

Tin AUng Myint Oo

국방부 특별작전국(BSO)

중장

Thar Aye

국방부 특별작전국(BSO)

중장

Ohn Myint

국방부 특별작전국(BSO)

중장

Myint Swe

국방부 병참참모

중장

Tin Aye

국방부 감사감

중장

Maung Shein

공군참모총장

중장

Myint Hlaing

자료: http://www.irrawaddy.org/article.php?art_id=19323, http://www.mizzima.com/news/insideburma/4298에서 취합 작성.

다. 입후보자 등록 공고 관련 법령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90호
(2010년 8월 13일)
각 의회의 후보자 명단 제출, 검증, 철회와 관련한 일자 공표
각 의회 선거규정 제16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 중인 연방선거위원회는 다음
과 같은 일자를 공지한다:
(a) 각 의회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 명단 제출 개시일: 1372년 와가웅
상순 6일(2010년 8월 16일)
(b) 각 의회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 명단 제출 마감일: 1372년 와가웅
하순 5일(2010년 8월 30일)
(c) 의회 입후보자 명단에 대한 검증 기간: 1372년 와가웅 하순 12일-또
드린 상순 2일(2010년 9월 6일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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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희망에 따라 의회 입후보자 등록 철회 최종일: 1372년 와가웅 하순
9일(2010년 9월 3일)
명령에 따라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10. 총선 관련 각종 규제와 관련한 법령
가. 연방 선거위원회 지시 제2010/2호(2010년 6월 21일)
법령명: 정당 당원 행동사항
서문
1. 2010년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총선을 위해서 연방선거위원회는
정당등록법에 의거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2. 정당등록법 제9조에 의거 정당 설립 허가를 취득한 정당들은 제10조에
의거 당원을 동원하고, 제11조와 규칙 제13조(a)(b)에 의거 참가한 모든 정
당원의 명단을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3. 따라서 연방선거위원회는 등록된 정당들이 규정된 정당원을 소집하기
위한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정당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이 지시를 공포한다.
준수해야 할 절차
4. 정당들은 정확한 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지방선거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유세활동 실시
(b) 선거 인쇄 및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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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와 집회 허용의 적용 기준
5. 지정된 장소에서 연설과 집회를 원하는 정당들은 최소한 7일 전에 관계
지방 선거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a) 자치주 또는 행정주 지방선거위원회는 자치주 또는 행정주 지방선거위
원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한다.
(b) 지역단위(district) 지방선거위원회는 지역단위 지방선거위원회가 설
치된 지역을 관할한다.
(c) 구단위(township) 지방선거위원회는 상기의 (a)와 (b)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을 관할한다.
6. 정당 중앙당이나 지부에서 유세 및 집회를 희망하는 정당들은 최소한 7
일 이전에 해당 지방선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허가를 필할 필요
가 없다.
7. 신청등록자: 상기 제5항에 따라 신청과 관련하여 정당 중앙당, 자치주
또는행정주 지역당의 의장 또는 사무총장, 또는 앞의 두 직책과 같은 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 서명하고 신청해야 한다.
8. 지원서 내 명기해야 할 내용: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해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하여 규제와 규칙 등을 포함한 금지조항을 준수하고 유세
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해야 한다.
(a) 예정된 장소
(b) 예정된 일자
(c) 개시 및 종료시간(추정치)
(d) 참석자 수(추정치)
(e) 성명, 주민증(NRC) 번호와 허가된 연설자 또는 연설문
(f) 성명, 주민증(NRC) 번호와 입후보자 주소
9. 지방선거위원회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할 내용: 상기 제 5, 7, 8항에
따라 허가를 얻기 위해 각 지방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장한다.
(a) 지원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허가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필수업무
(b) 만약 허가가 승인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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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과 장소 배포
(2) 개시와 종료시간
(3) 성명, NRC 번호와 허가된 연설자 또는 연설문
(c) 선거 연설 동안 집회를 할 수 없고 구호를 지르며 지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며 깃발을 잡거나 줄을 서서 걷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집회와 구호가 끝날 경우 줄을 서서 걷거나 박수를 칠 수 없다.
(d)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허가되도록 규정된다.
(1) 관공서, 정부기구, 공장, 작업장, 직장, 시장, 운동경기장, 종교장소,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
(2) 연설을 위한 집회 장소로 지정된 연회장이나 건물의 수용력을 초과해
서는 안 됨(관련 정당은 건물이나 연회장 외부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점을
책임져야 함).
(3) 만약 집회와 연설을 위해 특정 장소가 야외라면 참석자의 수는 해당
집회장소의 수용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막대기, 칼, 무기와 탄약과 어떤 흉기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5) 교통이나 도로를 막는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6)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참석자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7) 확성기는 반드시 현재 규칙과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8) 기타 필수적인 제한 사항들
(e) 집회와 연설에 대한 허가는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집회와 연설에 대한 지원이 거부된다면 집회와 연설 시작 48시간 전에
거절 이유와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f) 만약 필요하다면 허가서에 열거된 규칙과 규제는 개정될 수 있거나 또
는 치안, 법과 평화의 원칙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g) 거주지역과 같이 잠정적인 공공장소에서 집회와 연설의 허가를 취득하
는 것은 각 지역별 평화발전평의회에 의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h) 집회와 연설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 평화발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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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치안군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i) 치안, 법의 지배, 지역의 평화를 해체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 평
화발전평의회와 치안군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출판물에 대한 권리
10. 만약 정당들이 공약, 비전,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문
건, 홍보물, 팜플렛을 출판하고 배포하기를 원한다면 각 정당들은 출판물과
출판자 감독 등록 및 각종 문서 조사 위원회가 공포한 인쇄물 출판 등록법
(1962)에 따라 2010년 3월 17일 공포된 지시(42)를 엄중이 준수해야 한다.
금지사항
11. 집회 및 연설과 출판 및 출판물 배포 행위에서 각 정당들은 다음의 금
지사항 중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에 해를 끼치는 행위
(b) 치안, 법의 지배, 공동체 평화에 해를 가하는 행위
(c) 미얀마연방의 헌법과 현존 법령에 대한 모독
(d)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의도로 연설을 하거나 출판을 하고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
(e) 땃마도를 파기할 의도 혹은 땃마도의 명예를 손상시킬 의도로 연설을
하거나 출판을 하고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
(f) 종족, 종교, 개인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도덕성이나 명예
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건을 만들거나 기구를 조직하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
(g)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남용하는 행위
(h) 교육에 해를 가할 의도로 배포된 홍보물 혹은 이와 관련한 발행과 선
동 및 연설행위
(i) 공무원 개인이 책임이 없거나 그들이 정부에 대한 거리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의도로 선동된 연설, 이와 관련한 출판 및 출판물 배포행위
12. 각 정당들은 현존 법령, 금지사항, 이 지시에 포함된 내용, 타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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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전에 관련된 출판물 인쇄와 배포, 연설과 관련되는 허가를 받아야 하
는 원칙 등에 반대할 수 없다.
13. 만약 정당이 본 지시의 어떠한 금지조항이나 허가에 필요한 어떠한 규
칙과 규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존법령뿐만 아니라 정당등록법에 의거 정
당에 대한 행동이 취해질 것이다.
14. 따라서, 2010년 다당제민주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
록 각 정당들은 연설과 출판물 출판 및 배포과정에서 이 지시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의장
연방선거위원회

