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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브릭스(BRICs)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중동, 아프
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한국
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국가들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유 및
가스, 광물 등 자원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
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
가들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IT,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의 발전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흥경제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
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
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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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 중 ‘논문 공모 사업’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은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는 8개 지역(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2012년도 논문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원 신흥지역연구센터의 이장규 소장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을 총괄했습니
다. 격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온 이장규 소장의 노고 덕분에
이 연구 논문집이 발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의 선정 단계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원내외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들 드립니다.
이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력이 증진되
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 논문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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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의 행위자들:
북아프리카 5개국 비교 연구
엄 한 진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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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랍의 봄’1)이 불러온 열정과 희망, 참여와 승리에 대한 찬사는 이제 이

1) 많은 다른 정치적 격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등으로 불린 2011
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의 민중봉기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을 동반했다.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는 표현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라크 사회 및 아랍 세계 전
체에 서구 친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입각해 언론에 의해 사용되
기 시작했다. 튀니지에서 벤 알리의 퇴진을 이끌었던 민중봉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인
‘자스민 혁명’은 튀니지의 한 언론인이 제안했던 것인데 ‘자스민’이라는 문화적 표현이 튀니
지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회혁명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정치체제의 급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이라는 표현 역시 벤 알리 퇴진 이후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킴 벤 함무
다는 적어도 튀니지 민중의 저항운동이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다(Hammoud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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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에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실제 이 혁명적
변화의 원인과 성격, 향후 전망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
아프리카 등 아랍 전역에 걸친 민주화운동은 20년 전 동구권 붕괴와 마찬
가지로 예상치 못한 현상이며 이와 함께 쉽게 새로운 정치체제로 귀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혼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혁명 등 급격한 정치 변동은
본질상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랍의
봄은 외부세계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충격은 비단 아랍 정권
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두려워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리엔탈리즘의 계승자로서, 역시 예상을 뒤엎고 등장한 1980년대
이슬람주의 현상, 그리고 역시 누구도 예상치 못한 9 ․ 11 테러를 배경으로
학계나 언론에서 급격히 위상을 높여온 아랍 및 이슬람 전문가들에게도 이
번 사건은 직업적인 차원에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를 의미했다. 즉 그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특수성’과 ‘예외주의’의 신화에 안주했던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남미나 아
시아의 민주화운동을 닮은, 코란 구절이나 아랍문화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역으로 이러한 특수한 요인 없이도 설명 가능한 현상의 등장은 내
적 갱신을 요구하는 위기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랍세계는 전쟁과 테러의 대표적인 공간이면서도 민주화, 산업화
등 일반적인 사회 변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세계로 간주되어왔다. 이슬
람, 석유, 외세, 아랍적 정치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예외성을 설명하
기 위해 동원되었다. ‘신의 복수(The Revenge of God)’ (Kepel 1994)라든가,
‘아랍예외주의(Arab Exceptionalism)’, ‘이슬람예외주의(Islamic Excep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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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지난 20~30년간 아랍 또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레디시에 따르면 이슬람예외주의는
일곱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슬람세계의 문화가 지니는 이
중성을 의미하는 문화적 예외성, 둘째, 근본주의적 경향을 지닌 이슬람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예외성, 셋째, 종교가 전투적인 성격을 띠는 군사적 예외성,
넷째, 다른 일신교와 크게 다른 신학적 예외성, 다섯째, 국가가 부를 독점하
는 경제적 예외성, 여섯째,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이 미약
한 사회적 예외성, 일곱째,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예외성이 그것이다(Redissi
2005, pp. 25-26).
이 지역 민주화운동의 복합적인 전개 과정은 이러한 기존 인식의 수정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 상황
과 관련해 이슬람주의자들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였고
실제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었던 국가들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북아프리카의 양상은 일시적인 열광 이후 다시 전통적인 요인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입증하고 있다. 이슬람에 초점을 두는 외부의 시
각이 전적으로 현실에서 유리된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집트의 경
우 군 등 기존 지배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의 등장이 미미한 가운데 민
주화운동이 터키의 경우처럼 이슬람주의가 정치적 다수파로 자리잡는 결과
를 낳게 될 것인지가 향후 전망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실
제 최근 치러진 이집트 대선에서 무바라크 퇴진 이후 무슬림형제단의 반복
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제단 후보가 출마했고 결국 모르시가 대통
령에 당선되었다. 지난 민주화운동에서 별다른 역할을 보이지 않은 이슬람
주의자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혁명의 성과를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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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과 함께 향후 이집트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회의적인 전망을 낳았
다. 튀니지나 리비아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담론의
차원에서 위기에 직면한 예외주의 담론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현실적인 기
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알제
리, 모로코에서 ‘아랍의 봄’을 전후해 전개되어온 민주화운동에 관련 행위
자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민주화운동에 연관된 사회집단과 정치세력을 포괄
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그간 외부세계의 관심을 독점해온 이슬람 정
치세력 이외의 집단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파 세력, 노
조 및 청년운동 등 혁명을 주도한 세력, 전통적인 좌파 정당 등 북아프리카
사회의 주요 정치세력이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혁명 대 반혁명’의 대결이
라는 측면에서 북아프리카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자
한다. 아랍의 봄에서 반혁명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키고자 하는
‘구체제’는 이슬람주의 세력 자체를 넘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경직
된 종교담론, 권위주의적인 국가, 연고주의, 군, 경찰, 민병대, 비밀경찰 등
막대한 수의 치안세력에 의한 ‘강제적 지배’, 이상과 같은 내적 요인이 유지
되는데 기여하는 유럽, 미국 등 강대국의 개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
민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는 세속적인 담론, 민주주의, 자유, 자주와 같이 이
구체제에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알제리의 예외성,
모로코의 정치적 안정, 리비아의 폭력성 등 민주화운동의 양상이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는 점에 초점을 두는 비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또한 각국의
상황을 살펴본 후 5개국 간의 비교를 시도해본다. 이를 위해 아랍 민주화운동
또는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관련 단체 및 언론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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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랍의 봄’ 이전 북아프리카의 정치와 사회운동
1.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
이 글에서 다루는 5개국은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들로서
함께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학술적인 연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들이 하나의 범주에 묶여 다루
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는 공히 프랑스의 지배
를 받았던 국가들로서 불어권에 속하며 독립 후에도 프랑스의 영향이 문화
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함께 다루어지거나 비교되는 경향이 강했다. 알제리는 이슬람주의자들과
정권 간의 갈등 및 내전의 경험, 프랑스와의 긴밀한 역사적 관계, 모로코는
오랜 역사를 가진 왕가의 절대적인 지위와 서사하라 분쟁, 튀니지는 독립
이후 부르기바 정권이 추진한 심도 있는 근대화나 유럽인의 관광지, 벤 알
리 정권의 이슬람주의세력 탄압 등으로 외부세계에 알려져왔다. 리비아나
이집트도 근대 이후 프랑스의 지배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지는 않지만 각
기 이탈리아와 영국과의 역사적, 현실적 관계가 중요했다. 한편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시나이반
도를 통해 팔레스타인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아랍세계의 중심이었고 통상 아프리카 국가로서
보다는 중동의 일원으로 간주되어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이나 수단과 같은 인접국과의 관계가 알제리, 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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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비중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리비아의 경우는 5개국 중 가장 외부세계에 덜 알려져 있는
나라이며 외부의 관심도 대부분 카다피 개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각
국가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논문에서 다루는 5개국은 경우에 따라 모
리타니나 수단과 함께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로 분류되지만 차이점이 많고
서로 간의 관계도 그리 긴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2011년 ‘아랍의 봄’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이집트, 리비아 등
인접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장기집권한 대통령들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등 급진적인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국가들이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이 전파될 만큼 상호 간의 관계가 긴밀했던 것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 국가들에서 전개된 민
주화운동에 국가 간의 유사성과 함께 차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튀
니지는 발달한 ‘해변’과 소외된 ‘내륙’ 간의 불균등 발전, 이집트와 알제리
는 불안정하고 빈곤한 비공식 부문 등 빈부격차 문제, 알제리는 베르베르
문제, 리비아는 동서 지역 간 격차와 갈등, 모로코는 왕의 권한 축소 등 군
주제의 개혁에 관한 국민의 오래된 요구가 각 국가마다 다른 민주화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 및 체제에 대한 거부라는 공
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아프
리카 5개국은 산업구조나 GDP 수준에 차이가 있다. 석유자원이 있는 인구
소국 리비아의 GDP 수준이 가장 높다면 인구가 많고 수출할 정도의 석유자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집트가 제일 경제 수준이 낮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불어권 3국의 경제 수준은 비슷하며 인구 면에서는 튀니지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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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보다 조금 많은 1,000만 정도의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표 1 참고).
표 1. 북아프리카 5개국의 주요 지표(2012년)
인구(만명)
인구밀도(명/km²)〫*
합계출산율
15세 미만 인구
비율(%)
도시인구비율(%)
평균수명(세)
GDP($)
경제성장율(%)
물가인상률(%)
실업률(%)

이집트
8,368
83.5
2.94(?)

리비아
673
3.8
2.12

튀니지
1,073
65.6
2.02(?)

알제리
3,540
14.8
1.74

모로코
3,230
72.3
2.19

32.5

27.7

23.1

27.8

27.4

43.5(2011년)
72.9
6,500(2011년)
1.2(2011년)(?)
13.3(2011년)
12.2(2011년)

78.1
77.8
14,100(2010년)
4.2(2010년)
6.1(2011년)
30(2004년)

도시인구 중
빈민지역 거주자
비율(%)

17.1

석유수출국기구
가입여부

x

석유생산량
(1000배럴/1일)

67.7
67.1(2011년)
58.8(2011년)
75.2
74.7(?)
76.1(?)
9,500(2011년)(?) 7,200(2011년)(?) 5,100(2011년)(?)
2.9(2011년)
4.6(2011년)
3.7
4.0(2011년)
1.9(2011년)
16.0
9.7(2011년)
9.2(2011년)
4

12(2011년)

13.1(2005년)

o

x

o

x

736

1,659

80

1,809

휴대폰 이용자 수
(1000명당)

368(2007년)

1,560(2011년)

1,050(2010년)

936(2010년)

791(2009년)

인터넷 사용자 수
(1000명당)

137(2008년)

51

267(2008년)

125

490(2010년)

대통령제

대통령제

정부형태

대통령제

대통령제

주요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룩소르, 아스완,
샤름 엘 셰이크

트리폴리,
벵가지,
미스라타,
주와라

알제, 오란,
튀니스,
콘스탄틴,
카이르완, 수스,
안나바, 블리다,
스팍스
세티프

군주제
카사블랑카,
라바, 페스,
마라케슈,
탕헤르

주: 북아프리카 국가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이 전체 영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따라서 인
구의 대부분이 지중해 연안 해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 가능 면적 대비 인구밀도
는 도표의 수치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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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이후 정치 변동의 주요 양상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은 의미 있는 정치 변동을 경험해왔다. 정치
적인 저항운동,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Schlumberger 2007).
첫째,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을 보면 레바논에서 오랜 시리아의 점령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일어나 결국 2005년 시리아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바
레인에서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쿠웨이트에
서도 2006년 선거와 관련된 개악에 항의하는 야당의원의 장외투쟁이 전개
된 바 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도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아랍 전역에서 발생한 2000년대 대중시위
의 특징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의 불만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성격
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도시와 상업이 중요했던 아랍세계를
상징하는 ‘아랍 거리(Arab street)’라는 오래된 용어가 정치적 성격의 대중
운동의 전개와 함께 새로이 부상하게 되었다. 1950~60년대 아랍민족주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거리가 정치의 장이 된 것이다.
둘째, 아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방식의 정치운동의 부상은 위로부터의
개혁 시도들을 동반했다. 거버넌스, 다원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다양한 개
념들이 정권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듯이 보였다. 실제 개혁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는데 모로코의 민법 개정, 사우디의 최초의 지방선거, 오만
등 걸프만 군주제 국가들의 의회제도 도입, 이집트 대선에서의 복수후보
허용, 예멘과 요르단 등에서 시도된 지방분권 정책, 시리아의 바트당 독재
해체 논의, 요르단의 반부패법안, 리비아의 점진적인 정치 개방 등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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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셋째, 이 시기는 또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증진을 강조하는 외부
세계의 압력이 두드러졌다. 진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
도 수사학적인 차원에서나마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만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아랍국가들을 압박하였다. 외부세계는 권위주
의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간주했다. 사실 2003년 이라크전쟁 등을 계기로 이러한
‘민주주의 증진’ 담론이 언론을 장식하기 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주
의 증진’을 표방한 수백 개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이 시도되었
었다. 특히 1990년대는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실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아랍국가들이 ‘신흥
민주주의(emergent democracies)’로 지칭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지표들은 아니
다. 실제 현실은 그보다는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cy deficit)’, ‘거버넌스
의 괴리(governance gap)’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집트의 사
례가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다. 외부에서 각광받았던 개혁정책
은 형식적인 차원에 그쳤고 이와 동시에 또는 뒤이어 도입된 억압 조치에 의
해 상쇄되었다. ‘거대한 실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1990년
대 말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아랍세계의 정치 개방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허약한 것이고 실제 반자유화(deliberalization)가 뒤이어 등장했음을
확인했다. 민주주의제도 도입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
(post-democratization era)’로의 진입이 언급되었다. ‘자유화된 독재(liberalised
autocracies)’, ‘아직 그들은 남아있다(yet they persist)’와 같은 표현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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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이고 도구적인 수준에 그친 민주화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정치 개방 속 정당의 저발전
북아프리카 등 아랍세계의 정치적 특징으로 권위주의와 함께 정당의 저
발전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선거와 다당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정권의 꼭두각시이며 정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정치세
력은 제도권 밖에서 비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저발전이 정권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
역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쿠데타나 자연발생적인 대중의 폭동과 같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랍세계에서 정당의 발전은 국
가와 사회 간의 소통을 증대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폭력적인 상황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
에서 다루는 5개국에서 정당 또는 리비아와 같이 정당이 존재할 수 없었던
지역의 경우에는 정치세력의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알제리에서는 1989년 2월 독립 이후 27년간 유지되어온 일당독재체제를
폐기하고 다당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된다. 다당제 도입과 사회
단체 결성의 자유 등 위로부터 정치 개방이 시도되자 두 유형의 정치세력
이 부상하였다. 정권과 그 동맹세력인 유럽과 미국이 두려워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리고 대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슬람주의
세력,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정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력. 바
디(Badie 1989)에 따르면 정권은 후자를 자신의 편으로 삼고 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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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소위 ‘권위주의적인 다원주의’를 통해 순화시키
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199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알제리에는 60여 개의
정당이 있었다. 이러한 정당의 난립은 반대파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원했던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이슬
람구국전선, 민족해방전선, 사회주의자전선(FFS: Front des Forces Socialistes)
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RCD: 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émocratie)만이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아디(Addi 2006)는 이 네 정당을
포함해 알제리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들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정권을 담당하거나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정당, 이슬람주의 정당, 비종교적인 성격의 정당. 첫번째 유형에는
민족해방전선(FLN, 1954년 창설)과 민주국민회의(RND: Rassemblement national démocratique, 1997년 창설)가 있다. 이 정당들은 주로 정부정책을 옹
호하고 여러 선거에 후보자를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번째 유형인
이슬람주의 정당에는 이슬람구국전선(FIS), 사회와 평화를 위한 운동
(Mouvement pour la société et la paix), 민족부흥운동(MNR: Mouvement national pour la renaissance)이 있다. 세번째 유형인 비종교적인 정당들은 공
통적으로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불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지
를 받고 있다. 직업적으로도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변호사, 언론인, 기업
체 간부 등 주로 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지층을 이룬다. 내부에 다
양한 세력이 공존함에 따라 여러 정당으로 나뉘어 있다. 새공화국동맹(ANR:
Alliance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사회민주주의운동(Mouvement pour la
démocratie sociale), 엔나다공화국 수호를 위한 연대회의(CCDR: Comité de
Coordinat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Ennahda)와 같은 정당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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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발표 등의 방식으로만 활동하며 소수라도 모임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주의자전선(FFS) 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RCD),
전통적인 좌파 정당인 노동자당(PT: Le Parti des Travailleurs) 정도이다.
리비아에서는 1952년 이후 정당 활동이 금지되어왔다. 따라서 카다피가
사망할 때까지 정권 이외에 정치 활동을 하는 세력은 지하에서 또는 외국
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카다피는 정당을 부정한 대신에 인민위원회,
특히 1977년에 조직된 혁명위원회를 통해 국민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
혁명위원회가 카다피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국가 속의
국가’로 기능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던 카다피는 자신
에게 위협적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었다. 1988년부
터 가시화된 카다피 정권 및 리비아 정치체제의 위기는 로커비 사건과 경
제제재 조치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우선 왕당파가 가장 비중 있는 정권의
경쟁세력이었다. 이들은 왕위를 염두에 둔 아싸누시(Moha med al-Hassan
al-Ridha as-Sanussi), 즉 왕정 시절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드리스
국왕의 조카의 아들이 이끌었다. 왕당파와 함께 카다피 반대세력의 주축을
이룬 세력은 민족구원전선(FNSL: Le Front National de Salut de la Libye)이
다. 이 단체는 공화주의 체제 또는 적어도 종교적이지 않은 세속적 정치체
제를 추구하였다. 또 다른 반대파로 민족동맹(ANL: L’Alliance Nationale
Libyenne)이 존재했다. 이 단체는 카다피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연대를 강
조하였다. 1983년 민족전선(FNL)에서 갈라져 나온 여성동맹(UFL: L’Union
des Femmes Libyennes)은 리비아 반정부운동 진영에서 여성의 역할이 컸음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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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슬
람주의 세력이 존재한다. 정권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존재해왔는데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쪽에는 ‘이슬람주의운동(Al-haraka al-islamiyya)’, 다른 한쪽에는 ‘이슬람주
의단체(al-jamma al-islamiyya)’가 있다. 특히 후자는 1980년 외국에서 결성
된 리비아 이슬람단체(AIL: Association Islamique de Libye)의 후신으로 최
근까지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가장 비중 있는 이슬람주의 세력이었다.
그런데 알제리와 비교해볼 때 리비아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반정부세력
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으며 대중적인 지지도 약했다. 카다피 사
망은 리비아에서 정당의 등장을 가져왔다. 많은 정당들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창설되었던 것이다. 벵가지에 거점을 두었고 내전이 발발한 이후 귀
환한 망명객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리비아당(Parti de la Libye Nouvelle)’이
2011년 7월 27일 창설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정의민주전국회의(RNJD: Le
Rassemblement National pour la Justice et la Démocratie)가 법치국가와 분권
화를 기치로 창설되었다.
모로코 정치의 특징은 비슷한 지지율을 얻는 다수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
으며 선거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주요 정당으로
는 가장 먼저 창설된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인 독립당(Parti de l’Istiqlal), 이
슬람주의 정당인 정의발전당(PJD: 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
1975년에 창설된 후 왕실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세력으로 존재해온 민중사
회주의연맹(USFP: 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 민중운동(MP:
Mouvement Populaire)과 같은 좌파정당들이 존재한다. 한편 모로코의 좌파
정치세력들은 1980년대 이후 온건화 경향을 보였다. 상당수 좌파 또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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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인권 분야에 가담함으로써 정권으로부터 예전에 비해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합법적인 영역에서 영
향력 있는 행위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부터 모로코의 극좌파는 정치적 성격의 단체에서 ‘시민단체’로 변
신하게 된다. 1999년 11월에 창설된 NGO 연대기구 FVJ는 극좌파 출신 활
동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모로코인권단체(AMDH: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de l’Homme), 모로코 인권조직(OMDH: Organisation
Marocaine des Droits de l’Homme)과 같이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기
존 인권단체들을 비판하며 결성되었다. FVJ에는 과거 하산 2세 시절 극심
한 탄압을 겪었던 모든 세력들이 결집되어 있다. 과거 독립운동 출신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맑스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사라우이, 쿠데타 참여
군인 등 다양한 세력이 이 연합체에 참여한 것이다(Öngün et Vairel 2009).
튀니지의 정치세력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구분해보면 우파에는 온건 이
슬람세력인 엔나다, 살라피즘 정당인 히즈발 타흐리르(Hizbal-Tahrir)와 같
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좌파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좌파정당인 공화국회
의(Congrès pour la République), 에타카톨(Ettakatol, 노동과 자유를 위한 민주
포럼(FDTL)), 마오주의 성향의 튀니지 공산주의노동자당(TCOP: the Tunisian
Communist Workers Party), 스탈린주의 상향의 에타즈디드(Ettajdid, 개혁,
튀니지 공산당의 후신) 등이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당들의 실
제로는 과거 유로코뮤니즘과 유사하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국유화 등 고
전적인 맑스-레닌주의 노선을 포기했고 단지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만을 목
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 정치세력 간의 구도 역시 튀니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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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이슬람정당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를 지지
한 자유주의자들, 좌파에는 중간계급에 지지기반을 가진 다양한 정치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혁명사회당(RS: the Revolutionary Socialists) 사회주의민중동
맹당(the Socialist Popular Alliance Party), 이집트공산당(CPE: the Communist
Party of Egypt), 나세르주의 정당인 타감무 당(the Tagammu Party)이 있다.
이밖에도 이집트사회민주당(the 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 이집트
사회당(the Egyptian Socialist Party), 4월 6일 청년운동(the April 6 Youth
Mouvement), 엘바라데이(M. El-Baradei)가 이끄는 변화를 위한 국민회의
(National Association for Change), 삽바히(Sabbahi)가 이끄는 나세르주의 정
당 카라마 당(Karama Party)이 좌파에 해당한다(Stern 2012).