나. 의회 입후보자의 집회와 유세에 관한 권리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91호
(2010년 8월 18일)
의회 입후보자의 집회와 유세에 관한 권리

1. 선거위원회는 2010년 8월 13일, 고시 제2010/89호를 통해 2010년
11월 7일 다당제 민주총선이 개최될 사실을 공포했다. 또한 2010년 8월 13
일 고시 제 2010/90호를 통해 의회 입후보자 명단 신청 개시일과 만료일, 후
보자 검증, 후보지원 철회기간도 공표했다.

2. 명단이 제출된 해당 의회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문과 연설을 통해 각 입후보자의 정책, 입장, 공약
을 제시하려면 이 고시에 기술된 다음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209

부록 │

절차

3. 선거 입후보자와 선거 대표단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지방선거위원회가 관할하는 허가된 장소에서 집회와 연설
(b) 홍보물 배포와 전달
집회와 연설에 관한 허가 지원

4.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나 유세를 원하는 입후보자와 선거 대표단들은 7
일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각 지방선거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
다.
(a) 각 주 지방선거위원회 사무소를 관할하는 각 주의 지방선거위원회
(b) 각 구(township) 지방선거위원회 사무소를 관할하는 각 지역
(district)의 지방선거위원회
(c) (a)와 (b)에 명기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관계된 구 지방선거위
원회