4. 사회운동의 이중적 양상: 쇠퇴와 부활
이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아랍의 봄’의 배경
을 살펴본다. 먼저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중동에까지 확산된 ‘아랍의
봄’은 최근 아랍 사회운동의 논리적 귀결이자 동시에 의외의 결과이기도
했다. 전자의 근거로는 2000년대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정치
적인 저항운동을 들 수 있다. 레바논에서 오랜 시리아의 점령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일어나 결국 2005년 시리아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바레인에서
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쿠웨이트에서도
2006년 선거와 관련된 개악에 항의하는 야당의원들의 장외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도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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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아랍 전역에서 발생한 2000년대 대중시위의
특징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의 불만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도시와 상업이 중요했던 아랍세계를 상
징하는 ‘아랍 거리(Arab street)’라는 오래된 용어가 정치적 성격의 대중운
동의 전개와 함께 새로이 부상하게 되었다. 1950~60년대 아랍민족주의 시
대 이후 처음으로 거리가 정치적 장이 된 것이다(Schlumberger op cit.).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노동운동의 부활도 ‘아랍의 봄’의 전조를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파
업이었던 2007년 이집트 노동자 파업과 대지주에 의해 자신의 토지를 잃게
된 농민의 저항, 케파야 운동과 4월 6일 운동 등 중산층이 중심이 된 민주
화운동은 이미 이집트의 정치적 격변을 예고한 것이었다. 알제리에서는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빈곤한 도시 서민의 문제가 반정부운동의 주된 배경
이었다. 이번 반정부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2011년 1월 5일의 시위는 노
점상, 암시장, 도시빈민의 철거 및 이전의 문제를 둘러싸고 2007년부터 진
행되어온 지역 단위의 투쟁이 정점을 이룬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
회운동 및 정치운동의 활력은 정치변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심
지어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을 용이하게 하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퇴조 속에서 정권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보다 조심스러운 형태의
저항운동이 등장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쇠퇴 및
온건화의 원인으로 보자르슬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첫째, 이 시기 중동 각국에서 진행된 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 도입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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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선단체 등에 책임을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역으로 강제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은
강화되어 국가의 폭력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운동은 한편으
로는 국가의 하위파트너로 변질되어 저항의 동력을 잃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력만 강화하는 국가권력 앞에서 저항의 의지를 잃게 된다.
둘째, 일종의 사회적 피로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십 년간
의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920년대 민중운동, 1940~70년대 아랍민족주
의나 사회주의에 입각한 저항운동,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이슬람주의 운
동 시절 민중들이 가졌던 사회변혁의 이상이 환상이라는 패배의식이 커져
갔던 것이다.
셋째, 중동사회들이 지닌 지나치게 방대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대안의 제
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에 제시된 가치와 전망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
이 강화된 반면 현실은 산적한 문제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나 활동가들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인권, 정의, 사회국가와 같은 추상도
높은 담론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의 수많은 사안들
로 논의가 분산되는 양상을 동반하게 되었다(Bozarslan 2011).
그렇지만 아랍세계에 대해 민주주의의 저발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
및 저항운동의 저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실 중동의 사회
운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언론 등의 주목을 끌 만한 규모의 집단적인
행동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수많은 저항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억압과 그로 인해 집합
행동에의 동원력이 약한 것이 동시에 국가나 사회체제를 거부하고 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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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리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의 저항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예상을
뒤엎고 부족, 종교집단 등 전통적인 저항운동의 주체들이 부활하였다. 이들
은 이제 중앙의 현대적인 세계에 대항하려 했고 특히 ‘동네’가 새로이 핵심
적인 공간이 되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제 동네는 과거에 비해서도 더
욱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전통적인 지역 유지를 대신해 새로운
유지들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청년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자율
성이 강화된 ‘동네’는 자체적인 사회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 통제는
보수성의 산물이자 보수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이 동네의
보수주의는 권위주의 국가와 친화성을 가진 것으로 상호 공생관계에 놓이
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동네의 자율화는 국가에의 정치적인 종속
심화를 동반하는 역설적인 양상을 초래하였다. 도시와 광장에서 동네와 거
리로의 저항공간의 이전은 사회 전반이 보수화된 결과이자 이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저항하면서 복종하는 모순적 상황, 저항과 복종의 균형, 거리의 저항은
지속되는데 정권의 장기집권은 지속되고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근까지, 적어도 아랍의 봄 이전까지 중동 및 아랍 사회운동의
양상이었던 것이다. 아랍의 봄이 잘 보여준 것처럼 암울한 상황에서도 혁
명적 변화나 전국적인 봉기는 가능한 것이지만 문제는 혁명의 정의가 그렇
듯 이러한 현상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랍의 봄은 바로 이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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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위자의 측면에서 본 북아프리카의 민주화운동
1. ‘아랍의 봄’의 주역들: 비판적 조명
최근 혁명 이후 국면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한 관심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것과 달리 2011년 당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으로 외부세계에 각인되었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속적 사
회운동 세력이나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의 장을 독점한 이슬람 단체들과
같은 조직화된 세력과 더불어 또는 이들보다 앞서 미조직 대중들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다. 사회집단의 측면에서는 남성과 기성세대를 대신해 여성과
청년이 이번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간주되었고 노조나 정당보다 1990년
대 정치 개방의 산물인 다양한 유형의 풀뿌리 조직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
다. 실천 방식 역시 서구사회의 신사회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계적이
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접행동의 양상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혁명을 주도한 세력의 면모
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가. ‘배제된 세계’의 청년: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우선 이번 아랍혁명에 불을 붙인 튀니지의 부아지지는 이번 혁명에 참여
한 사람들의 전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즉 이번 혁명에서는 공식적인 실
업자 또는 부아지지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실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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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처해 있는 소위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알제리
의 상황을 살펴보자. 2011년 2월에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는 생산 영
역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상황의 악화, 식용유, 설탕 등 기초생필품
가격의 급등, 주거실태의 악화, 일자리 부족, 어두운 경제전망 등을 배경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같은 문제를 위 세대들과 동일하게 경험
하지만 자신들만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를 토대로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
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시대나 지역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아
랍 청년들은 보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첨단 통신기술 등 새로운 집합
행동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변혁운동의 선두에 섰다.
그런데 시위에 나선 청년들은 알제리 사회에 비공식 부문의 중요성을 환
기시켰다. 경제에서의 비중과 함께 이 부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논의
되었다. 알제리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 성장한 배경은 경제 개방에 있었다.
개방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분야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세계 다른 지역의 전례를 보면 이탈리아에서 비공식 부문은 마피아가
장악해왔고 미국이나 최근 러시아 역시 유사한 양상이다. 비공식 부문의
성장이 단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의 결과만은 아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경제가 자립화하는데 비공식 부문은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
난 경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경제적으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세
계는 정치적으로도 통제하기 어렵고 반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비공식
부문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외국기업이나 무역과 연
관된 경제활동, 전통적인 가족경제나 마피아가 지배하는 지하경제뿐 아니
라 사교육 시장과 같이 공적 영역의 쇠퇴로 인해 비대해진 사적 부문도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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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등 외부세계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아랍세계의 청년층은 단
일한 성격의 집단이 아니다. 자유주의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반권위주의적
성격의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민족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경직된 교육체계
의 영향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청년들도 있다. 이 두 유형이 한 개인 안
에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동일한 청
년층이 개혁적이거나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의 지지자 또는 조직원이기도 하
고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단체의 일원이기도 한 것이다. 2011년 민주화
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여성들 역시 이슬람주의의 피해자이
나 이에 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여성들은 오히려 소수이고 다수가 이슬람
주의나 가부장제를 용인하는 것이다.
나. 노조: 체제의 일부에서 혁명진영으로
이 ‘배제된’ 집단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노조원인 노동자들이 시위대열에 참여했다. 더 나아가 적어도 튀니
지와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은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랫동안 아랍세계에 대한 논의에서 잊혀졌던
노조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봉기가 권위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실업, 빈곤화 등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
되었다는 점에서 주된 경제주체로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무바라크 퇴진이 1월 30일 타흐리르 광장에서 급박하게 결성된 새로운 독
립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제안한 총파업 직후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
랍의 봄’에서 노동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혁명 이후에도 이집
트에서는 관광 부문 노동자들이 2011년 2월 14일 시위에 나선 것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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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무원까지 전국적으로 파업에 나섰다(Chiclet
2011). 튀니지에서도 벤 알리 퇴진 이후 튀니지노동총연맹(UGTT) 주도로
파업이 전개되었다. 비록 독립노조와 달리 노동총연맹은 오랫동안 벤 알리
정권의 협력자였고 벤 알리 퇴진 며칠 전에야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지만
적어도 혁명 이후의 국면에서 노동총연맹의 동원력은 중요하게 작용했다.
알제리에서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전개된 상황에 영향을 받아 실업에 처
한 청년들과 보건의료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만 보건의료노동자 대다수가 임금 인상,
해고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부테플리카 정권은 2월 5일 집권정당인 민족해방전선(FLN) 명의의 성명을
통해 19년 전 알제리 내전 발발 당시 선포된 계엄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그리고 정권은 대표적인 노동자단체인 ‘알제리노동총연맹(UGTA)’
이 아니라 ‘알제리유사의료협회(SAP: Syndicat Algérien des Paramédicaux)’
와 협상에 나섰다.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아랍의 봄’ 시기에도 노조의 참
여가 두드러졌지만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평가도 존재한다. 노조의 반정
부 시위 참여는 상황이 정권에 불리하게 진행된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정권
붕괴 이후에도 과거 노조가 정권과 맺고 있던 긴밀한 관계가 단번에 사라
지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튀니지의 사례는
특히 노조의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튀니지 노동운동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튀니지노동총연합(UGTT)의 경우 소극적이나마 벤 알리 퇴진운
동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벤 알리 정권의 용인하에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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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점해온 이 단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예로 벤 알리 퇴진 이후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 체제의 핵
심 인물 중 하나로 간주되는 튀니지노동총연합의 의장 즈라드(Abdesallem
Jrad)가 여론의 집중포호를 받게 된다. “벤알리는 물러나라!”, “간누시2)는
물러나라!”에 이어 “즈라드는 물러나라!”가 민주화운동에 나선 튀니지인의
새로운 구호가 되었다. 즈라드는 부패, 그리고 벤 알리 정권과의 밀월관계
를 보여주는 서한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의장 개인 차원의 문
제를 넘어서 튀니지 혁명 이후 노동총연맹이 보여준 행보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동총연맹은 수십 년간 정권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혁명이 발
생하자 마지막 순간에 뒤늦게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하였고 향
후 예상되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마그레브 사회운동 전문가인 역사학자 갈리소(René Gallissot)는 다음과 같
이 노동총연맹에 대한 당시 대중의 비판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튀니지노동총연맹은 지금까지 집권 정당이었던 헌정민주회의(RCD:
Rassemblement Constitutionnel Démocratique)의 하수인이었다. 의장은 벤 알
리 친위세력에 의해 선택되었고 벤 알리가 노동총연맹의 운명을 좌지우지
해왔다. 이 단체는 정권과 국민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조
절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자 새로운 정치판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 시위대에 합류하게 된다.”(Mouterde 2011).

2) 모하메드 간누시(Mohamed Ghannouchi)는 2011년 1월 13일 벤 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 후 총리가 된 후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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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NS: 엇갈린 평가
모로코, 이집트, 시리아, 바레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나 서비스
업 종사자 등 중간계급에 속하는 청년들은 정치운동조직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보다 많은 다수는 SNS를 통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는 비단 특정 계층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다. 아랍세계에서
인터넷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유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하층
계급 역시 집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통해 소통
하였다. 물론 SNS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아랍세계에
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을
‘페이스북 혁명’으로 간주하는 담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이
고 테크놀로지에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민족주의 2.0’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민중봉기에서 새로운 미디
어가 수행한 역할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는 SNS를 계기로 표현된 대중의 확대된 의사소통의 저변에 깔려있는 요인
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튀니지 청년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 페이스북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집트와 튀니지 대통령이 물러난
직후인 2011년 2월 이집트에서 유행한 이 가벼운 농담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
계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 농담은 또한 페이스북이 대변
하는 가상적인 혁명적 상황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도덕적 가치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68년식 표현을 빌자면 “구조는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야리는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궁극적으로 인민의 운명이 결정
되는 도시의 공간에서 판가름난다고 주장한다(Amin 201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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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거리’라는 이분법의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
지 시각이 깔려있다. ‘페이스북 혁명’ 담론은 이번 봉기의 탈집중화되고 예
측불가능한 성격을 강조하면서 고전적인 설명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담론은 ‘민주주의 2.0’의 기술중심주의적 유토피아
에 의존하면서 대중운동의 폭력적인 측면과 민중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또 이 담론은 아랍혁명의 핵심이 테크놀로지로 인해 가능
해진 대중의 자발적인 지지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시각은 적어도 튀니지의
경우 혁명이 상당 부분 대중의 폭동에 의존한 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다. 이집트의 경우 이 담론은 운송, 직물, 석유, 의료, 교육, 은행, 제약 분야
등에서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파업이 정권의 붕괴에 기여한 측
면을 무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의 봄에서는 새로운 사회미디어가 수
행한 역할에 대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이 담론의 배경에 있는 전략에 대한 논의로, 또는 이 담론이 헤게모니를 잡
을 수 있을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할레드 사이드이다”3)라는 페이스북 그룹의 창설자 고님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든 와
엘 고님은 1980년 생으로 구글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마케팅 책임자
였다. 그는 2010년 1월 21일 카이로에서 전개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위의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게 된다. 2011년