5. 정당 본부와 지부에서 집회와 유세는 각 지방선거위원회에 미리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6. 지원 자격: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얻고자 할 때 입후보자 또는 선거 대
표단이 지원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7. 지원서 내 포함되어야 할 내용: 허가를 얻고자 하는 지원서 내에는 의회
입후보자와 정당 대표단은 금지조항, 허가에 포함된 조항, 기본 조항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유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a) 예정된 장소
(b) 예정된 일자
(c) 개시와 종료시간(추정치)
(d) 참가자 수(추정치)
(e) 성명, 주민증(NRC) 번호, 연설자(들)의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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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성명, NRC 번호, 신청자의 주소

8. 하위 지방선거위원회의 검증: 본 고시 제4, 6, 7항에 의거 허가 지원서
와 관련하여 하위 지방선거위원회는
(a) 반드시 신청서를 철저히 조사한 후 허가 또는 거절을 결정한다.
(b) 다음의 사항들은 반드시 허가명령에 언급되어야 한다.
(1) 허가날짜와 장소
(2) 개시와 종료시간
(3) 성명, NRC 번호, 허가된 연설자(들)의 주소
(c)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와 연설을 하는 동안 깃발을
드는 행위와 구호를 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과 구호를 외치지 않고 해
산하는 과정이 명기되어야 한다.
(d)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허가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1) 관공서, 정부기구, 공장, 작업장, 직장, 시장, 운동경기장, 종교장소,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2) 만약 집회와 유세장소가 건물 내부일 경우 좌석 수용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건물이나 연회장 외부에 공적인 집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
장함).
(3) 집회와 유세장소가 개방된 장소이면 수용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막대기, 칼, 무기와 탄약 기타 어떤 무기류도 소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
(5) 교통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
(6)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변 지역에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로 허가된 연
회장이나 장소에서 알맞은 크기로 사용해야 한다.
(7) 확성기 사용은 현행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8) 다른 필수적인 규정들
(e) 집회와 유세에 관한 허가는 개시 48시간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허가 거
절은 집회와 유세가 시작되기 48시간 전 사유와 함께 공지되어야 한다.
(f) 치안, 법의 지배, 공동체 평화 확보가 필수적이라면 본 고시에 명기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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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은 개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g) 집회와 유세와 관련된 지역 내 허가된 공공장소는 각 평화발전평의회의
조정에 따라 미리 지정되어야 한다.
(f) 각 평화발전평의회와 치안대는 집회와 유세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i) 각 평화발전평의회와 치안대는 치안, 법의 지배, 공동체 평화에 위협을 주
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방 수단을 취할 수 있다.
홍보물 발간 권리

9. 후보자와 정당 대표자가 유권자를 위한 그들의 정책, 입장, 정강에 대한
문서, 책자, 팜플렛을 출판하고 배포하고자 한다면 1962년 제정된 인쇄물과
출판물 등록법과 정보부처 산하 출판물과 출판자 감독 등록 및 각종 문서 조
사위원회가 2010년 3월 17일 공포한 지시 제42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규제조항

10. 후보자와 정당 대표들은 집회, 연설과 홍보물 배포에 대한 다음의 규
제들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b) 치안, 법의 지배, 공동체 평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c) 미얀마연방의 헌법과 현행 법령의 불복종
(d) 폭동을 의도하거나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의 유세나 출판물
을 배포하는 행위
(e) 땃마도를 와해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의 유세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
(f) 종족, 종교, 개인 또는 공공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도덕성과 명예를 해
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유세를 하거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행위
(g)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오용하는 행위
(h) 폭동을 조장하고 평화에 해를 끼칠 의도의 출판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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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부를 대상으로 시위를 일으
킬 의도로 출판된 출판물 배포와 폭동 조장

11. 입후보자와 정당 대표자들은 현행 법령, 본 고시에 포함된 규제조항,
정당의 정책, 입장, 정강이 수록된 출판물 배포와 집회 허가 규정을 위반해서
는 안 된다.

12. 입후보자와 정당 대표자들은 본 고시에 포함된 어떠한 규제조항들 또
는 허가에 필요한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과 함께 정당등록법,
선거법에 따라 어떠한 행동에도 책임을 진다.

13. 따라서, 2010년에 개최되는 다당제 민주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
시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을 위한 출판물 배포와
집회, 유세에서 이 고시들에 대한 입후보자와 정당 대표들이 존중해 줄 것을
고시한다.
명령에 따라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유세권
미얀마연방 연방선거위원회 네삐도
고시 제2010/98호
(201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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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텔레비전 유세권
1. 연방선거위원회는 2010년 8월 13일 고시 제2010/89호를 통해 2010
년 11월 7일 각 의회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당제 민주총선을 실시한다고 공포
했다. 그리고 정당 구성과 등록허가를 실시했다. 또한 2010년 9월 14일 고시
제2010/97에 의거 37개 정당이 정당으로 인정받아 허가를 부여했다.
2. 37개 정당은 다당제 민주총선에서 선거유세를 위해 2010년 10월 31
일까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그들의 입장과 공약 제시허가를 취하도록 되
어 있다. 만약 정당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선거유세를 하기를 원한다면
당 대표나 서기는 적어도 7일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에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A4용지 7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각 부처와 기구들과 공조하여 연방선거위원회는 모든 정당들이 라디오
와 텔레비전 유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정할 것이다.
4. 반드시 유세 원고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정보부와 공조하여 연방선거위
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허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b) 허가승인을 받으면 연방선거위원회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유세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을 언급해야 한다.
(c) 허가승인을 거부하면 연방선거위원회는 거절사유를 지원자에게 알려
야한다.
5.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유세하기 위해 정당은 다음 내용을 허가 받는
다.
(a) 라디오에 유세는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b) 텔레비전 유세는 15분 이내로 실시한다.
(c) 지정된 15분 동안 정당 당가가 전파를 탄다.
6.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유세할 때 정당은 다음의 제한사항을 위반해서
는 안 된다.
(a) 연방의 비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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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함.
(b) 치안, 법의 지배, 공동체 평화에 해를 끼치는 어떤 언급도 불가함.
(c) 미얀마연방 헌법과 현행 법령에 대한 불복종.
(d) 폭동을 선동하거나 국가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설은 불가함.
(e) 땃마도의 붕괴를 유인할 수 있거나 땃마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언행도 불가함.
(f) 종족, 종교, 개인이나 공동체에 위신이나 도덕성에 해를 끼치거나 분쟁
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또는 어떠한 언행도 불가함.
(g)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남용하는 행위
(h) 평화로운 학교 교육목적에 해를 끼치는 언급은 불가함.
(i) 직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을 기만하거나 정부에 대한 시위를 조장하도
록 사주하는 언행 금지
7. 만약 정당이 고시에서 제시된 어떤 금지사항 혹은 원칙 조항을 위반한
다면 현행 법령과 정당등록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행동이 취해질 것이다.
8.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정당의 정책, 입장과 공약을 유세하면서 정당은
2010년 11월 7일에 개최될 다당제 민주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도
록 본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명령에 따라
Sd/Thein Soe
의장
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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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얀마와 주요국 분야별 관계

정권
압력

아
세
안

주
변
국

경제
협력

원유․
가스

원조

외교
채널

군사
협력
✔

✔

✔

✔

말련

✔

✔

✔

베트남

✔

✔

✔

브루나이

✔

✔

✔

싱가포르

✔

✔

인니

✔

✔

✔

캄보디아

✔

✔

✔

✔

✔

✔

✔

✔

무기
거래

✔

✔

✔

필리핀

✔

뉴질랜드

✔

✔

미국

✔

✔

유럽연합

✔

✔

✔

캐나다

✔

✔

✔

호주

✔

✔

✔

✔
✔

✔

러시아

✔

✔

✔

✔

✔

방글라데시

✔

✔

✔

✔

✔

스리랑카

✔

✔

✔

✔

인도

✔

✔

✔

✔

✔

중국

✔

✔

✔

✔

파키스탄

✔

✔

북한

✔

✔

✔

일본

✔

✔

사우디

기
타

경제
제재

라오스

태국

서
방
국

정권
지지

✔

✔

✔

✔

✔

✔

✔

✔

✔

✔

✔

이란

✔

✔

✔

이스라엘

✔

✔

✔

이집트

✔

✔

✔

짐바브웨

✔

쿠웨이트

✔

✔

한국

✔

✔
✔

✔

※ 자료: http://www.mizzima.com/international=policy.html에서 약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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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여론 조사 및 결과 분석(필자)
▶ 배경
필자는 2010년 8월 2일부터 4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공무원, 사업가, 지식
인, 현역 및 퇴역 군인 등 30여 명(공무원 5명, 현역장교(중령급-3명), 퇴역장
교 7명, 사업가 10명, 지식인 5명, 기타 시민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절대적으로 삼가함)과 총선을 앞둔 정국 동향을 파악하고 총선 이후 정치 및
경제적 개혁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면접방식은 필자
가 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1:1 면접 방식을 택했고, 질문은 해당 면접자에 따
라 차별을 두되, 선거정국의 방향과 향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질의를
공통으로 실시했다. 질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질문 ① 선거에 투표할 것인가?
▶ 응답
공무원