3) 할레드 사이드는 튀니지의 모하메드 부아지지와 유사하게 이집트에서 혁명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2010년 6월 6일 두 명의 경찰로 부터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 후 사망하
였다. 이 사건은 경찰의 폭력성과 그 배경이 된 계엄령을 비판하는 대중의 시위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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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그는 경찰의 날에 반정부시위를 호소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으로
써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반정부운동이 혁명으로 전화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된다. 그 직후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소식이 끊긴 뒤
12일 동안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그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광적인 환영
을 받는다. 이날 이후 그는 이집트 혁명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 자신이
출연한 한 TV 방송에서 그가 받은 조사 과정을 얘기하던 중 무대에 쓰러진
사건 등 언론에서의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 세계
에 알려지면서 그는 이집트 국내외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의 페이스북
은 혁명 직후인 2011년 4월 당시 1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여
기에 오른 글이나 동영상에 달린 댓글의 수도 천만 개가 넘었다.4)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고님은 무바라크 정권과 접촉하면서
변질되어갔고 결국 시위대가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페이
스북에서 자신이 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거부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식으
로 고님과 그의 페이스북은 혁명의 장애물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후에도 세계 언론은 그를 여전히 이집트 혁명의 주역으로
칭송했고 타임지는 그를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는 세계 각지에 초대되었고 IMF를 방문해 이집
트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는 e-비즈니스를 통해 소수의 여유있고 서구지향적인 도시 중산층의 이해
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다
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고님은

4) http://egypterevolution.wordpress.com9/2011/04/09/nous-sommes-tous- khaled-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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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후에도 새로이 창설된 정당이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만 정치 활동을
하였다(Le monde 2012. 10. 19).
라. 이슬람주의자들: 혁명에서의 부재에서 혁명 이후 국면의 주역으로
이번 ‘아랍의 봄’에서 이슬람주의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담론의 차원에서도 아랍의 봄에 외부에서 친숙한 반미, 이슬람 구호는 거
의 없고 보편적인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외부세계에는 상당히 의외의
현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정치개방 이후 시기 이슬람주의의 행로를 고
려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슬람주의 세력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단위를 통해 참여
한 경우는 더더욱 많았다. 리비아에서는 청년 이슬람주의자들(Les chebab
islamistes)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역설적으
로 오랫동안 세속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아온 탓에 무슬림형제단의 이집트
나 엔나다의 튀니지와 달리 세력이 강하지 않은 시리아에서 이슬람주의 세
력은 2011년 반정부운동이 등장한 이후, 특히 반정부세력의 90% 정도가 참
여하는 시리아국민위원회(Conseil national syrien)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혁명적인 상황이 지나간 이후의 상황은 외부세계가 기대한 대로
이슬람주의의 부상이 여러 지역에 확연히 나타났다. 아랍의 봄의 향후 전
망에 대한 논의에서 외부의 관심을 끄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아랍 정치체
제에서 위와 같은 이슬람주의,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이슬람적 요소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것이었다.5) 기존 정권이 붕괴된 국가들에서 치
5) 현재 아랍세계에서 이슬람을 주된 요소로 표방하는 정치세력의 상황을 보면 먼저 튀니지의
엔 나다 당,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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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 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입증되었다는 점은 향후 아
랍 정치에서 이슬람 및 이슬람주의가 차지할 위상을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10월 23일 튀니지에서는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예상대로 이슬람
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6) 또한 이슬람적 요소 역시 민주화
과정으로 간단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민주화운동으로 새로이 들어선
정권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슬람을 자신의 통치 근간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표방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심지어 종교를 극복해야 할 구시대의 유산으로 간주하였던 아
랍민족주의 정권에서도 이슬람은 최소한 담론의 측면에서라도 국민의 지지
를 획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 이후 이란혁명과 재이슬람
화로 시작된 ‘이슬람주의’ 시대에는 이슬람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조차도 이
슬람을 정당성의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난 수십 년
간의 정치문화에 비추어볼 때 소위 ‘민주세력’조차 이슬람을 동원하는 것
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부분적이고 일시적
으로나마 진행된 정치 개방을 배경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한 대
안세력으로 자리잡아온 최근 아랍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치담론에
서 종교적 요소의 도입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Sur 2012).

하는 정당이 있다. 이들은 공히 ‘아랍의 봄’ 이후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당시 치러
진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거나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 형태 조직들의
내부 분화 현상이 중요하다. 이집트의 경우 이슬람 정치세력은 무슬림형제단에 가까운 정당
들(자유와 정의당, Al-Wassat, Al-Tayyar al-Masry), 살라피즘 정당(An-Nour, Al-Asala, AlFadila, Al-Gama’a al-Islamiyya), 수피정당(Al-Tahrir al-Masry al-Sufi, AL-Sawt al-Hurriya)
등 다양한 정당들로 분화되어 있다(Charillon 2012).
6) 이 글 39쪽 [표 2] 참고

∙ 36

‘아랍의 봄’의 행위자들: 북아프리카 5개국 비교 연구

2. ‘아랍의 봄’의 전개 과정과 주요 세력: 국가별 사례
아랍혁명과 그 이후의 국면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인가? 국가를 막론하고
노동자에서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혁명에 참여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종사자, 중산층, 좌파정당, 노조, 네티즌
등 다양한 집단이 혁명의 주체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반대했던 집단, 더 나아가 혁명을 저지하거나 왜
곡시키려 하는 반혁명 세력도 극단적인 종교세력, 군부에서 보수 정치세력
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아랍의 봄’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상당 부
분 기존 정치구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정치
세력의 구성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요 사회세력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다.
가. 튀니지
‘아랍의 봄’의 시발점이 된 튀니지의 사례를 살펴보자. 튀니지의 경우
1987년 집권 이후 벤 알리가 공언했던 민주화의 길이 실제로는 튀니지 민
족주의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대 초부터 그는 초기에 도입했던 정치적 민주화를 무효화시키고자 했다.
이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바로 그 이후부터 2011년까지 정당 및 시민사회의
저항이 이어진 원인이었다. 튀니지 혁명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요인과
함께 실업, 특히 고졸자,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간 튀니지의 정치적 안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
이 튀니지식 경제모델의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조명은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모델이 아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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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튀니지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튀니지 정권의
지지기반이자 이슬람주의의 성장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중산층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고 생각해왔다. 벤 알리의 퇴진을 이끌어낸 민중의 봉기가 일
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외부세계는 튀니지 경제모델의 성공에 대해 얘기
했고 이러한 평가 자체가 정권 유지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튀니지
경제모델에 대한 관심은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Hammouda op. cit., p. 8).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양상
은 튀니지 혁명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했다. 그토록 찬양을 받
았던 경제발전 모델은 그 경제적 성취는 부패와 독점이 낳은 환영에 불과
한 것이었다고 비판받았으며 더 나아가 튀니지 발전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제기도 등장했다. 기존의 평가와 정반대로 튀니 경제모델이 낳은
부패, 지역불균형, 실업 등의 문제가 정치적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정권의 주된 지지기반이라고 간주되었던 경제모델이 역으로 정권
을 추락시킨 원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역 간 격차 역시 혁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경제격차 확대는 2008년 가프
사(Gafsa) 광산지역, 벤 게르단 지역, 2010년 가을 이후 시디 부지드 지역에
서 발생한 민중봉기의 주된 배경이었고 2011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튀니지에서 전개된 반정부운동 과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기존 정치세력
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먼저 벤 알리를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참여
하지 않았던 이슬람주의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적어도 표면상으로
는 튀니지 혁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2011년 10월 23
일 튀니지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엔나다가 하원의 217
석 중 89석을 획득하여 1당이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화국회의’가 2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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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서명’이 26석, 노동과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포럼(에타카톨)이 20석을
차지하였다(표 2 참고).
표 2. 2011년 10월 23일 튀니지 제헌의회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엔나다 운동(Ennahda Movement)

37.04

89

공화국회의(Congress for the Republic)

8.71

29

대중서명(Popular Petition)

6.74

26

노동과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포럼(Etakatol, Democratic Forum for
Labor and Liberties)

7.03

20

진보민주당(Progressive Democratic Party)

3.94

16

새로운 시도(The Initiative)

3.19

5

민주적근대주의자진영(Democratic Modernist Pole)

2.79

5

튀니지의 지평(Afek Tounes, Horisons Tunisia)

1.89

4

튀니지노동자공산당(Tunisian Workers' Communist Party)

1.57

3

기타

21.16

20

무효표

5.94
합계

100

217

주: 총 유권자 수 8,289,924명, 투표인 수 4,308,999명, 투표율 51.97%.
자료: www.Tunisia-Live.net

좌파 정치세력 역시 걸프만 산유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슬람주의 정당
엔나다 중심의 우파 정권을 인정하며 이슬람주의자들과 벤 알리 체제의 잔
존 세력이 연대하고 있는 현 체제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1월
22일 좌파정당 에타카톨의 벤 자파르(Mustapha Ben Jaafar)가 국회의장에
임명되고, 12월 13일에는 인권연맹 의장을 역임하고 좌파정당 ‘공화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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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였던 마르주키(Moncef Marzouki)가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은 급
진적인 혁명세력의 압력에 직면한 제도권 정치세력 간 타협의 경향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들은 2012년 3월에 과거 벤 알리 정권의 관료
들이 만든 ‘정치개혁위원회(Political Reform Commission)’ 역시 적극 지지
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경제계 인사들, 고위 행정관료, 노동총연맹(UGTT)
간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공산당 후신인 에타즈디드(Ettajdid), 진보민주당
(PDP: the Progressive Democratic Party)과 같은 좌파 정당들이 참여하였다.
법학교수 벤 아슈르(Yadh Ben Achour)가 맡은 위원회는 혁명 후 경쟁을 벌
이고 있는 두 세력, 즉 벤 알리 퇴진을 이끌었던 급진적인 세력과 벤 알리
체제하에서의 지배세력들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Lantier
2012).
한편 혁명 후 실시된 2011년 10월 23일 제헌의회 선거는 벤 알리 퇴진
운동에서 하나가 되었던 혁명세력을 여러 가지 이념과 진영으로 분열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를 계기로 새로이 형성된 정당이나 분파에서 민중
이 참여할 기회도 적었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주된 이슈는 민중이 겪는 경
제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한 헌법 조항 등과 같은
종교적인 사안이었다. 폭력적이고 반동적인 종교세력에 대한 투쟁이 화두
가 되면서 온건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 이슬람세력인 엔나다가 승리를
가져갔던 것이다. 절반의 국민들은 이 실망스러운 선거에 다수가 불참하였
다. 이제 엔나다의 2인자 제발리(Hamadi Jebali)가 이끄는 정권하에서 국민
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거의 경제, 사회 정책을 새 정권이 계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권리, 학문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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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집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세르 시대 이집트는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일관된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나세르는 이집트를 목화재배지로 유
지하려는 제국주의에 맞서 산업화 전략을 폈다. 이 새로운 경제체제는 중
산층의 발전을 촉진했고 서민층 역시 빈곤화 현상을 겪지 않았다. 이러한
자립적이고 민중적인 경제체제는 사다트와 무바라크 시대에 와해되었고 이
집트 경제는 대부분 서구 독점자본에 종속된 기업의 이윤만을 고려하는 체
제로 변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국제사회는 이집트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선전했지만 이는 불평등과 실업 현상의 심화를 동반한 것으
로 대부분의 이집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체제에
서 가장 큰 고초를 겪었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였고 ‘아랍의
봄’이라는 강력한 정치 현상이 창출된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이나 국제사회
가 찬양한 이집트 정권의 안정적인 집권은 상당 부분 거대한 무력의 힘에
의존한 것이었다. 특히 50만 군대보다도 수적으로 많은 120만의 경찰에 의
한 철저한 사회통제가 정권 유지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집트의
정치적 안정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변 산유국으로의 이주
였다. 그런데 빈곤 문제를 일부 해소해주었던 이민이 아시아 출신 노동자
들로 대체되면서 저항운동이 다시 등장하게 된 측면도 있다.
먼저 이집트 혁명을 이끈 세력은 정당이나 노조 등 기존 정치세력들이
아니라 주로 조직되지 않은 자발적인 시민들이었다. 이들을 크게 다음 세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자발적이고 근대적인 방식으로 재정치화된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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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급진좌파세력
셋째, 민주주의 성향의 중산층
혁명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100만 명 가량의 청년층이 당시 운동을 전
면에서 이끌었다. 이후 급진 좌파와 민주주의적인 중산층이 여기에 합류하
였다.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는 처음 나흘간 운동에 불참을 선언하였었다. 이
는 무엇보다도 시위가 쉽게 경찰에 의해 진압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
었다. 그러다가 시위 참여자 수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위가
확산되자 뒤늦게 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청년들과 급진좌파는 공히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민주주의, 즉 군과 경찰에 의존하는 정권의 종식
둘째, 민중의 입장에 선 정치,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의 탈피
셋째, 자주적인 대외정책
이들이 추구한 민주주의 혁명은 반제국주의적이고 사회혁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청년운동의 경우 계층적인 배경이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다양했지만 공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급진좌파와의 연대가 이 점
을 잘 보여주었다. 중산층 역시 민주주의 쟁취를 목표로 했지만 청년운동
과는 달리 시장의 구조나 정권의 대외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중산층 참여자를 이끈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극도로 미국화된 부
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이들은 동유럽 혁명과 유사하게 미국이 지원한 ‘민
주혁명’ 진영에 가담하기도 했다. 아랍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하는 블로거들
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했으며 동시에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Amin op. cit.,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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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혁명운동 세력의 시위 호소는 급속히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고
시위 초기 경찰의 강경 진압과 그로 인해 발생한 1,000명 이상의 희생도 시
위대의 결의를 꺾지 못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위대는 리비아의
반군과 달리 외부세계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운동이 전 사회로 확산
되었고 특히 500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이 투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운동
의 급진화 가능성이 커졌다. 2007년부터 활발해진 노동자 투쟁은 이 과정
에서 노동운동의 혁신을 낳았다. 50여 개의 독립노조는 이러한 혁신의 대
표적인 결실이었고 이들은 이집트 혁명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80년
대 농업개혁을 무효화함으로써 토지를 잃게 된 소농들의 저항7) 역시 민주
화운동을 급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빈민들의 대대적인 시위 참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혁명 후 혁명을 지켜내기 위해 건설된 인민위
원회에 지역의 빈민이 적극 참여한 현상은 특히 강력한 대중적인 지지기반
을 가진 무슬림형제단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 실제 혁명 이
후 무슬림형제단과 이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들, 또
는 민주세력 중 어느 세력이 광범위한 미조직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진행되었다. 튀니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결과적
으로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슬람주의자들, 특히 그 대표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혁명 이후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혁명 이전까지 무슬림형제단은
정권이 용인한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일 뿐 아니라 정권의 지원으로 성장한
세력이었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동정책에도 반
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인 사우
7) 무슬림형제단은 사유재산이 이슬람에서 인정한 성스러운 제도이며 농업개혁은 공산주의자
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로 법안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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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비아에 유용한 세력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형제단을 ‘민주주의’ 세
력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이다.
다. 리비아
카다피는 자신이 표방하고 외부에 알려진 바와 달리 그다지 사회주의적
도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았다. 또한 그가 주창한 ‘이슬람사회주의’ 역시 아
랍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2011년 아랍 민중의 봉기가 발생
하기 훨씬 전에 그는 리비아를 신자유주의로 이끌었고 자국 광물자원을 미
국과 유럽의 기업에게 개방했다. 1969년 집권 이후 30여 년간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와 외교관계 단절, 경제 및 군사 제재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시도된 테러행위 등으로 점철된 카다피의 행보는 2000년대 들어 석
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의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 회복 등 개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다가 역설적으로 카다피 반대파를 지원한 서구의
개입으로 그의 시대를 마치게 된다. 또한 카다피 집권 42년이 지난 2011년
리비아는 여전히 중세적이고 부족사회 수준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개방정책의 결과로 민영화, 복지축소, 실업률
증가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튀니지나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리비
아에서도 민중봉기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혁명세력의 성격과 관련해 리비아는 튀니지나 이집트와 차이점을 보였
다. 변화를 바라는 리비아 민중의 요구는 초기부터 카다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무장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다수의 민중이 평화
적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려 했던 튀니지, 이집트와 달리 리비아에서는 ‘과도
국민회의(NTC: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라는 조직이 권력을 쟁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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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카다피 정권을 대상으로 한 무력공격을 전개했던 것이다. 외부세계에
비친 튀니지 혁명은 ‘부르기바 가’에서 “벤 알리 퇴진!”을 외치며 하나가
된 튀니지인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졌고 이집트 혁명은 타흐리르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무바라크의 퇴진을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로 기억되었다.
이와 달리 리비아의 저항운동은 이미 나토의 군사 개입 이전부터 중무장한
저항세력, 폐허, 시체와 같이 내전을 연상시키는 상징들로 비추어졌다. 또
한 내전 개시 직후 ‘과도국민회의’는 나토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리
비아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자의 군대와 외부세계의 지지와 지원을 받은 자
칭 ‘임시정부’ 간의 내전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Belaali 2011).
2월 23일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카다피 정권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제안하였고 독일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영국 역시
유엔에 의한 제재조치와 카다피 정권의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
구하게 된다. 2월 24일 스위스도 자국에 예치되어 있는 카다피 일가의 재산
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2월 25일 오바마 대통령 역시 카다피 일가 및 측근
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다. 며칠 후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도 유사한 동결조치를 취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조치가 논의되고 있던 3월 초 리비아 상공에서 프랑스 공군의 정
찰비행이 이루어진다. 3월 10일 프랑스가 과도국가위원회(CNT: Conseil national de transition)를 정당성있는 리비아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한다는 입장
을 발표한다. 결국 3월 17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민간인을 보호한다
는 명분으로 친카다피 세력에 대한 무력공격을 승인하게 된다. 이후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가 사망할 때까지 공습과 반군 지원 등 나토군의 군사 개
입이 진행된다(표 3 참고). 나토의 리비아 공습은 코소보 전쟁이나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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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 미군이나 나토군이 주도한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민간인
의 살상을 초래했다. 적어도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카다피를 죽이
고 리비아의 석유자원에 대한 기존 서구의 기득권을 공고히하는 결과를 낳
았던 것이다.
표 3. 리비아 혁명에서의 외세 개입