현역장교

퇴역장교

사업가

지식인

합계

예

5

3

5

5

1

19

아니오

0

0

2

5

4

11

▶ 분석: 공무원의 경우 USDA 회원이고, 해당 중앙부서에서 투표 가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군인층은 대체적으로
선거참가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지식인은 선거부정이 예상되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표가 군부정당에게 행사될 수 있다
고 예상했다.
---------------------------------------------------------------▶ 질문 ② USDP가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 응답
공무원

현역장교

퇴역장교

사업가

지식인

합계

예

5

3

7

아니오

0

0

0

10

5

3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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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든 계층에서 USDP의 총선 승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이
는 야당의 선거운동 제한이나 방해, 물리력 행사, 부정선거 등으로 점철되는
가정이 성립될 때 가능할 것이다. 지식인의 경우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
한 야당이나 지하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게임에서 이미 군부가 승
리한 것으로 해석했다.
----------------------------------------------------------------▶ 질문 ③ 총선 이후 경제 분야의 민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 응답
공무원

현역장교

퇴역장교

사업가

지식인

합계

예

5

3

5

7

1

21

아니오

0

0

2

3

4

9

▶ 분석: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다수는 경제개혁에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했
다. 퇴역장교의 경우 군부와 민간기업의 결탁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는 민간인의 이름을 빌려 국영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칠 것
으로 예상했다. 사업가 계층은 총선을 통한 정치개혁보다 총선 이후 실시될
경제적 민영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총선 이후 미국과 유럽연
합의 경제제재 해제에 관심을 모았으며, 자신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기업을 부양한 한국의 과거를 좋은 본
보기로 들었다. 지식인의 경우도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총선과 마찬가지로 옷
을 갈아입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민간경제의 파급효과는 단기적
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질문 ④ 경제의 개방화가 이뤄진다면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유력 분야는 무엇인가?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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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역장교

퇴역장교

사업가

지식인

전력 및 에너지

4

3

3

3

13

지하자원

1

2

2

5

사회기간시설
부동산업
건설업

1

호텔 및 관광업

1

합계

1

1

3

1

4

2

2

5

농수산업

1
1

1

▶ 분석: 전 계층에서 전력 및 에너지 자원의 외국인투자를 제1의 유망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공무원과 현역장교의 경우 정부와 정부 간의 투자가 현실적
인 전략이라고 응답했고, 지식인의 경우 군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경제분야
이외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와 함께 국민의 질적인 수
준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적원조(ODA)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질문 ⑤ (공통 질문) 총선과 이후 정국
▶ 응답
- 공무원과 군인은 이번 총선의 여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2010년을 정치적 개혁의 원년으로 간주했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인 퇴역 공무
원과 군인 등은 대안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과 군인들
의 총선 출마와 당선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현재
체제에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전한 발전과정
이라고 역설했다.
- 사업가는 근본적으로 총선 이후 정치변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지
난 20년 이상 정체된 정치경제적 개혁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
다. 군부가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최소한 20% 이상 의석을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정치개혁에 이은 정치변동을 기대할 수 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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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의 경우 현 체제의 변화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는 회의론과 함께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
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2~3기 이후 야당세력
의 성장을 예상했다.
- 공통적으로 군부를 지지하지 않는 면접인들은 총선 투표를 포기할 계획이
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부정이 자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개혁과 민영
화에 대해 공무원 및 사업가 계층은 민영화에 고무적이며, 특히 사업가는 총선
과정보다 결과에 주목하며 순차적인 경제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탈정치화로 인해 대부분의 계층은 총선 및 정치
와 관련된 이야기는 삼가하며, 일부는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입
장을 보이기도 했다. NLD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이 다수였으나
USDP가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여하는 점에 대해서 긍정
적인 입장도 목격되었다.
- 지하운동가들은 NLD가 참가해야지 민주총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으나, 이들은 민주주의를 군부통치의 종식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The Voice, The Myanmar Times 등 미얀마어 및 영어판 주간지에는 선
거 관련 기사가 보도되지만, 주로 소수종족 정당이나 정당의 분열 등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역시 모든 기사는 선거위원회의 검열을 받는다.
▶ 총평 및 전망
이상의 현지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과 전망은 다음과 같
다. 이번 선거는 군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유사민간화를 위한 형식적인 수준
의 정치적 행사이며,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이상 군부가 조직한 USDP의
승리가 예상된다. 집권 군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과도군사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처해있으며, 군 수뇌부도 군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제한적 수준에서 구조적 개혁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다.
군부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아세안, 중국, 인도 등 주변국의 결과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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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계획했던 유무상 원조를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아세안의 공격적인 미얀마 진출이 예상되
며, 중국과 인도도 현재보다 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할 것
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도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
소한 도덕적 및 상징적 수준에서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이라와디(The Irrawaddy: 태국 치앙마이 망명언론사)의 선거 여론
조사 및 결과
▶ 질문 및 응답
<질문>
① 떼잉쎄잉 총리가 이끄는 USDP에 만족하는가?
공무원