2011년
2월 15일

벵가지에서 폭동 발생

2월 22일 법무장관 압델자릴과 내무장관 유네스가 반군에 합류
2월 26일 리비아의 유엔대사가 반군에 합류
2월 27일

벵가지에서 반군 지도부가 과도국가위원회(CNT)를 결성하고 전 법무장관 압델자
릴이 의장이 됨

3월 10일 프랑스가 과도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
3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친카다피 세력에 대한 무력공격을 승인
3월 31일 나토군이 미군을 대신해 친카다피 세력에 대한 공습 개시
4월 7일

독일이 리비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참여 의사 표명

4월 30일 카다피의 막내아들과 손자 세 명이 나토군의 트리폴리 공습으로 사망
5월 11일 반군이 미스라타 공항 장악
5월 22일 벵가지에 유럽연합 연락소 설치
6월 27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카다피와 그의 아들 세이프 알 이슬람,
정보부장 알 세누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6월 29일 프랑스가 네푸사 산악지역 주둔 반군에 무기를 공수한 사실 인정
7월 15일 리비아 사태에 개입한 국가들의 모임이 과도국가위원회를 정당성 있는 정부로 인정
8월 9일

카다피 정권이 즐리텐 지역에 대한 나토의 공습으로 8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비난

8월 23일 반군의 트리폴리 장악
10월 20일 시르트에서 카다피 사망
10월 31일 나토군의 군사작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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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후 리비아의 상황을 보면 카다피 살해 이후 실권을 장악한 과도국
민회의와 당시 반군의 대통령 압델자릴(Abdeljalil)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역설적으로 혁명의 진원지이자 새 정권의 기반인 리비아 동부 벵가지 등지
에서 새 정권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어왔다.8) ‘새로운 리비아’의 또 다른 문
제는 민병대에 관한 것이다. 반군 출신이며 ‘전국위원회’의 군사적인 기반
이었던 민병대가 혁명 후에도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2012년
말 리비아의 상황을 보면 혁명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반군이 이제는 리비아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
다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반군이 무기를 내려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기를 소지한 반군 출신들은 국가의 통
제에서 벗어난 민병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정규군으로 전
환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이 개인적으로 채용되는 것에 반대
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결국 민병대 전체를 집단적으로 정규군으로 받아들
이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들을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리
비아 사태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바로 이 민병대라고 할 수 있다.9) 게다
가 민병대에는 카다피 정권에 의해 탄압받았던 이슬람주의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정치체제가 수립

8) 카다피 축출 이후에도 벵가지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에
는 바로 벵가지를 거점으로 만들어진 ‘과도국민위원회’의 한 인사가 벵가지를 리비아의 경
제 수도로 정하자는 제안을 했다(Tout est à nous 2011. 12. 28).
9) 2000년대 초 리비아에서 이슬람무장세력은 감옥에 있거나 알카에다에 소속되어 이라크 등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카다피 정권은 자국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가담한 이들을
탄압하였지만 동시에 이들과 협상에 나서고 2008년 4월 대표적인 이슬람조직인 이슬람전투
그룹(Groupe islamique combattant en Libye) 조직원 90명을 석방하는 등의 유화조치도 병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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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러는 가운데 제2의 내전이나 혁명이 발
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20minutes 2012. 10. 17). 2012년 6월 리
비아에서는 새로이 국회(General National Congress)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가 열렸고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로 가는 또 다른 초석’, 또는 ‘리비아
최초의 자유선거’, ‘새로운 시대의 시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추켜세웠
다. 선거 결과 마흐무드 지브릴(Mahmoud Jibril)이 이끄는 국민동맹(Alliance
of National Forces)이 승리하였다. 새 의회가 현재 국회의장 엘 메가리에프
(Mohamed Youssef El-Megarief)가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과도국민회의를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현재 리비아의 복잡한 정치 상황
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 알제리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장기집권을 했던 독재자가 퇴진하면서 국제사회에
서 알제리를 주목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아랍의 봄’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아랍세계에서 가장 민중운동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 운동을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알
제리는 9,000~1만 회의 폭동을 경험했다. 그리고 2011년은 전국적인 규모
의 격렬한 시위로 문을 열었다. 분노한 청년들은 공공건물과 상점을 공격
하였다. 2011년 1월의 시위는 1월 5일 수도 알제의 빈민지역인 밥 엘 우에
드(Bab el-Oued)에서 시작되었다. 시위는 사복경찰이 노점상의 가판대를 엎
으면서 촉발되었다. 밥 엘 우에드의 비공식 부문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경
험해온 이같은 경찰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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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터였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수도에서
발생한 시위가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된 배경에 대해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거론되었다. 식용유나 설탕과 같은 기초 생필품 가격 폭등의 결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실제 2010년 12월 31일과 2011년 1월 1일 하루 사이에
이 두 품목의 가격이 20% 상승했는데 이러한 가격 폭등이 두 품목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Chibani 2011). 1월 11일 튀니지에 이어서 알제리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생필품 가격 폭등과 실업 현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년들이 수도 알제와 오란, 콘스탄틴과 같은 주요 도시, 그리고 베
르베르 운동의 전통이 강한 카빌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물
가 폭등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
다. 수르 엔 고즐란(Sour-El-Ghozlane)에 있는 국영 ENAD 화학공단에서 조
업 단축으로 1년째 해고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청년 실업자들 역시 일자리 요구와 실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고
속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감행했다. 운수, 교육, 의료, 지자체, 법조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실업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에
서는 대학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조치를 비판하는 동
맹휴교가 늘어났다. 정당들도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해 1월 22일에는 문화
와 민주주의 동맹(RCD) 주도로 수백 명이 참여한 시위가 있었고 1월 29일
에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파업과 시위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되어왔
기 때문에 정권이 강압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방위

4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적인 압력, 그리고 튀니지의 벤 알리 정권과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붕
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테플리카는 2월 3일 19년간 지속된 비상계엄의
해제를 약속했고 2월 22일에 해제되었다.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압델아지
즈 부테플리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구호는 ‘자
유롭고 민주적인 알제리’, ‘학살정권’, ‘국민은 정권 퇴진을 원한다’ 등이었
다.10) 계엄령 해제, 부테플리카의 퇴진과 정치체제의 개혁이 시위대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다른 아랍국가와 달리 알제리에서 반정부시위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계엄령이 해제되고 몇몇 정당들이 새로이 합법화되어 선거
에 참여하게 된 것 정도가 성과였다. 그 원인으로 우선 시위 주도세력의 역
량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1월 21일에 결성된 ‘변화와 민주주
의를 위한 국민연합(CNCD)’11)은 반정부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지만 여
기에 참여한 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중 동원
능력이 약했다. 그 결과 2월 23일에 ‘국민연합’에서 ‘시민사회연대회의
(Coordination de la société civile)’가 갈라져 나왔다. 전자에는 당초 이 조직
결성에 참여한 후 잔류한 정당과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었고 후자에는 청
년실업자, 독립노조, 내전의 산물인 실종자 문제 관련 단체인 SOS 실종자
(SOS disparus), 알제리인권연맹(LADDH)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효
10) Le Soir(2011. 2. 20).
11) 국민회의에는 알제리 인권연맹(LADH), 독립노조(CLA: Snapap, SNTFP, Satef), 문화와 민
주주의를 위한 회합(RCD: Le 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emocratie)을 비롯한
야당(MDS, PLD), 페이스븍 그룹(Wassila), 아르크 운동(Le mouvement des Archs), 전국
실종자가족모임(L’Association nationale des familles de disparus), 아동인권옹호단체
(L’Association de défense des droits des enfants),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국모임(Le
Collectif national pour la libération de la presse)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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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대응도 시위가 혁명적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은 원인이었다. 정부가
200억 유로가량의 추가 복지예산 지출을 약속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노점상 허용, 식품에 대대 부과되던 세금의 인하, 1,120억 유
로 상당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물론 시위가 주변국
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두려워 한 정부의 유화조치에 힘입어 파
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던 측면도 있다. 교사의 파업과 학생의 동
맹휴업이 있었고 알제리 최초로 실업자 노조가 은행 분야에서 결성되었다.
또한 철도노동자와 의사의 파업도 전개되었다. 장기간의 내전을 겪은지 얼
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제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1991년 12월 선거 무효화와 1992년 1월 쿠데타에서 비롯된 알제리 내전은
이슬람주의자, 군인, 민간인을 합해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1999년
경 종식되었다. 그러나 내전이 발발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몇몇 지역
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무력 공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편 튀니지에서 벤 알리가 퇴진하고 리비아에서 내전의 양상이 나타나
자 인접국으로서 알제리는 2,000km에 달하는 리비아와의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튀니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해 유
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아랍의
봄’의 열기가 식은 후 알제리의 상황을 요약하면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
지 못하는 가운데 반대파 역시 세력이 약하고 대부분 정권에 타협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에는 튀니지와 달리 혁명에 동참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간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요 정치세력의 상황을 고
려할 때 알제리의 정치적 변화는 민중 스스로의 급진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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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로코
모로코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양상을 보면 2011년 1월 12일 수도 라
바(Rabat) 의회 앞에서 천여 명의 대졸 실업자들이 공공기관에 일할 수 있
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시위 3주 전 정부의 약속으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11년 2월 10일부터 1,500~2,000개의 자리를 확보
해 채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을 3월 1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여 청년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2011년
모로코에서 벌어진 시위는 튀니지나 이집트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대중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2월 20일 처음으로 시위가 대규모로 나타났고 입헌군주제를 요
구하며 수 주일간 계속되었다. ‘2월 20일 운동’으로 불리게 된 시위대에 대
해 야당과 노조가 지지를 표명했고 학생, 실업자, 은퇴자 등 경제상황에 불
만을 품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민주주의, 복지, 반부패 등이 시위의
주요 이슈였고 정권에 대해서는 국왕이나 왕정에 대한 거부보다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요구하였다. 혁명적인 상황이 전개된 주변국에 비하면
적어도 이번 ‘아랍의 봄’에서는 정권을 위협할 만한 운동이 전개되지는 않
았지만, 수 세기 동안 왕이 사회를 직접 통치해온 모로코에서 입헌군주제
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2월 20일 운동’이 주도한
시위에 대한 응답으로 모하메드 6세는 2011년 3월 9일 TV에 출현해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수상의 권한 강화, 삼권분립 보장, 개인과 집단의
자유 신장 등이 개혁안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왕은 ‘헌법개정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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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6월 17일 신헌법 초안을 제출하여 국민투표
에 붙였다. 대다수의 정당과 기업총연맹이 지지를 표명하였고 유럽연합,
오바마 행정부, 유엔, IMF 등도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2월 20일 운동’ 시
위대는 국왕이 시도하는 개혁의 방향이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민중의 요
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운동’은 새로운 헌법은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헌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동’은 국왕이 제시한 국민투표안을
거부하고 대신에 전국을 순회하는 평화행진을 추진했다. 결국 7월 1일 국
민투표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그 결과 국왕은 ‘정부의 대통령(Président du
Gouvernement)’이라고 이름이 바뀐 수상직에 선거에서 1당이 된 정당의 장
을 임명되었다. 행정부가 국왕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사법
부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아프리카 지역 토착인의 언어인
베르베르어가 아랍어와 함께 공식 언어가 된다.
헌법 개정 이후 2011년 11월 총선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보면 이슬람
정당인 정의발전당(PJD: 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이 27.08%
의 득표율과 107석을 획득하여 1당이 되었고 독립당(Parti de l’Istiqlal,
15.19%, 60석), 무소속전국연합(RNI: Rassemblement national des indépendants,
13.16%, 52석),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측근인 엘 힘나(Fouad Ali El-Himna)가
창설한 신생정당인 정통과 근대당(PAM: Parti Authenticité et Modernité,
11.90%, 47석), 민중사회주의연맹(USFP: 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
9.87%, 39석), 민중운동(MP: Mouvement Populaire, 8.10%, 32석) 등의 좌파
정당이 그 뒤를 이었다(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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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1년 모로코 총선 결과

득표율

의석 수
(기존 의석과의 비교)

정의발전당(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 PJD)

27.08%

107석(+60)

독립당(Parti de l’Istiqlal)

15.19%

60석(+8)

무소속전국연합(Rassemblement national des indépendants,
13.16%
RNI)

52석(+13)

당명

정통과 근대당(Parti Authenticité et Modernité, PAM)

11.90%

47석(신생정당)

민중사회주의연맹(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
USFP)

9.87%

39석(+1)

민중운동(Mouvement Populaire, MP)

8.10%

32석(-9)

제헌연맹(Union Constitutionnelle)

5.82%

23석(-4)

진보사회주의당(Parti du progrès et du socialisme, PPS)

4.55%

18석(+1)

1%

4석

노동당(Parti travailliste, PT)

물론 모로코 정치세력의 구도를 선거 결과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왕실에서 이
루어진다. 이때문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고 투표율도 서구
사회보다 낮은 편이다. 2007년 9월 총선의 경우 투표율은 37%였고 2011년
11월 총선에서는 그보다 조금 오른 45%였다. 선거부정의 관행 역시 선거
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거부정으로 피해
를 보는 세력은 주로 좌파정당이었고 1997년과 2002년 총선의 경우에는 이
슬람주의 정당 역시 실제 득표율보다 낮게 발표되었다. 그러다가 아랍의
봄 직후에 실시된 2011년 총선에서는 선거부정이 이전보다 어려워져 결과
적으로 온건 이슬람정당인 정의발전당이 전보다 60석이 늘어난 107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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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이 되었다. 선거부정이 아니었으면 이 정당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2007년에도 정의발전당은 부당하게 1당
을 독립당에 내주며 제2당에 머물렀다.

3. 국가별 비교
‘아랍의 봄’은 초기부터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었다.12) 튀니
지와 이집트에서 시위를 통해 독재자가 퇴진하였다면 리비아에서는 극단적
인 폭력 상황이 전개되었다. 리비아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튀
니지와 이집트가 겪은 양상은 재현되지 않았다. 위에서 우리는 특히 민주
화운동과 연관된 사회집단 및 정치세력의 상황을 국가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간에 상당한 공통점도 있고 동시에 일련의 차이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노조나 야당 등 전통적인 조직의 힘보다 실업자, 비공식 부문 종사
자, 일반 시민 등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는 점이다. 물론 이는 노조의 사회적 비중이나 민주화운동 참여 정도에 따
라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노동계급의 참여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두드러졌
12) 아랍민주화에 대한 유형화의 예를 보면 아스키는 성공한 혁명, 폭력적인 혁명, 폭력적으로
진압된 민중의 봉기, 주저하는 국가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국가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Haski 2011). 샤리용은 ① 급속한 제거
(effacements rapides): 튀니지, 이집트 ② 폭력적 상황의 지속(convulsions violentes): 리비
아, 시리아, 예멘, 바레인 ③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개혁이 진행된 경우: 모로코, 요르단,
오만 ④ 양보를 통해 정치 안정 시도: 걸프만 산유국들과 알제리 ⑤ 적어도 ‘아랍의 봄’ 시
기에는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라크, 쿠웨
이트, 아랍에미레이트연합(Charillo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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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공히 노동계급의 요구는 국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의 급진화를 막으려는 대다수 정치세력들이 주도권을 장악함으
로써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튀니지 혁명이 시작되었던 가프사 지역에서
2012년 1월 5일 발생한 암마르 가르살라(Ammar Gharsallah)의 분신으로 잘
표현되었다. 이 분신은 튀니지의 심각한 실업 문제와 관련된 시위가 끝난
직후 발생한 것이었다. 벤 알리 퇴진 후 튀니지의 상황을 보면 튀니지 경제
의 핵심 부문인 관광산업의 부진에 따라 경제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으며
경제 및 고용조건, 복지, 정치적인 권리 등의 측면에서 벤알리 퇴진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기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부상을 들 수 있다. 구 지도자의 퇴진이
이루어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는 공통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승계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나 튀니지의 엔나다 등
주요 이슬람 세력들이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수혜
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개된 ‘아래로
부터의 민주화’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이와 함께 이
들이 지닌 역량도 정치적 승리에 작용했다. 이슬람세력들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 사회 곳곳에 구축해놓은 토대, 재정적인 역량, 이집트와 같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명료한 담론 등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El-Chazli 2012). 다른 한편 혁명 후 기존 지배세력이 이슬
람세력을 동맹세력으로 간주하고 지지했던 것은 이들이 민주화운동이 급진
화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
이다. 이슬람주의가 이념적으로 구분해볼 때 좌파보다는 우파에 가깝다는
점도 이들의 행보와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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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정치에서 이슬람주의의 부상이 아랍세계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
니다. 1979년 이란혁명, 1991년 알제리 선거, 2000년대 초반 레바논, 팔레스
타인 등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역사적 전례이다.
특히 혁명으로 시작된 최근 상황은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해 종교세력의 부
상, 그리고 회교혁명으로 귀결된 이란의 경험을 연상케 한다. 이밖에도 좌
파 정당들이 청년운동, 노동운동 등 혁명 주도세력과의 연대보다는 이슬람
세력 등 보수세력 중심의 체제 이행을 선호한 것도 혁명적 상황이 전개된
국가들의 공통된 양상이다.
국가별 차이점을 보면 우선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달리 혁명적인 상
황이 전개되지 않은 알제리, 모로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에 성공한 위 세 나라 중 리비아는 다른 두 나라와 차이점이 있다. 리
비아는 반정부시위 발생 초기부터 격렬한 무력 충돌 또는 내전의 양상을
띠었다. 장기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유사하게 리비아에서는 외
세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세력과 정권 간 내전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
한 리비아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 등 조직적인 운동이 미미했고 오
랜 독재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점, 석유자원에 대한 외세의 관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튀니지나 리비아보다도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며 노동운동을 비롯해 사
회운동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모로코에서 민주화운동이 격렬한 양상을 띠지
않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모로코의 왕실의 위상과 대응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군주제의 역사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적어서
왕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어렵게 하였으며 모하메드 6세의 적극적인
대응도 모로코의 정치 상황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파를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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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게 탄압했던 전 국왕 하산 2세와 달리 10년 전 집권한 현 국왕 모하메
드 6세는 집권 이후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물론 심각한
빈부격차, 왕가의 권력 독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선거제도와 같
이 다른 아랍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저항이 나타나기는
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에 직면해서도 국왕은 본격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헌법 개정을 주도함으로써 민중의 압력을 조기에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로코는 2월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후 정권과 시위 주
도세력 간에 타협의 길을 걸어온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제리는 ‘아랍의 봄’ 이전 정권을 비판하는 민
중운동이 활발했던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와 유사하게 민중
의 동원이 미약했고 주변국과 같은 혁명적인 양상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
러나 그 이유는 모로코와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도 15만 명이 희생된 잔혹
한 내전을 겪은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과의 또 다른 심각한 갈
등을 재현하고 싶지 않은 국민의 심리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역으로 오랜 내전은 경찰과 군 등 국가의 강제적 기구가 반정부운동을 제
어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했다. 실제 2011년 초 발생한 시위에 대해
국가가 매우 강력하게 대응했고 시위대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리비아나 이집트와 달리 알제리에서는 내전을 겪는 동안 군이나 경찰에서
반군에 가담하는 등의 이탈 현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정권이 쉽게 흔들
리지 않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권이 튀니지와 달리 비공식 부
문에 관용적인 정책을 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권이 강제
력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정당성을 토대로 국민으로부터 자
신들의 지배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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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아랍의 봄’ 시
기 북아프리카 5개국의 민주화운동 및 혁명적 상황 이후의 국면에 대해 살
펴보고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아랍의 봄’ 현상이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외부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이 현상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지에 관한 것이다. ‘아랍의 봄’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떤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대
내외적인 수많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아래에서는 이 글에서 초점
을 두고 있는 사회집단 및 정치세력 간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해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혁명세력과 민중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
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외부세계의 일반적 인식
과 달리 개별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인구 구성에 있어서 베르베
르 문제와 같은 종족적 또는 문화적인 갈등이 강하게 존재하는 알제리는
이집트나 튀니지의 국민에 비해 덜 동질적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그와 연
관된 갈등은 ‘분할을 통한 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다. 특히 알제리와 같이 가까운 과거에 내전을 겪은 사회에서는 통합적인
민중의 저항운동이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Khalidi 2011).
물론 이러한 통합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
한 경험, 비동맹운동의 선봉에 섰던 경험, 북아프리카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경험 등은 알제리인의 남다른 자부심과 정체성의 배경이 되었고 향
후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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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민주화운동의 바람에서 비껴간 나라들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많은 아랍국가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폐지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로코의 운명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시대에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
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향후 전망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혁명세력의 역량, 반혁명세력의 향후 행보, 이슬람주의자들의 향후
행보 및 세속적인 민주세력과 예상되는 관계, 민주화 과정에서 군의 역할,
지역 간 격차 및 갈등의 해결 등 아랍 민주화운동의 결과와 관련해 많은 질
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흐름
이 ‘아랍의 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아랍세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민주화운동은 강력한 반혁명 블
록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계급적인 측면에서 반혁명 블록은 부르주아
계급이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속적인 축
적체제는 부유한 부르주아지의 부상을 낳았는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 초래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의 수혜자였다. 현재 이집트의 부르주아지
에는 군과 경찰의 고위층, 국가 기구 및 민족민주당에 연계된 민간인, 무슬
림형제단의 간부나 일종의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즈하르의 세이크와
같은 종교인들이 속해 있다. 농촌지역의 반혁명 진영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 나세르 시대 농업개혁을 통해 과거 지주계급을 누르고 농촌의 신흥
지배계급이 된 부농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반혁명 진영은 군
과 경찰, 국가기구, 민주민족당, 아즈하르와 같은 종교기구, 무슬림형제단
과 살리피즘 세력 등 이슬람주의 세력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수단을 보유
하고 있다.
실제 무바라크 퇴진 후 이집트의 정치 변동은 이 반혁명 세력의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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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민주주
의적인 변화가 자신들에게 초래할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다
양한 의미를 지니는 현재의 혁명을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식으
로 변질시키려 했다(Belaali, op. cit.,). 튀니지에서도 반혁명의 시도가 나타
났다. 구 정권의 수장은 떠났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러나 반혁명의 힘은 무엇보다도 혁명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낸 민중들이
혁명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혁명에 등을 돌릴 위험성이
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혁명에 부정적인 국제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이 적지 않은 것이다. 모든 희망, 그리고 목
숨까지 혁명에 걸었던 실업자나 빈곤층들은 혁명이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빈곤층
을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이나 공직 채용 시의 혜택, 기초생필품 가격 보조
정책,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소 방안 등 벤 알리 퇴진 후 수립된 정
부가 시도한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성과
가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과 혁명 이후 대중의 동원이 급속도로
약화된다는 혁명의 일반적인 양상이 반혁명세력의 부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랑은 혁명적 상황이 지나간 후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관적 전망을 언급하며 “이 운동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어온 과거 역시 미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Blanc 2011).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과거의 세력과 현재
의 세력 사이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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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앙골라는 27년이라는 긴 내전이 종결되고 국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 앙골라의 외교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냉전기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고한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던 외교 노선을 고수하다가 탈
냉전기가 도래하면서 그들의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탈이데
올로기 노선을 공표하였으며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기조를 택하였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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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는 내전의 여파로 인한 실업과 교육 문제, 열악한 국가 기간시설, 효
율적인 자원 개발 등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간 앙골라 내에서 높아진 한
국의 위상을 통해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당면 과제인 자원 외교를 통해 국가의 실익을 추
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 ․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여외교와 실용외교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에 이바지해야
함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느 국가도 맹목적인 헌신만을 위한 기여외교
(contribution diplomacy)를 펼치지는 않는다. 우리의 과제는 국제사회에 기
여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국익으로 연결시킬지를 고민하고 합목적성 기여외
교를 펼쳐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외교와 실용외교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앙골라와
의 관계를 돈독히 구축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유지
군 파병이 분쟁 지역이었던 앙골라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유지활동을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여외교 관련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정치, 경제 및 군사 면에 걸쳐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진
입하기까지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엔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여 기여외교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중장기적으로 국
가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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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타당하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비록 탈냉전 상황으로
변환되면서 자유주의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확산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처한 상황은 현실적인 사고를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정치경제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앙골라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한국과 앙골라의 관계를 다루었던 선행 연구
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한국과 앙골라의 관계 내지 앙골라의 국제관계를 분
석하고 있는 글은 국내에서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는
우선 한국이 앙골라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하게 된 앙골라 내전의 배경과
국제관계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이 평화유지군 파병 등 기여외
교를 통해 앙골라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가능한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평화유지군 파병이 양국 관계의 확대와 심
화, 한국기업의 진출, 상품 수출과 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이
미지 강화 등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본 연구보고서는 일련의 평화유지활동을 통
해서 한국과 앙골라 축구 대표팀이 친선경기를 할 정도로 정치적 ․ 경제적 ․ 문
화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있
다. 이것은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구해왔던 선린외교와 자원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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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선 앙골라 내전의 배경, 내전의 발전 과정, 냉전기 미 ․ 소 강
대국의 개입으로 인한 내전의 국제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제화된 전쟁이
다시 순수한 내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내전의 종결을 지원하고 앙골라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유
지군을 파병했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분쟁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유엔이
펼치고 있는 분쟁 예방, 평화 조성, 평화 유지, 평화 강제, 또는 분쟁 종료
후 평화 구축 및 분쟁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광의의 평화 유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1) 그러나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관련한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조금
씩 그 범주를 다르게 평화유지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기여외교 확대는 새로운 접근 방
식이다. 그만큼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데 도전과 위험이 상당히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
롯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평화유지활동을 군사적 차원뿐
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
여외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과 앙골라 관계
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구논문은 국내에
서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와 주한 앙골라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자(본 연구자가 석사학위 지도교수였음) 간 연구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주로 주한 앙골라대사관에서 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

1) 차영구 외(2004), pp. 5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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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으로 문헌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과 앙골라 측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interview)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여외교와 국가 이익
기여외교란 용어에 대해서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및 연성국력
(soft power) 등의 개념과 함께 탈냉전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한국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 기여외교는 국제적 대의를 위해 동일한
형태와 양의 즉각적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타국에 도움을 제공하여 국
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서 평화, 경제 선진화 및 국격 향상 등을 달
성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여외교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공동안보 또는 협력안보를 추구하여 지구 차원에서 안정과 평화를 확장하
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자국의 안보 또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우호적인 국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
다고 볼 수 있다.2)
그런데 ‘기여외교’에서 말하는 ‘기여’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서 국제사
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보다 실제적으로 기여를 받는 대
2) 박종일 외 역(200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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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 대상에 따라 평화 유지에 참여
하는 방식과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체제로서 유엔에 대한
기여인가, 평화 유지를 주도하는 특정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한 것인가,
또는 평화유지군을 파견 받는 주둔국에 대한 기여인가의 여부에 따라 평화
유지활동 참여가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기여외교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
다.3) 기여외교 확대 차원에서 보면 국제평화 유지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그 주체가 유엔이든 유엔이 아닌 특정 기구든 상관없다.
한국이 추진해왔던 평화유지활동을 분석하면 향후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앞서 식별한 기여외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파
악할 수 있다. 하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재정에 대한 기존 분담 비중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
력 파견 비중을 늘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적기에 파견해서 충분히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
유지를 증진하려 한다면 이들 삼자를 가급적 유엔 주도의 평화 유지에서
더 나아가 유엔 이외의 기구가 주도하는 평화 유지에도 적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4)
기여외교의 방식은 다양하나 그 궁극적 목적이 국가 이익과 연관될 수밖
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여외교는 기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여를 통한 국가 이익 신장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한
국의 대 앙골라 평화유지활동도 그 자체로 보면 대가성이 없는 세계와 앙
골라의 평화 안정을 위한 기여 활동이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앙골라
3) 강진석(2005), p. 371.
4) 김달중(1998),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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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심화 발전된다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는 기여외교를 통한 국
익 혹은 국격 신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여외교와 국가 이익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그 양적 ․ 질
적 상황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기여외교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아
프리카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다. 하물며 앙골라는 아직 학계에서 주
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해왔고 최근 몇몇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및 경제학
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철은 앙골라의 문화를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성(Africanidade)과 앙골
라성(Angolanidade)을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흑인성(Negritude), 즉 아프리카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출신
의 사상가인 셍고르(Leopold Senghor), 세자르(Aime Cesaire) 등이 백인 식
민주의자의 야만성에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진정한 타자성과 인본주의에 근
거하여 제시한 것으로 토착주의적이면서 아프리카 중심적인 역전적 담론으
로 이해될 수 있다. 1963년 아프리카 단결기구(OAU)가 결성되면서 아프리
카 대륙 전체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아프리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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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idade)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아프리카성은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에
서 공통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앙골라에서 흑인성 운동이 본격적
으로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이
다. 이 시기에 앙골라에서 나타난 흑인성은 셍고르가 주장하는 해방 수단
으로서 탈식민화로 대변되는 정치적인 흑인성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
었다. 1950년대에는 이러한 흑인성의 정신에 기초하여 포르투갈어권 국가
에서 아프리카성(Africanidade)은 앙골라성(Angolanidade)이라는 새로운 정
신으로 발전했다. 앙골라의 정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된 앙골라성 운동
은 흑인성 운동이 흑인의 존엄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현상으로서 문화를 이
해하며 문화적인 요구를 표명한 운동이라면 앙골라성은 좀 더 정치적인 성
격을 지니게 되었다.5) 따라서 앙골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앙골라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
앙골라 내전을 분석한 왕선애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에 의하면 앙골라
사태는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붕괴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 양상
은 쇠퇴하고 각 정파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세력 다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양상도 1990년대가 되면서 점차 평화 정
착을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였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산국가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오
늘날 앙골라는 미국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
를 확장하고 있다.6) 미 ․ 소 양강의 패권 싸움은 국제정치의 분위기가 변하
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쿠바군이 철수했고
5) 김영철(2001), pp. 179~185.
6) 왕선애(199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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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는 남아공과 단계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서는 앙골라 정부가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리
고 시장경제국가를 추구해왔다. 이런 변화는 소련과 동구권 붕괴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정부와 반정부
단체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쟁 요인을 제거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앙골라 정부와 게릴라단체인 독립민족동맹(UNITA) 간에서도 분쟁의 완전
한 종식과 평화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가 아직
국내적 요인인 식민역사 청산, 정치지도자의 평화협상 수용 의지, 종족 간
의 갈등 해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7)
최동주는 외국 내전 개입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의 대외정책 선상에서 쿠바의 외교행위를
분석해온 기존 연구에 의하면 쿠바의 앙골라 내전 개입은 쿠바가 단순히
소련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동주의 연구
에 의하면 쿠바의 앙골라 개입은 소련과 쿠바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된 국
제관계의 한 사건이지 단순한 쿠바의 대리전이 아니었던 것이다. 앙골라
내전에서의 승리로 인해 쿠바는 제3세계 정치세력의 핵심 국가로 등장하였
으며 양 초강대국의 입김이 이들 국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
동맹그룹의 새로운 지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8)
조부연의 연구도 그 결과가 상기 연구와 대동소이하다. 그에 의하면 앙
골라 내전의 발발과 확대 요인은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라는 사적 배경과 외
세 개입으로 볼 수 있으며 세력균형이라는 이론적 틀이 적용될 수 있다. 외
7) 왕선애(1996), p. 36.
8) 최동주(199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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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정책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반
공산화 정책이 앙골라에서 충돌한 것이다.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앙
골라 내 민족주의 세력이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세력 다툼을 한 것이 앙
골라 내전인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변화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앙골라해방인민운동(MPLA)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변화이다. 소
련의 붕괴라는 외적인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추후 MPLA 정권이 차츰 친서방 노
선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9)
내전 후 국제적 개입에 관한 Fortna의 분석에 의하면 평화유지군이 존재
할 때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평화가 오래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내전
후 UN의 평화유지활동이 평화 안정에 사실상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다.10)
앙골라 평화유지활동도 그 공과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
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attes와 Savun은 내전 후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은 조심스레 내전 해결안을 고안하는 것라고 하는데, 이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조항(제3자 보장, 세력 분할 등)과 군사력 분할 조항이 그 핵심
이라고 한다.11) 잘 알려진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즉 석유와 다른 희
귀 광물의 풍족함이 아프리카에서 세습주의와 억압을 낳았다는 주장이 있
다.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의 석유 중독은 아프리카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석유의 저주를 남겨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McFerson은 지속된 국제
9) 조부연(1996), p. 47.
10) Fortna(2004), pp. 269-292.
11) Mattes & Savun(2009), pp. 73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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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가 결국 긍정적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12)
앙골라 내전과 오늘날 앙골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룬 연구논문의 내용
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앙골라 내전은 포르투갈 식민지의 유산과 제2차 대
전 후 미 ․ 소의 양극체제하의 이데올로기 대립 및 쿠바와 남아공에 의한 대리
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앙골라는 1990년대 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몰
락으로 친서방 및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도 잔존하는 종
족 간 갈등으로 인해 국가 건설(nation-building)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의
평화유지활동이 종족분쟁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앙골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여외교와 국가 이익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인 Wang의 논문
에서 그 긍정적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Wang은 미국의 외국 원조와 원
조 대상 개도국의 유엔 내 미국의사 동조율 간에 관계가 없다는 기존의 주
장을 반박하였다. 즉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수
원국들이 미국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미국의 원조와 그 영향
력 혹은 효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원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할 경우 미국의 대 개도국 원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3) 우리나라의 기여외교도 그 정치적 영향력 내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McFerson(2010), pp. 335-353.
13) Wang(1999), pp. 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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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앙골라 내전과 UN 평화유지활동
1. 앙골라 내전과 그 평가
1482년 포르투갈인 항해자가 콩고강의 하구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앙골
라에 상륙하였다. 앙골라라는 국명은 그 당시 부근에서 번영하고 있던 콩
고왕국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후 한때는 네덜란드령이었다가 17~19세기에
포르투갈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노예적출에 경제를 의지하였기 때
문에 빈곤하였으며, 1830년 노예무역이 폐지된 후에도 천연자원 개발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0년대에 이르러서야 자본주의적인 식민지 농
업이 도입되었으며, 1917년의 다이아몬드 발견을 계기로 앙골라의 식민지
개발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후 세계공황과 포르투갈 본국
에서 독재정권이 출현함으로써 원주민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51년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법이 폐지되면서 해외영토조직
헌장에 따라 본국의 일부인 해외주가 되었고, 포르투갈의 중앙집권적 지배
는 더욱 가혹해졌다.
그러나 1960년부터 원주민은 해방조직을 결성하고 대규모 무력투쟁을
시작하였다. 그후 해방운동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노동당(MPLA), 앙골라완
전독립민주동맹(UNITA), 앙골라해방민족전선(FNLA) 등으로 분열하였다.
1974년부터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포르투갈은 1975년 1월 앙골라의
독립을 인정하는 협정에 조인하였고 그 해 11월 앙골라는 인민공화국으로 독
립하였다. 그러나 7월부터 MPLA(소련, 쿠바, 동구 제국 지지) 세력과 FN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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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 연합세력(미국, 서방 지지) 간의 내전이 발발했다. 1991년 5월 리스
본 평화협정이 MPLA와 UNITA 간에 체결되고, 1992년 9월 유엔 감시하에
최초의 대통령 및 국회의선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MPLA의 산토스
(dos Santos) 대통령과 MPLA이 승리했는데, UNITA의 대통령 후보 사빔비
(Savimbi)가 선거에 불복함으로써 내전 종식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UN
앙골라감시단(MONUA) 지원 아래 1994년 정부와 UNITA 사이에 평화협정
이 체결되어 UNITA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부와 군대에 흡수되고 1997년 4
월 거국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98년 12월과 1999년 1월에 UN 직원
이 탑승한 비행기가 UNITA군에 의하여 격추되어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국지전은 계속 발생하였다. 2002년 4월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형식적인
의미에서 30년 가까이 끌어온 내전은 종식되었다.14)
앙골라는 아프리카 서부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북동쪽으로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쪽으로는 잠비아, 남쪽으로는 나미비아와 인접한 지리적으
로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열강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15)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받기 전까지 콩고 국왕의 지
배하에 있었다. 1483년에 포르투갈 항해사 디에고 카옹(Diego Cão)이 처음
으로 앙골라에 상륙한 이후로 선교단을 파견하면서 진출하였으나, 당시에
는 콩고 경영에 더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앙골라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후 포르투갈이 노예무역 문제로 콩고의 알폰소 왕과 관계가 악
화되고 콩고의 내란으로 왕국이 몰락하자 1648년 앙골라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루안다 항을 건설한 1575년부터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이루
14) 뺷두산백과뺸. ‘앙골라의 역사’
15) 이한규 역(2002),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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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식민 초기 앙골라에는 특히 브라질로의 노예무역이 활발하여 천연
자원의 개발보다는 노예 수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노예무역이 폐지되고 브라질이 독립하고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으
로 아프리카로 진출함에 따라 식민지 수탈이 시작되었다.16)
표 1.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시기 구분