현역장교

참전군인

대학생

시민

합계

만족

7

17

12

9

4

49

불만족

143

3

18

41

196

401

시민

합계

② USDP 소속의 출마자에게 투표할 것인가?
공무원

현역장교

참전군인

대학생

예

6

17

7

6

22

58

아니오

144

3

23

44

178

392

③ 총선에서 USDP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공명정대한 총선이 실시될 경우 USDP는 참패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응답자들의 지적대로 선거 승리를 위한 각종 선거부정이나
물리력 행사 등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경우 USDP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USDP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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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2010. 4, 양공 시내 남녀 20～70대, 5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NLD가 총선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투표 불참(252명, 48%), 투표 참가(198명,
38%), 무응답 및 미결정(70명, 14%).
▶ 2차(2010. 5, 양공 시내 20～60대 공무원(150명), 현역 장교(20명), 참전군
인(30명), 대학생(50명), 시민(200명) 등 4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14. 군부가족과 연관된 대표 기업
기업명

소유(또는 지분)

J&J

Tun Naing
Shwe

Myan New
Technology

Nan Dar Aye

Aye Shwe War

Aung Htet
Mann

쉐망(합동참모장)의 장남

Zay Gabar

Khin Shwe

쉐망과 사돈관계(킨쉐의 딸인 제진랏이 쉐망의
차남인 또낭잉망의 배우자)

Yetagun Const.
Group

Aung Zaw Ye
Myint

예뮝 중장(국방부)의 아들

Sunday Mart

Aye Mya Tha

아웅밍 소장(철도수송장관)의 딸, 예더궁 건설
대표의 전처(妻)

Rose Hill Hospital

Aung Kyi

우 따웅(과기부장관)의 아들

Aung Yee Phyoe
Co. Ltd.

Nay Aung

우 아웅따웅(제1공업장관)의 아들

MICT

Aung Soe Tha

Pacific High Tech

Min Htet Oo

Taw Win Electric

Zin Myint
Maung

군부 관계
땅쉐(SPDC 의장)의 장남, 지분 소유
마웅에(SPDC 부의장)의 딸, 지분 소유
(대표는 잉윙뚜)

우 쏘따(국가계획/경제발전장관)의 아들, 지분 소유
옹뮌 준장(광업장관)의 아들
뮌마웅 소장(종교장관)의 딸, 윈뮝 전 SPDC 제
3서기의 아들의 전처

Sun Tac

Sit Taing Aung

우 아웅퐁(전 삼림장관)의 아들

Phyu Diamond

Phyu Phyu Oo

띤우(전 SPDC 제 2서기)의 차녀

Heritage Golf Club

Win Hte Hlaing

윈흘라잉(퇴역, UMEHL 산하 먀워디은행장)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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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0대 민간기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1

Htoo Group of Companies

55

Thar Moe Hmye Chan Thar
Commercial Co., Ltd.

2

Ayer Shwe War Co., Ltd.

56

UKD World Class Int'l Co., Ltd.

3

Max Myanmar Groups of
Companies

57

LAMINTAYAR MINING CO., LTD.

4

Yuzana Construction Group Co.,
Ltd

58

Eden Group Co., Ltd.

5

UNOG Pte., Ltd.

59

International Beverages Trading Co.,
Ltd.

6

Forever Group of Co., Ltd.

60

Dagon International Limited.

7

Fisca Security & Communication
Co., Ltd.

61

K.M.D. Co., Ltd.

8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62

Green Light Treasure Co., Ltd.

9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 Ltd. (UMEHL)

63

Creation(Myanmar) Co., Ltd.

10

Bandoola Transport Co., Ltd.

64

TMW ENTERPRISE LTD.

11

Myawaddy Trading Limited.

65

Min Zar Ni Co.,Ltd

12

Zaykabar
Engineering&Construction Co.,
Ltd.

66

Good Brothers Co., Ltd.

13

National Development Company
Group Ltd.

67

AHK Products Co., Ltd. (The Sea)

14

Royal Mingalardon Golf and
Country Club

68

Smile World Co., Ltd.

15

Asia World Industries Ltd.