제1그룹: 원래 독립국이거나
1951년 이전에 독립한 국가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1847), 남아프리카공화국(1910), 이
집트(1922)

제2그룹: 1950~60년대 독립한
국가

리비아(1951), 수단, 모로코, 튀니지(1956), 가나(1957), 기
네(1958), 카메룬, 토고, 마다가스카르, 자이르, 소말리아,
베넹,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브와르, 챠드, 중앙아
프리카, 콩고, 가봉,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 모리타니아
(1960), 시에라레온, 탄자니아(1961), 부룬디, 르완다, 알제
리아, 우간다(1962), 케냐,(1963), 말라위, 잠비아(1964), 감
비아(1965), 보츠와나, 레소토(1966), 모리셔스, 스와질란
드, 적도 기네(1968)

제3그룹: 1970년대 이후 독립한
국가

기네 비소(1975),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코모로, 상투메프
린시페, 앙골라(1975), 세이(1976), 지부티(1977), 짐바브
웨(1980)

자료: 하영선 외 역(2006), p. 103의 내용을 재구성

포르투갈은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참여 정당 간의 대립
으로 정세가 불안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등 국 ․ 내외적인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국민의 눈을 식민지 점령과 식민지 경영
에 돌려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에 막대한 자원과 부를

16) 한정석 역(2003),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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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던 식민지 브라질의 상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광물자원을 공급받고 국내 생산품 소비시장 확보를 위하여 식민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후 1926년부터 시작된 ‘신 국가(O Estado Novo)’ 때 최초로 식민지법
(Acto Colonial)을 1930년에 제정하여 포르투갈의 구체적인 식민정책을 발
표하는데, 주 내용은 ‘식민지인 교육, 그리스도 문화와 서구의 발달된 문화
보급을 통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식민지법의
실상은 식민지의 풍부한 자원을 낮은 가격으로 본국에 제공하고 식민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척하는 착취의 수단이었다. 이후 1960년
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에 따
라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졌으며 이에 대한 무력 저항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의 식민정책은 크게 ‘동화정책’과 ‘노동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동화정책은 말 그대로 앙골라인에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하고, 포르투
갈 문화와 생활양식 습득, 기독교 개종 등을 골자로 포르투갈인과 동화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포르투갈에 동화된 앙골라인(Assimilado라
고 칭함)과 그렇지 않은 앙골라인(Não-Assimilado)을 구분하여 동화인들에
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여 차별화했다. 동화된 앙골라인은 강제 노동에서 면
제되고 직업과 교육의 선택 기회가 많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는 소수에게만 접근 가능한 제도였기
때문에 억압받는 비동화인과의 마찰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앙골라의 노동력을 무상이나 무상에 가까운 아주 저렴
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강제 노동 정책을 폈는데, 이는 식민지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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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강제 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여
러 방면으로 현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노동 정책은 노예무역이 폐지
된 후에도 싼 값의 노동력을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되어왔다.17) 현지인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한 위의 두 정책은 점차 민
족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독
립운동 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은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앙골라 내전의 내부 요인으로는 상이한 민족적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둘
러싼 민족갈등을 들 수 있다. 앙골라의 민족주의와 독립투쟁은 다른 포르
투갈령 식민지와는 달라 각기 다른 지역과 종족을 기반으로 한 세 개의 주
요 단체가 이끌어왔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가 분열되고 국가 결속력이 약
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앙골라의

세

주요

종족은

오빔분두

(Ovimbundu), 음분두(Mbundu), 바콩고(Bakongo)로 각각 고유 언어를 가지
고 있으며 지역은 물론 문화 기반도 상이하다. 이들은 제각기 그들만의 이
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하여 독립 투쟁을 펼쳐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 부류의 상이한 독립 단체가 결국 이후 내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18)
오빔분두는 앙골라에서 가장 많은 종족으로 앙골라 남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6년에 UNITA(União Nacional
para a Independência Total de Angola,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를 설립했
다. 응분두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23%의 민족으
17) 강석영 외(2005), p. 527.
18) 이정록 외(2005),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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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56년에 MPLA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바콩고는 앙골라 북서부 지역
의 인구 13.5%의 민족으로 이 민족의 2/3는 콩고와 자이레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1961년에 FNLA(Frente Nacional de Libertação de Angola, 앙골라해
방민족전선)을 세웠다. 앙골라의 반식민지 투쟁은 지하 운동 단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설립된 MPLA가 바로 이를 통해서 아고스띠뉴 네
또(Agostinho Neto)를 수장으로 조직되어 반식민투쟁의 선두에 서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적 이념에 근거
한 MPLA의 좌익 노선에 대항하여 우익을 표방하는 바콩고족의 UPA가 같
은 바콩고 부족인 인접국 콩고의 지원을 받으며 반포르투갈 반백인의 인종
주의적 특성을 드러냈고 MPLA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족 와해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UPA의 호베르뚜(Roberto)가 종족주의적인 독재를 바
탕으로 이끌어오다가 종국에는 불만을 품은 부하 사빔비(Savimbi)가 독립
하여 UNITA를 결성하자 호베르뚜는 UPA를 해체하고 자이레의 후원을 받
는 FNLA를 결성하여 우익 노선을 추구하는 서방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서 MPLA와 꾸준한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 세 단체 이외에도 까빈다
(Cabinda)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FLEC(Frente para a Libertação do
Enclave de Cabinda, 카빈다해방전선)가 있었으나 독립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위의 세 단체만이 독립의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세
단체의 대립과 갈등은 외부의 여러 방해 요인과 더불어 오히려 앙골라의
독립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듯 1960년대에 전개된 반식민 투쟁과 포르투갈의 대내외적인 정치 ․ 경
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앙골라 민족주의 단체들은 점차 조직을 키우고 원조
를 받으며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포

8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르투갈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민지에 자치권 부여를 고려하였
으나 1974년 젊은 장교들을 주축으로 하는 MFA(Movimento das Forças
Armadas)의 청년 장교단이 군 쿠데타를19) 일으켜 포르투갈의 카에타누
(Caetano)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것을 계기로 본국과 식민지에서 민주화와
탈식민화가 각각 추진되어 1975년 앙골라는 독립하게 되었다.
앙골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상의 세 단체는 주변국의 지원 속에,
서로 협력하여 독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고 포르투갈과 알보르 협정을 체
결하였다. 11월 11일 독립을 확정하면서 이들은 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
되는 내각 형성에 합의하였지만 서로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갈등, 민
족적 배경과 그들의 편견, 개인의 야심과 상호 불신 그리고 외세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다가 독립 이후
에는 결국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립 과정의 선두에 선 독립 단체들의
분열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나 특이하게도 앙골라의 경우는 각
단체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였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외세
를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의존하였던 것이 내전 발발의 핵심 원인이었다.20)
앙골라의 독립과 내전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과도정부의 수립과
19) 1932년 성립된 살라자르의 독재(‘신국가’체제)는 40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1961년 이후 식
민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에서는 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는 독립혁명군과의 전
쟁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이에 포르투갈 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되기 시작했다.
1968년 살라자르 총리가 질병으로 쓰러지자 마르셀루 카에타누 총리가 정권을 인수한다.
독재체제는 변하지 않았다. 수렁 같은 식민지 전쟁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 장교들은 ‘국군
운동(MFA)’를 결성, 안토니우 데 스피놀라 장군을 필두로 체제 변혁을 목표로 세우게 되
었다. 1974년 4월 25일 새벽, 오텔로 사라이바 드 카르발료(Otelo Saraiva de Carvalho) 대
위가 지휘하는 리스본의 MFA는 궐기하여 시내의 요지를 점거했다. 카에타누 총리는 곧
투항하고 스피놀라 장군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유혈이 거의 없는 무혈 혁명이었다(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0)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2004),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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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로 인한 갈등, 냉전체제 안에서 두 강대국 세력 다툼의 장으로의 변화,
마지막으로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어진 국제화되었던 분쟁의 국내
화라는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면서 독립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내전 요인
인 영토, 종족, 종교, 경제적 갈등 외에도 세력 균형이론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미 ․ 소의 세력 행사 무대가 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서 소련의 팽창 세력 균형과 미국의 봉쇄적 또는 현상 유지 세력 균형 정책
이 서로 대립하였다. 이 두 진영의 정책은 주로 제3세계에서 세력 균형을
타파하려는 세력과 유지하려는 세력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 빈번하게 내전 혹은 전쟁이 발발했으며 장기화되었다. 앙골라에서 독립
후에도 내분화되고 지속된 갈등은 점차 외세의 개입을 초래했고 내전 국제
화의 원인이 되었다. 남아공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에 있던 UNITA를
지원하면서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는 쿠바 군대의 앙골라 개입에 원인을 제
공하였다. 남아공과 쿠바의 군대가 앙골라를 무대로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 등 앙골라 내전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내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변
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전 초기에 먼저 MPLA와 FNLA 간의 분쟁이 수차
례 발생하면서 케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독립 당시 세 단체가 합의하에
구성한 과도정부는 붕괴되고 말았다. MPLA가 소련 쿠바 등 동구 공산권의
지원으로 수도 루안다에서 FNLA를 축출하고 집권하여 ‘앙골라 인민공화
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자 FNLA와 UNITA가 연합했고 앙
골라는 양분되어 내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앙골라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
대를 우려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이레는 UNITA 및 FNLA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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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앙골라가 소련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면 남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주요 전략국인 남아공이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미
․ 소 세력의 균형이 깨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21)
소련은 1971년 수단의 사회주의 쿠데타 실패와 제4차 중동전쟁 후 이집
트를 상실하는 등 아랍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이러한 상황
에서 앙골라 내전을 아프리카에서 잃어가던 세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군사적, 경제적 초강대국
으로 부상하였고 소련의 사회주의식 팽창 정책을 저지하는 데 대외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1960년대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력우위를 유지했다.
닉슨 ․ 포드 행정부 시대 남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은 대체
우위의 세력균형을 지속시키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1970년대
앙골라 내전을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소련의 세력 경쟁은 전략적 측
면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앙골라를 기점으로 남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세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팽창 정책을 펼친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달성하자 아프리카에서 소련
의 현상 타파가 시도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던 미국은 현
상유지 정책을 실시했다. 앙골라 내전도 남부 아프리카에서 소련의 팽창주
의적 세력균형 타파 정책과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이 충돌하고 거기에 쿠
바와 남아공 등 여타 국가들이 개입함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된 것이
었다.22)

21) 하영선 외 역(2006), p. 104.
22) 이정록 외(2005),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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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앙골라 내전 지원 현황

미국 →FNLA, UNITA

3,230만 달러(추정치, 실제로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소련 →MPLA

4억 5,000만 달러(1974) → 8억 달러 (1990 / 추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군 3,000여 명

쿠바

군 5만여 명

자료: 김계리(2011)의 내용을 재구성.

냉전 종식 이후에는 강대국들이 앙골라에 대한 지원을 단절하고 주둔군
을 철수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했다. 1988년 12월 앙골라, 쿠바 측이 남아
공의 나미비아 독립 허용을 조건으로 쿠바군 철수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
하였고, 유엔은 제1차 평화유지군(UNAVEM I: United National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으로 70명을 파병하여 쿠바군 철수를 감시하였다. 남
아공과 쿠바는 각각 1988년과 1989년을 시작으로 철수하였고 앙골라 내전
은 이제 다시 정부 대 반정부 투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
전이라고 불리며 우방의 지원에 의해 계속되어오던 내전이 외세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석유와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분쟁으
로 양상이 바뀐 것이었다.23)
이에 1990년 4월 MPLA와 UNITA 간 제1차 직접 실무협상을 포르투갈
에보라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 포르투갈 리스본 근교에
서 2차 회담을 걸쳐 1991년 5월에 MPLA와 UNITA 간에 앙골라 정부의 복
수정당제 허용,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함으로써 무력투쟁을 전개하던

23)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2004),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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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와 제1차 평화협정24)을 체결하게 되었다. 1992년 9월에는 제2차 평
화유지군(UNAVEM II)을 통한 유엔의 감시하에 최초로 다당제 체제에 의
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MPLA의 산토스(José Eduardo
dos Santos)가 제1차 선거에서 49%를 획득하여 승리하였으나 UNITA의 후
보 사빔비(Joanas Savimbi)가 부정선거라고 비난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
여 제2차 선거 참여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이에 1992년 12월 UNITA의 불
참 속에 MPLA와 군소정당 연합의 새 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의 정책을 수정하고 MPLA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1994년 11월에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MPLA와 UNITA 간
에 평화협정25)을 체결하고 1995년 2월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루사카
협정 감독을 위한 제3차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의하였다(UNAVEM III).
1995년 산토스 대통령과 사빔비가 잠비아와 가봉에서 두 차례의 회담을 갖
고 1996년 3월 회담에서는 6월 통합군 구성 및 7월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
함에 따라 1996년 12월 UNITA가 통합군에 참여하고 7만 명을 동원 해제하
였다.26)
1997년 사빔비 UNITA 의장에게 제1야당 당수로 특별 지위를 약속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UNITA 측의 협정 불이행과 비협조로 정세가 불
안하던 중, 그 해 6월에 정부군과 UNITA 간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100여
명이 발생하였다. UNITA는 1998년 2월 28일까지 루사카 협정 이행을 약속
24) 1994년의 평화협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1991년의 협정을 제1차, 1994년의 협정을
제2차로 구분하기로 한다.
25) 루사카 협정의 요지는 UNITA 측에 부통령 및 4개 각료직, 7개 차관직 배분, UNITA군 해
체 및 방위군 편입, 휴전 감시 공동 위원회 설치, 대통령 선거 재실시 등이었다.
26) 이정록(2005),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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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8월 앙골라 정부는 루사카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UNITA세력을 연합
정부에서 축출하면서 12월 양측 간의 전투가 재개되었다. 1999년에 정부군
이 반군 주요 거점도시를 탈환하고 앙골라 남부 국경지역을 거의 장악했으
며, 2000년 하반기에는 정부군이 앙골라 전역의 90% 이상을 회복하였다.
반면 UNITA세력은 유엔 제재로 인한 외부의 지원 중단으로 더욱 고립화되
어 갔으나, 다이아몬드 밀매 등을 통한 독자적 재정에 의존하면서 국경지
대인 동부 정글지역으로 퇴각하여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그러
던 중 2002년 2월 UNITA 지도자 사빔비가 정부군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면
서 UNITA 병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앙골라는 과도적인 안정기로 접어
들게 되었다. 2002년 4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1975년부터 2002년까지
150만 명의 사망자와 4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앙골라의 내전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27)
헌법은 1975년 11월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고, 1978년 1월, 1980년 8월,
1991년 6월, 1992년 8월 26일 각각 개정되었다. 정부체제는 중앙집권공화
제(대통령제)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서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입법권은 간접선거로 선출된 220명의 의원(임기
4년)으로 구성된 단원제의 국민의회에 있으며, 각 주는 정부가 선임한 지방
장관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정당은 구소련과 쿠바에 군사적으로 의존했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노동당(MPLA),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해온 앙골라완
전독립민주동맹(UNITA) 등이 있다. 이외에 26개의 군소정당이 존재한다.
집권당인 MPLA의 중앙위원회는 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 당을 대표하는

27) 이정록(2005),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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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현재 대통령이 겸직)을 선출하고, 그 하부조직인 중앙평의회는 당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 독립 전부터 구소련과 그 동맹국, 특히
쿠바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해왔으나 독립 후에는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
이 경제 지원을 해왔다.28)