69

Anawar Hlwam Co.Ltd.

16

Kan Baw Za Bank

70

Myanmar Thiha Co., Ltd.

17

Myanmar Brewery Ltd.

71

Winner Computer Group

18

Marlar Myaing Enterprise Ltd.

72

Sein Diamond Industrial & Commercial
Co., Ltd

19

Min Min Soe Group of
Companies

73

Pahtama Group Co., Ltd.

20

J&J Co., Ltd

74

Concordia Int'l Ltd

21

Shwe Nagar Minn Groups of
Companies.

75

Asia Royal Service Co., Ltd.

22

Shwe Tha Zin Syndicated Ltd.
Co., Ltd.

76

EVA Co., Ltd.

223

부록 │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23

Fortune International Co, ltd

77

Strong Co., Ltd.

24

Woodland Group of Companies

78

Myanmar Pipes & Accessories Co.,
Ltd.

25

Chemical Engineering
Co-operative Society Ltd.

79

Golden Flower Int'l Co., Ltd.

26

Aung Aung Group of
Companies

80

Ni Lay Naing Co., Ltd.

27

A&A Medical Products Ltd.
(Agent of Korea Pharma)

81

United Paints Group Co, Ltd

28

Chindwin Banner Textile
Co-op., Ltd.

82

Yathar Cho Industry Co, Ltd

29

Loi Hein Co,Ltd

83

Yangon Transformer and Electrical Co,
Ltd

30

Ruby Dragon Group of
Companies

84

Gamonepwint Co.,Ltd

31

Myanmar Ahla Construction
Group.

85

Myanmar Awba Group Cp., Ltd.

32

Myanmar Brewery Ltd.

86

Premier Machinery Trading Co., Ltd.

33

Benhur Trading Co., Ltd.

87

Malikha Power Engineering Limited.

34

Diamond Star Co., Ltd

88

Myanmar Lighting Manufacturing Co.,
Ltd.

35

Shwe Than Lwin Co., Ltd.

89

Annawar Fisheries Holding Ltd.

36

Myanm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ICT)

90

MK Group of Companies

37

Suntac Technologies

91

MGS Beverages Co., Ltd.

38

Pun Hlaing Golf Estate

92

Khin Maung Nyunt Trading

39

Serge Pun&
Associates(Myanmar) Ltd.

93

Myanmar CP Livestock Co., ltd

40

Super One Int'l (Myanmar) Co.,
Ltd.

94

May&Mark Gems Co.,Ltd.,

41

Peace Myanmar Group Co., Ltd.

95

Phyuu Diamond Shop

42

City Mart Holding Co., Ltd.

96

Shwe Pyi Nann Co., Ltd.

43

Myanmar Petroleum Resources
Ltd

97

Super Power Co., Ltd

44

Fame Pharmaceutical Co, Ltd

98

Kyaw Nyunt and Brother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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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45

Communication Service Limited.
(CSL)

99

Golden Lion High Tech Agriculture
Resources Co., Ltd.

46

Dagon Win Win Co., Ltd.

100

Shangrila-Leap Int'l Co., Ltd.

47

Pacific Asia Hi Tech
Construction Co.,Ltd.

101

Myanamr Pipes and Accessories Co.,
Ltd. (TOKYO Pipes)

48

Pyi Phyo Tun Int'l Co., Ltd.
(PPT)

102

Sweety Home Industry Co., Ltd.

49

MK Group of Companies

103

Smart Technical Services Co., Ltd.

50

Supreme Group of Companies

104

Aung Gabar Co., Ltd.

51

United Engineering Co., Ltd.

105

RoseHill ENT & General Specialist
Center

52

Gunkul Engineering Supply Co,
Ltd

106

El Dorado

53

ACE Data Systems

107

New Strength Co., Ltd.

54

Aung Thaung Co., Ltd.

108

Temperamce Trad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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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제지표 및 통계자료
가. 무역통상
❚ 부록 표 1. 미얀마의 주요 품목별 무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연가스

647.3

580.1

1,405.7

1,504.1

2,659.3

티크 및 견목

325.5

383.4

481.7

479.8

527.1

콩류

264.4

245.6

259.5

558.2

638.8

봉제류

383.2

225.9

245.6

282.7

284.3

기타 및 합계

2,488.8

2,382.0

3,799.2

4,579.5

6,269.8

소비재

561.2

715.0

490.4

549.3

789.8

자본재

695.3

695.5

608.8

760.7

1,012.8

중간재

837.0

788.8

828.2

1,244.1

1,444.8

기타 및 합계

2,093.5

2,199.3

1,927.5

2,554.1

3,247.4

자료: EIU Country Profile(2009).