2. UN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참여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은 ‘분쟁 후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평화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말
한다. 유엔(UN: United Nations)은 1948년 이스라엘-아랍 정전감시단을 시
작으로 2011년 6월 기준 모두 63건의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평
화유지활동’이라는 어휘 자체는 유엔헌장에서 찾을 수 없지만, 유엔은 시기
와 사안별로 각 상황에 맞는 평화유지활동을 신축성 있게 수행하여왔다.
평화 유지 활동은 유엔이 대표적 주체가 되어왔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종종 지역기구 혹은 다국적군이 유엔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
고, 유엔의 테두리 밖에서 다국적군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냉전기에는 동서 이념 대립으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의 목표나 역할은 지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대체로 휴전 후, 접수국의 동의 및 중립성
원칙하에 정전 관리를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며 평화 유지 요원 역시 대부분
군 옵서버이거나 자위권만을 소지한 경무장군에 국한되었다. 이처럼 정적
인 성격을 지녔던 제1세대 평화유지활동은 냉전 종식 이후 변화하는 전략
28) 뺷두산백과뺸, ｢앙골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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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복잡한 성격의 제2세대 평화 유지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다. 1945~85년
50년간의 활동은 총 13건이었지만 1986~2008년 22년간에는 50건이었다. 이는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과 급격히 증대된 발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내전으
로 인한 것이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평화 유지는 국가 간 분쟁보다는 국
가 내 인종 및 종교 갈등에 따른 내전이 더 빈번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군
이 여전히 평화 유지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군 이외에도 행정가, 경제전문
가, 법률전문가, 경찰, 지뢰 제거자, 선거감시단, 인권감시단 등 민간 전문
요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넷째, 유엔 평화유지 임무는 현장에서
종종 유렵안보협력회의(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프리카연맹(AU: Africa Unity),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지
역기구와의 협력을 수반하게 되었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평화 유지 업적
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1992~95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임
무가 실패 사례라면 1992~93년 캄보디아 임무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이와 같은 전략 환경의 변화는 국가 주권 개념에 대한 신축적 해석을 수
반하였다. 1992년 발칸 등의 내전을 지켜보면서 1992년 갈리 당시 유엔 사
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어젠더(An Agenda for Peace)’에서 예방외교와 전후
평화 건설(peace building)의 중요성도 평화유지활동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역설하는 한편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하여 분쟁당사국의 동의 없
이도 개입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코소보와 동
티모르의 내전과 학살에 접하여 코피 아난 전임 유엔 사무총장 역시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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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주권 개념(Two Concepts of Sovereignty)’이라는 글을 통해 국제사
회는 국가 주권과 마찬가지로 ‘개인 주권’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
였다.
한편 냉전기의 제1세대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중립국 중심의 ‘평화유지
군사위원회’로도 수행이 가능하였지만 수적 증대 및 질적 변화에 따라 유
엔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유엔사무국 내에 ‘평화유지
국’과 2007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현장지원국’이 각각 신설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견 결정 후
30~90일 이내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협정제’가 신설되었으며, 군 ․ 경 ․
민 통합 훈련 프로그램도 출범하였다. 2009년에는 평화유지국과 현장지원
국 공동 주최로 ‘새로운 동반자적 의제: 유엔 평화 유지의 새로운 지평’이
라는 유엔 안팎의 새로운 협의 프로그램도 출범하였다.
2011년 6월 기준 100여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약 11만 명의 평화유지
요원이 17건의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화 유지의 인적 구성은
군 및 군 옵서버 8만 명, 경찰 1만 명, 민간국제요원 6,000명, 현지 고용인
1만 3,000명, 유엔봉사자 2,0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숫자는 해외주
둔 미군의 다음 가는 규모이다. 17개 평화 유지 임무 중 아프리카에서의 활
동이 최다로 8건, 이어 중동 3건, 유럽 2건, 아시아 ․ 태평양 3건, 미주 1건의
순이다. 평화 유지 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엔총회가 정하며 회계 연
도 2008년 7월~2009년 6월의 예산은 71억 달러였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반면 파병순위는 대체로 남아시아(파
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국가들의 기여가 두드러지며, 서방 20위
내의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의 경우 유엔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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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상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부분의 평화유지
접수국 자체가 후발국 내지는 식민지 경험을 겪은 만큼, 개도국 병사들의
평화 유지 임무 수행이 정서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갈등, 종교 갈등, 국경 분쟁 등이 빈
번해지면서 국제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병을 위한 전략 방안을 외교통상부, 국방
부, 국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2009년 12월 29일, 한국은 처음으
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유엔 평화유지 참여법)’이 국
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2010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정의 및 임무 수행 원칙, 상비 부대 설
치 근거,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방식, 파견 절차, 기간 연장 및 종료, 대
국회 보고, 부처 간 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
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총 1,000명 규모 범위에서 유엔과 파견지
선정, 파견 부대의 규모, 파견 기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파견이 가능해졌다. 유엔은 1994년 이래 평화 유
지 활동 수행 결정 시점부터 30~90일 이내의 파병 완료를 목표로 해왔다.
정부는 유엔 평화 유지 참여법을 통해 그간 평균 6~7개월 걸리던 파견 소
요 기간을 적어도 3~4개월로 단축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냉전시기와 달리 분쟁이 확산된 탈냉전 시대에 와서는 중앙정부가 부재
하는 국제 사회의 속성상 유엔이 국제정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 반해, 유엔은 속성상 자체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평화유지활동을 적기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유엔이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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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담하는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총회가 소요 비용을 책정하여 회원
국에게 그 기금을 기부 받아서 충당한다. 유엔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재정적
기여는 대체로 선진국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국
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파급되면서 완전 해소되기에는 시일이 길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자칫 만성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자칫 평
화유지활동 재정 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엔은 현행
평화 유지 임무를 보다 적은 재정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임무 부과에도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29)
표 3.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정 지원 및 인력 지원 상위 10개국

순위

재정지원 부문(구성비 %)

인력지원 부문(규모 명)

1

미국(27.17)

파키스탄(10,764)

2

일본(12.53)

방글라데시(10,427)

3

영국(8.16)

인도(8,757)

4

독일(8.02)

나이지리아(5,807)

5

프랑스(7.56)

이집트(5,155)

6

이탈리아(5.00)

네팔(4,311)

7

중국(3.94)

요르단(3,798)

8

캐나다(3.21)

르완다(3,671)

9

스페인(3.18)

가나(3,633)

10

한국(2.23)

우루과이(2,513)

주: 2009. 12. 기준.30)
군사전문가 및 군 병력을 포함(경찰 제외).
자료: 김계리(2011)의 내용을 재구성.

29) 차영구(2002), p.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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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예산은 냉전 종식 이후 평화유지활동의 다양성 증
대에 비례해 급증하고 있다. 1993년에는 유고 및 소말리아 평화 유지 활동
으로 인해 유엔 차원의 비용이 36억 달러로 최고였다가 1998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줄었다. 2001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어 30억 달러로 증대되면서 2006년에는 50억 300만 달러, 2009년에는 71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31) 대체로 유엔의 평화 유지는 분쟁 개입에 있어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군사비용이 1조 2,000억 달러였던 반면, 평화유지활동은 2007년 예
산이 약 70억 달러에 불과해 세계 군사비 총액의 0.5%에 해당한다. 이 예산
으로 분쟁 이후 평화유지 및 정착 임무 16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분담금 실적에서 보면 현행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
다. 재정부담 순위 자체가 유엔의 평화 유지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충
분히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분담 추가를 모색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견지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국제여론이나
관련 국가의 정부 관료 및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평화
유지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파견 인력 규모 정도는 국제사회에

30) UN(2009), pp. 67-72.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자국군을 유엔 주도 평화유지활동으
로 간주하면 미국이 2009년 말 시점에서 4만 명 이상을 유엔 평화 유지에 참여시켰으므로
인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라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유엔 주도 평화유지활동으로 보아 미국이 파병한 3만 5,000명의 군 인력을 가장 많은 인적
기여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1) Peacekeeping(http://en.wikipedia.org/wiki/Peacekeeping) 및 정은숙(20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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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질 수 있지만, 재정적 기여는 조직 내부에서 실행되는 성격이 크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기여 통계자료 등을 노출시킬 기회를 의도적으
로 만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재정 기여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공공외교를 위한 각종 수단을 통해 한국이 분담하는 유엔 평화유
지활동 재정 기여에 관해 충분히 알려나가야 한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되고 있는 인력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재정 분담에 비해 인력 파견을 중점적으로 이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재정이 취약한 국
가군에 속한다. 둘째, 인력을 파견하는 국가들은 유엔의 인력 파병에 대한
권유와 제의를 받아들이기 용이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기가 자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내외 상황에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셋째, 대체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인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들은 당해국 국방 분야의 발
전과 잉여의 결과이기보다는 재정적 능력 또는 국제적 위상이 낮으나, 병
력을 파병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을 의도하는 빈곤국이 많은 편이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중장기적으로 전투 병력의 파견만으로 대처할 사항
이 아니다. 저강도 분쟁을 포함하여 각종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나 비군사
적 안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과 분쟁에 정치사회 및 경제적 기반
이 튼튼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쉽게 말려들 수 있다. 즉, 비군
사적 위협이나 비군사적 안보 문제에 당면한 평화유지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위해 군 병력에 못지않게 민간 인력이나 경찰병력이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과 이라크 파병을 분리해 대처했던 사례에서 보듯, 당초 미국은 유엔 이름
으로의 이라크 평화유지활동 임무에 반대했으며 유엔이 책임지는 것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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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취급하려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의 작전 활동은
국가 건설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임은 분명하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임무
와 동질적이다. 그런데 전투 상황이 평정된 이후 미군이 맡은 치안 유지 임
무의 효율성은 미국이 재평가하고 있듯, 유엔의 평화 유지 임무보다 반드
시 효율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32)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소정의 성과를 올리려면 주둔국에서의 임무 수
행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기간은 현지 치안 상태와
안정화 정도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을 거쳐 임무의 성격, 인력 배치 및 활동
기간을 재설정해야 한다.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은 1990년대 초반에
는 주둔국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면 단기간 주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나 후진국이나 취약국가들이 국가 건설에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반영해 유엔도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나 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이룩하기 위
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긴 기간 동안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
향이 있다.33)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 임무가 종료되는 시
기에 정확하게 참여 인력을 철수하여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평화유지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느 국가든지 많지 않다. 예컨대, 한국은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1993년 7월에 파병해 1995년 2월 철수함으로써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절반의 참여’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다
국적 평화 유지 목적으로 서희부대 파병 및 그 이후의 자이툰 부대 추가 파

32) Robert Gates(2010), pp. 2-5.
33) 임무 수행을 위한 주둔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 소요와 인력 소요가 그에 비례해 증대하므로
유엔의 재정이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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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철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다산동의
부대 파병 및 2010년 7월의 오시노(Ashena) 부대 재 파병 등, 평화유지 참
여에 대한 결정 번복은 한국의 기여외교를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기에는 일관성과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한 그루지아, 사이프러스, 서부 사하라 등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한국은 종
료했지만, 유엔 차원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기여외교를 달성하고 소정의 성
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엔 및 주둔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여 임무 수
행 기간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가 승인되
어 활동을 개시하는 초기에 참여한다면 가급적 임무의 성과가 나타나는 전
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둔국의 평화 정착
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일관성 있는 기여
외교의 명분과 실리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면,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유엔과 국
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임으로써 중장기 외교정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
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항상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
해오고 있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한국이 국력에 상응하
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여
외교 확대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정도는 아닌 것이다.34)

34)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파병 규모 순위는 2006년도 84위, 2007년도에는 38위에
각각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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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인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면, 한국의 참여는 객관적으로도 상당한 수
준이라고 평가된다. 2007~09년도에 한국이 부담했던 유엔 평화유지활동 예
산 분담률은 2.17%로서 분담 순위에 있어 10위에 해당하며, 2010~12년에는
2.26%를 부담해 11위에 해당한다.35)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2010년도 인적 기여율인 0.67%에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재정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유엔 주도형 평화 유지의 경우에는 참여 국
가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적 기여가 평화 유지에 대한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맡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분담률은 유엔의 정규예산
에 대한 분담률인 2007년 9월의 2.17%와 2010년 12월의 2.26%에 대체적으
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엔이 동일한 분담률 책정 기준을
정규예산 분담 비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재정적 기여율에 적용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정규예산 분담의 경우, 멕시코가 2010년 12월의
2.356%와 2007년 9월의 2.257%를 각각 맡아 10위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1
위에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유엔회원국에서 매년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를 분담률 책정에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한 기간을 보면, 대규모 병력의 경우는
단기간, 소수 인원의 파견 경우에는 장기간 활동하고 있다. 가장 장기간 파
견되어 있는 활동은 1994년 11월 인도-파키스탄 국경지역인 카슈미르 정전
35) 외교통상부 자료(2010~12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 예산 분담률 순위)를 참조. 북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분담률은 0.0014%, 유엔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률은 0.007%
수준에 각각 해당한다(http://www.mofat.go.kr/web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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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위해 군 옵서버로서 9명이 파견되어 15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도
임무 수행 중이다. 사이프러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2002년 1월 임
명되어 유엔특사를 보좌하는 임무는 가장 단기간으로서 1년 11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Ⅳ. 한국-앙골라 관계와 기여외교
1. 한국-앙골라 관계에 대한 이해
한국-앙골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이 앙골라에서 평화유
지활동에 착수한 이후부터이다. 양국이 수교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
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에게 서로를 확인시키고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의 한국과 아프리카의 앙골라는 먼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상
이한 민족적, 인종적, 환경적 그리고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앙골라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친 공산주의적 MPLA(Movimento
Popular de Libertacão de Angola, 앙골라 해방 인민운동)가 정권을 잡고 북
한과 1976년 4월 15일에 수교한 이래 꾸준히 친북정책으로 일관해옴으로써
양 정부 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그만큼 지연되어왔다. 1980년대에 몇 차례
민간 차원의 인사 교류가 있었으나 1992년 1월 6일에서야 대사급 외교관계
가 수립되었다. 이후에는 1993년 7월 2일 체결되고 2001년 1월 발효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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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학기술협력협정과 2000년 대외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000년 2월 14일 체결되고 발효된 차관협정, 2009년 8
월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외교관 ․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을 체
결하는 등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앙골라 업무를 관할하다가 2007년
에는 주 앙골라 한국 대사관이 설립되었고 또한 주일본 앙골라 대사관에서
한국의 앙골라 관련 모든 업무를 관할하다가 2008년에 기존의 주한앙골라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기에 이른다.
앙골라의 국가 개발과 교역 부문에서 현재 중국이 가장 큰 역할과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인프라 구축에서
강점과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기업과 건설업체들이 앙골라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건설 업체의 협력체인 전
기, 통신 등의 기간사업체들이 함께 진출해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뛰
어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소개함에 따라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
는 앙골라에서의 한국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앙골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와 독립투쟁, 외세의 개입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흐름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취해낸 국
가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한국의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간 관계 평가
기여외교와 국가 이익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여외교가 기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익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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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앙골라에서의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역시 그러한 기대
를 갖게 한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한미동맹을 골자로 1964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 참
전이 시초다. 한국의 파병 역사상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군 병력이 파견되
었고 이후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듬해 한국은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
송단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에 파병했다. 그 이후 1991년 유엔
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해외 파병은 주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 그 시초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
견한 것이었고 1994년에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단, 1995년에 앙골라에 비
전투 병력인 공병대대 파병 이후 1999년 동티모르에는 전투병이 파병되었
고 이후로 파병 활동을 통한 국제 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36)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UNAVEM III와 관련해서는 1995년 2월 13일 유엔
은 한국에 지뢰 제거 수행 전투공병 200명의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와 타국의
평화 유지 파견 실태 및 한반도의 안보 상황, 국제 정세, 국가 외교 차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파병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앙골라 파병은 유
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되었다. 유엔
에서 한국 정부로 UNAVEM III 참여 의사를 타진해옴에 따라 파병 여부를
판단하고, 현지 조사를 통하여 유엔 본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총 7명으로 구
성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합동조사단을 현지로 파견하였다.

36) 김열수(2000), p. 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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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지뢰 제거 및, 도로 보수 임무는 참여가 곤란하
다고 판단하고 200명 규모의 교량 건설 부대 파병을 결정하여 유엔에 통보
하였고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로 대대본부 22명, 지원대 48명, 공병대
128명의 총 198명 규모로 6개월 병력 교대의 1년 파견으로 하여 파병이 결
정되었다.
표 4. 파병 결정 과정

1995.02.09
1995.03.17
1995.04.10~20

유엔으로부터 UNAVEM III 참여 의사 타진

앙골라 평화유지 참여 관련 검토 결과 통보
국방부, 외무부 합동 현지조사단 파견

1995.05.02

합동 현지조사 결과 유엔 통보

1995.06.13

유엔 본부로부터 UNAVEM III 참여 요청서 접수

1995.07.07

국무회의 심의

1995.07.15

국회 동의

1996.07.27

국회 파병 연장 동의

자료: 김계리(2011)의 내용 재구성.

앙골라에 파병된 우리 병력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30일간 약 6만m²에
주둔지 설치를 완료하였고 파병 기간 중 부대와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성
공적인 공병 지원 임무 수행,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과 앙골라에 한국 및
한국군 활동과 업적 홍보, 평화유지활동 종료 후 민간 부분 진출 여건 조성
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여 현지 활동을 수행하였다.37) 그러나 1996년 유엔
특사가 UNAVEM III 규모 축소 계획을 보고하고 유엔이 이를 승인함으로

37) 뺷국방일보뺸(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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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UNAVEM III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유엔의 평화 유지
관련 재정 상태 악화,38) 그리고 앙골라 정세의 호전 등에 따른 것으로 1차
로 한국 공병부대를 포함한 44개국 군이 1996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결정하였다. 부대 철수는 1996년 10월 16일 UNAVEM III사령부의 철수 준
비 명령 접수로부터 실시되었다. 철수 시 주둔지를 교육 및 종교 센터로 활
용하고자 하는 앙골라 정부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 승인을 거쳐 우암보 주
지사와 기증서를 교환하였다.
표 5. 철수단 기증 내역

구분

수량

사유

컨테이너

8개

주정부 요청에 의해 대대본부 건물 기증

심정

1개

시설물 기능상 필요

비고

물탱크 2개 포함

시설물방호

윤형 철조망
이동용 화장실

19개

시설물 기능상 필요

이동시 애로

사열대

1개

시설물 기능상 필요

자체 제작

사랑의 학교

1개소

가로등
고가 초소
조립교 세트

4개

재활용 불가
시설물 기능상 필요

전주 포함

시설물 기능상 필요

자체 제작

0.5세트 경비보전

자료: 김계리(2011)의 내용 재구성.