❚ 부록 표 2. 미얀마의 국가별 국경무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05/06

2006/07

2007/08

수출

18.558

25.477

31.333

방글라데시 수입

2.306

1.376

1.204

중국

인도

태국

합계

20.864

26.853

32.537

수출

285.882

453.116

555.484

수입

195.477

296.643

421.945

합계

481.359

749.758

977.429

수출

11.277

11.022

10.909

수입

4.134

4.751

3.922

합계

15.411

15.773

14.831
148.957

수출

113.763

157.595

수입

85.333

147.630

155.778

합계

199.096

300.225

304.735

자료: 미얀마 상무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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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3. 국가별 FDI 유치 추이(허가 기준, 1990~03년) ❚
(단위: 백만 달러)
1990/91

캐나다

홍콩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영국

중국

기타

합계

1995/96

2000/01

2001/02

2002/03

2003/04

건수

5

4

1

금액

3.031

21.950

1.450

건수

3

4

1

1

1

금액

11.400

13.229

1.516

12.880

3.000

건수

1

9

1

-

2

금액

3.288

47.220

5.000

0.300

34.900

건수

2

3

2

금액

60.000

19.383

4.690

건수
금액

2

2

1

5

1.500

62.246

157.700

9.832

건수

4

12

1

1

금액

5.318

287.378

36.195

6.100

건수

6

3

2

1

2

금액

96.870

10.212

25.750

3.382

22.000

건수

3

1

금액

93.240

14.800

건수

1

9

3

-

1

금액

7.500

160.336

30.612

1.546

27.000

건수

1

1

1

1

금액

0.150

28.980

3.250

2.820

건수

2

3

2

1

2

금액

2.957

15.176

3.200

1.500

5.422

건수

22

39

28

7

9

8

금액

280.573

668.166

217.688

19.002

86.948

91.170

자료: CSO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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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 국가별 FDI 유치 추이(허가 기준, 2004~10년) ❚
(단위: 백만 달러)
1)

2004/05

건수
금액
건수
한국
금액
건수
말레이시아
금액
건수
싱가포르
금액
건수
태국
금액
인도

영국
중국

1)

2)

2005/06

2006/07

2007/08

2
30.575

1
47.500
1
37.000

3
137.000
1
12.000

2008/092) 2009/102)

3
237.600
3
160.800
4

2

1
5.000
1

29.020

6034.400

16.220

건수
금액
건수

2)

1

1

15.000

15.250

1

1

855.996
2
114.000
5
984.996

2.500
2
47.000
7
302.350

6
240.680
11

1

금액
126.550
1
건수
기타
금액
2.713
0.700
건수
15
5
합계
금액
158.283
6065.675
자료: 1) CSO 2008(2009), 2) CSO Monthly(April
2009/10년 자료는 2010년 4월 기준임.

281.220
1
33.000
12
752.700
2010).

1
2.500
7
172.720

❚ 부록 그림 1. FDI 순이익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51.5

278.6
213.5

235.1

152.1

2002

2003

2004

2005

자료: EIU Country Profil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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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부록 그림 2. 품목별 FDI 누적 금액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SO 2008(2009).

❚ 부록 표 5. 기간별 수력발전 프로젝트 ❚
기간(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준)

가용량(메가와트)

2001/02-2005/06

3,186

2006/07-2010/11

8,620

2011/12-2015/16

11,154

2016/17-2020/21

12,076

2021/22-2025/26

17,202

2026/27-2030/31

23,324

자료: Ministry of Informat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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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6. 수력발전 프로젝트 ❚

운영
중

완공
예정

프로젝트명

가용량(MW)

생산량(KW)

Shweli-3

800

3,995

Bawgahta

168

500

Bilin

280

1,512

Dayaingchaung

250

87

Thakyet

20

95

Tarpein-2

140

633

Shweli-2

640

3,310

Shwesayay

660

2,908

Taninthayi

600

3,476

Laymyo

500

2,500

Yeywa

790

2010

Shwegyin

75

2010

Chephwenge

99

2011

Kunchaung

60

2011

Phyuchaung

40

완공예
정년도

2011

Nanchao

40

Tarpein-1

240

2011

Upper Paunglaung

140

2012

Thaukyekhet-2

120

2012

Biluchaung-3

52

2012

자료: Ministry of Informat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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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부록 그림 3. 원유 및 가스 매장지역 ❚

자료: Ministry of Energy(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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