앙골라 평화유지 공병대대 제1진은 1995년 11월 16일부터 1996년 3월
28일까지 4개의 교랑을, 제2진은 1996년 5월 21일부터 1996년 9월 9일까지

38)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상황일지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7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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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교량을 모두 복구 완료하였다. 총 8개의 교량이 한국 공병대대에 의
해 복구 완료됨으로써 수도 루안다와 앙골라 제2의 도시 우암보, 남부 주요
도시인 루방고까지 연결하는 내륙 제1의 주요 도로가 개통되었고 이에 따라
인원 및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복구한 교량 중 Queve
교량은 2개의 교각이 파괴되고 교량 좌우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어려
운 공사였으나 단기간 내에 복구하여 고도의 교량 구축 능력을 인정받았
다.39) 이 교량의 성공적인 구축 장면이 앙골라 국영 TV 방송을 통하여 전
국에 방영되었고 1996년 CNN 뉴스에 재방영됨으로써 한국 공병대대의 우
수성을 과시하였다. 이 공사로 인하여 UNAVEM III 사령관 및 유엔 관계자
는 한국 공병대대는 주어진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부대라며 극찬
을 하기도 하였다.
제2진은 우암보 공항을 보수하였는데 1995년 12월 11일에서 1996년 2월
29일까지 81일 동안 3차에 걸쳐 활주로 주변 포장 재료 및 골재 제거, 활주로
침식 지역 배수로 설치 1km, 유도로 및 활주로 포장 훼손 부분 제거 및 부분
적 재포장을 하였다. 제3진은 1996년 11월 13에서 28일까지 16일간 N’Gove
비행장 활주로 12개소를 복구하여 중부지역 핵심 공항인 우암보 공항 활주
로 사용 제한을 해소하고 방치한 N’Gove 비행장 복구로 중부 지역 보급로
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40)
그 외에도 앙골라군(FAA) 여단 및 사령부 지역 그리고 신속 대응 경찰 이
전 지역에 대하여 연병장, 배수로, 취사장, 탄약고, 주차장, 수송부, 학교 부지
39)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상황일지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76003).
40)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상황일지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7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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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리하고 영내 도로 신설 4.2km, 보급로 우회로 신설 1.5km, FAA 사
령부 연병장 등을 신설하여 애로 사항 해소로 유대감을 조성하였다.
대민 봉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민 급수 지원을 위하여 부대
심정에 배관선을 연결하여 수도 6개를 제공하는 희망의 샘을 설치하였고,
부대 주둔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2~3회 100여 명에게 방역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장비를 동원하여 시내 공원 및 도로 정화 지원,
고아원, 교회 및 성당의 급수시설 보수, 패로우더, 굴삭기 등의 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랜 내전과 경제적 곤란으로 실의에 빠진 미취학
청소년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자 해
독과 기초 기술 및 태권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마음과 성실한 생
활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를 위해 현지 교사 2명을 채용하고 기초 어학, 산수, 태권도, 미술/음악 등
을 교육하였으며 1997년도 매월 200달러, 1998년도 매월 400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UNAVEM III 사령부 주요 간부 초청 행사로 2회에 걸쳐 사령관, 주요 참
모, 지역사령관, 국제기구, 앙골라 정부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주둔지 시설
을 소개하고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민속 공연과
특공 무술 및 태권도 시범을 실시하였다. 우루과이 장교단을 초청하여 친
선 축구 활동을 실시하고 브라질, 러시아 의료지원단 군의관을 초청하여
한국문화 홍보 및 유대 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벵겔라 지역에서 교육위
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제도를 상호 소개하고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
며 한국 홍보 책자도 배포하였다.
한국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설날 및 개천절을 맞이하여 한국군 인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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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요원, 우암보 주지사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 사물놀이, 농악, 특공
무술/태권도 시범 활동, 마라톤 대회와 위문품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
시하였다. 앙골라 아동보호 기구와 세계 아동보호 기구 주관 세계 어린이
날 행사를 지원하며 앙골라 독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시범 활동도 진행하였다.41)
1995년 한국은 유엔의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UNAVEM III에 참여함으로
써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평화 공조에 이바지하였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
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임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한국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 및 문화 그리고 각
종 첨단 산업 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
켰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UNAVEM III 참여는 앙골
라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자연스레 나타내면서 한국에 대한 앙골라의 관심
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던 양 국가의 자연스런 접촉을 증
가시켜 현재와 미래의 양국 우호 관계의 기초를 다졌다.
물론 기간이 짧았고 일반적인 전후 복구나 재건이라기보다는 내전 진행
중에 파견되어 임무 수행에 제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앙골
라와 아시아의 한국을 양 국민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였을 것이다. 앙골라 파병은 그에 더하여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과 재원을 인식시켜 경제 교류의 증진을 불러왔다. 그 예로 한국 공병 대대
의 한국 차량은 특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의 뛰어난 토목 ․ 건축 실력을
41)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상황일지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
=7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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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전역과 세계에 알리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어 훗날 남광토건을 비
롯한 한국의 여러 뛰어난 건축회사들이 앙골라에서 환영받고 성공적인 진
출을 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뛰
어난 인프라 구축 실력을 바탕으로 한 유대 강화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
해 한국군을 비롯한 한국 전체가 점차 앙골라 현지에서부터 인정받는 계기
가 된 파병 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양
국가의 정치 ․ 경제 협력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 건설업체들은 평화유지활동 이래 총 69건, 12억 달러 이상
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특히 앙골라에서 인지도가 높은 남광토건의 경우는
주상복합빌딩, 컨벤션센터, 호텔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LNG 플랜트 공사
를 연이어 수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있었던 앙골라의 까르네이루
공공 사업부 장관 일행의 한국 방문 때에 그들은 한-앙골라 건설 협력 증진
을 요구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평화유지활동은 자연스레 자국의 국가 정
책 및 제도, 그리고 우수한 장비 및 물자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병대대의 임무인 교량 구축뿐 아니라 태권도, 영농, 대민 지원 등 전반적
인 분야에 대한 매체의 소개 또한 한국과 한국군의 활동상을 세계에 홍보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적인 대규모 시장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앙골라는
잠재 시장이 큰 국가이고 현지 교민 또한 비록 내전 당시에는 그 수가 적었
으나 양 국가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평
화유지활동 당시에 현지 교민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대정부 차원
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교민의 입지 강화에도 큰 힘이 되

∙ 106

아프리카의 보고(寶庫) 앙골라: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었다. 한국의 대 앙골라 교역은 석유시추선 수출 여부에 따라 금액에 큰 편
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한국이 1995년 UNAVEM III를 통한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앙골
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분석했다. 평화유지활동이 단지 군사
적인 분쟁 해결을 넘어서 해당국의 재건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개선, 확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앙골라에서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이 실시한 학교 운영, 교량, 도로 보수, 공항 보수
그리고 한국 문화 전파를 통해서 앙골라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뿌리 내
릴 수 있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 정착에 힘쓰는 일
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ODA와 함께 주요한 ‘기여외교’의 수단으로 손꼽히
는 평화유지활동은 한국 전쟁 당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파병국으로 변화했다는 자긍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국제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며, 미래의 한국 협력 안보 공고
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앙골라에서의 한국군의 파병
활동은 그 이상의 열매를 안겨주었다. 일련의 공병대대의 인프라 복구 작
업으로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 구축 실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 후에
남광토건 등 우수한 한국 건설 기업이 협력체와 함께 진출해 한국의 최첨
단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홍보와 진출까지 이뤄냈다. 한국의 이미지를 한
껏 고양시켰고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성권력을 획득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앙골라 평화유지활동은 정전 평화 감시와 사회시
설 복구 임무 수행은 물론이고, 걸음마 수준이던 외교적 ․ 경제적 교류를 촉
발시켜 한국에 실익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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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앙골라 연도별 교역 현황

구분

2007년

금액

(단위: 천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73,667

1,266,287

325,324

158,068

218,120

-83.2

629.2

-74.3

-51.4

38.0

342,585

743

118,155

114,383

2,530

56.7

-99.8

15,792.9

-3.2

-97.8

양국 간 총교역액

516,252

1,267,030

443,479

272,451

220,650

무역 수지

-168,918

1,265,544

207,169

43,685

215,590

수출
수입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7. 한국의 대앙골라 수출 현황

품목
코드

품목명

총계

(단위: 천 달러, %)

2008
금액

2009
증가율

금액

증가율

1,266,287

629.2

271,674

-77.6

741

자동차

108,703

62.4

92,546

9.5

133

석유제품

100,359

1,254,482,237

37,208

-62.9

616

철강재용기및체인

6

-25.1

32,642

5,100,138

214

합성수지

19,237

2.2

14,573

-16.7

615

레일및철구조물

7,237

130.5

12,918

130.4

71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692

705

12,078

3,976.20

725

건설광산기계

33,532

117

5,633

-80.9

711

원동기및펌프

5,284

194.3

4,879

-5.4

320

고무제품

5,317

60.2

4,491

-6.7

614

철강관 및 철강선

4,954

63.1

3,863

-11.2

821

영상기기

5,567

143.8

3,797

-25.2

742

자동차부품

4,363

5.8

3,767

-2.2

612

선재봉강및철근

5,710

23.9

3,765

19.2

310

플라스틱 제품

1,720

-62.2

3,698

159.6

751

기계요소

770

98.2

3,268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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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품목
코드

품목명

2008
금액

2009
증가율

617

주단조품

2,031

812

무선통신기기

814

전자응용기기

752

금액

증가율

-37.7

2,897

65.7

1,493

-42.8

2,492

114.1

2,188

5,012.00

2,263

3.9

공구

1,273

502.3

2,227

174.1

449

기타섬유제품

2,118

3.5

2,040

25

712

운반하역기계

4,052

22.4

1,530

-12.6

31

목재류

1,237

367.8

1,519

226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3,234

20.2

1,452

-51.9

850

전선

3,215

135.1

1,367

-50.2

842

정전(static electric)

89

14.3

1,267

1,317.10

728

농기계

0

-

1,231

-

824

가정용회전기기

989

-46.5

1,179

4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표 8. 한국의 대앙골라 수입 현황

품목
코드

품목명

총계
13

광물성연료

72

산업기계

62

비철금속제품

84

(단위: 천 달러, %)

2008
금액

2009(1월~10월)
증가율

금액

증가율

743

-99.8

80,262

10,871.50

0

-

79,171

-

0

-

679

-

259

-

229

-11.6

중전(heavy electric) 기기

0

-

147

-

32

고무제품

0

-

17

-

64

주화못 및 컨테이너

0

-

11

-

44

섬유제품

3

-

5

58

81

산업용전자제품

17

2,193.90

3

-81.6

82

가정용전자제품

0

-77.3

0

41.5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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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한국 → 앙골라

290

6,400

237

8,882

앙골라 → 한국

-

-

45

4

자료: 한국아프리카경제협력협의체(KOAFEC) (http://www.koafec.org).

앙골라는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수년
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부존자원과 함께
전후 복구 사업과 인프라 구축 추진 등으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진출 시장이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게다가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모잠비
크, 기네 비소, 카보베르데 등 다른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나미비아 등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이 커 향
후 아프리카의 주도국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와 독립을 위한 투쟁,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강
대국의 이권 다툼, 세력 다툼의 장으로 변모하여 27년이라는 긴 내전을 마
친 앙골라는 현재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그간 고수하던 공산주의
적 노선에서 탈피하여 탈이데올로기적인 실리 추구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
비록 아시아의 한국과는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상이한 배경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이 급속하게 이뤄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동경이 영향을 미쳐 한국과 앙
골라는 앞으로 더욱 공고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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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한국의 대앙골라 외교전략
1. 주요국(미국, 중국, 러시아, 포르투갈) 사례 분석
앙골라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사는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적 실익으로 전
환되어왔다.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냉전기 동안 앙골라에서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권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이 각축하는 양상을 보여왔
다. 이데올로기적 대립 갈등 구도 속에서 미 ․ 소를 등에 업은 민족주의 세
력들이 내전을 벌였다. 한편 소련의 사주를 받은 쿠바와 미국과 지역적 이
해를 함께 하는 남아공이 미 ․ 소의 대리전을 하는 양상 또한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크게 변모하였다. 앙골라 정권
을 장악한 사회주의 세력인 MPLA가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미국
등 자본주의권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서방 측과 우호관계를 쌓아가
고 있다. 특히 구소련과 쿠바가 약화된 가운데 중국이 그 진공 상태를 메워
가고 있으며 자원 확보를 위해 앙골라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G2 시대의 패
권수단은 에너지 패권이고 이를 위해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차관 공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르투갈 또한 구 식민지였던 앙골라에 대한 공격적
인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고 있고 브라질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의 연대
역시 그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Tessman과 Wolfe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에 관하여 국가 간 경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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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구조주의 이론인 전략적 연계거래 분석틀로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연
계거래 전략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의 논리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자원 확보를 연계하는 복합적 상호의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42)
결국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간의 연계를 고려한 외교전략을 주요국
들이 모두 활용한다는 것이다. 접근 방식이 다를 뿐 접근 목적은 성격상 동
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월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앙골
라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외교력을 활용한 공세를 취하면
서 앙골라의 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침투의 위험
성을 경고하면서 자본 공여와 투자를 통해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 역공
을 취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권 국가 연대를 활용한 문화적 ․ 정
서적 공감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구 사회주의권 국가라
는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자원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2. 한국의 대 앙골라 외교전략의 공과와 향후 방안
에너지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국제 사회는 자
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의 당면 과제도 자원 수급 시장의 안정적
인 확보이다. 중국과 일본 등이 아프리카, 특히 앙골라에서 활발하게 자원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도 앙골라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
히 앙골라는 내전 종결 후 서남아프리카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42) Tessman & Wolfe(2011), pp.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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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앙골라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은 앙골라
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여지가 크다. 한편
앙골라는 북한과 1976년 4월 수교하였으나 1998년 공관을 폐쇄하였다. 소
비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에
서, 특히 앙골라에서 그간 공고히 해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
용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첫째, 중견국 연대 외교전략이다. 앙골라의 자원은 강대국의 선점이 상
당부분 이뤄진 상태이다. 기술력과 자본력에 있어서 앞선 국가들과의 경쟁
에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들의 물량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연대, 즉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 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앙골라의 경우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립심을 활용하여 다가가는 것이 적합하다. 앙골라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
교가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중적인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앙골라는 아직 기술력 부족과 사회 인프라 시
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발하지 못한 자원이 방대하다. 그들은 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을 원하고43) 분명 여기에는 첨단 기술력과 자본
력을 가진 다른 나라의 투자가 절실하다.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기술력 및
자본력이 뒤떨어지는 중견국 간 연대가 이뤄진다면 경쟁해봄직하므로 이러
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정상급 ․ 고위급 방문 교류이다.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2011
년까지 앙골라 측은 대통령 1회, 영부인 방문 1회, 장 ․ 차관 방문 17회, 기

43) 김계리(2011), Alfredo Dombe 주한 앙골라 대리대사의 말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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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고위인사 5회 총 24회 방한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고위
인사는 장 ․ 차관 2회, 평화유지활동 포함 기타 인사 17회에 그치고 있다. 그
마저도 기타 인사의 6회는 겸임국 대사가 신임장 제정차 앙골라를 방문한
것이다. 상호 교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원수나 고위 인사의 방문
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상대 국민과 우리 국민이 양국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앙골라
는 산토스 대통령의 2001년 방문에 대한 답방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 주
재 외교관을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 공식적 ․ 비공식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
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44) 한 가지
예로 ‘도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는 일본의 대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배
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일본을 방
문한 반면에, 일본 지도자들은 아프리카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본
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 원수의 답방을 고대하는 앙골라에게 한국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 한번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이다.
그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앙골라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양성과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다. 한국과 앙골라는 유사
한 역사적 경험 외에는 언어, 생활, 사고방식 어느 것 하나 닮은 것이 없다.
앙골라시장과 한국시장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속적인 교류

44) 김계리(2011), Alfredo Dombe 주한 앙골라 대리대사의 말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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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심을 통해서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게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으
로 교육 기회의 제공이 있다. 내전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앙골라는 상당
히 젊은 나라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률이 상당히 낮고 이는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며 앙골라 정치 ․ 경제 발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들을 받아들여 한국을 가르치고 앙골라 발전
의 초석이 되게 한다면 그로 인한 열매는 한국과 앙골라 공동의 것이 될 것
이 분명하다.

Ⅵ. 결론
1. 이론적 함의
앙골라 연구와 관련한 이론적 함의는 그 국제적 및 국내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연관된다. 국제적 측면에 의하면 앙골라의 상황은 냉전기 세계질서
및 아프리카 지역질서에 잔존하는 세력균형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과
소련의 각축이라는 냉전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앙골라 내전에 연루되었고
미국의 대리인인 남아공과 소련의 대리인인 쿠바가 개입하면서 남부 아프
리카의 맹주로서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는 남아공과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앙골라 간의 자리 다툼이 이뤄져왔다. 이러한 세력균형 논리는 중국의 부상
과 러시아의 약화와 함께 ‘세력균형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세력
균형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이 앙골라 사례에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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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권안정론도 고려할 수 있다. 패권의 수단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경제력 중에서도 에너지로 옮아가는 양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21세
기 분쟁의 성격을 논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 환경, 바이오(식량, 전염병 등) 분쟁이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향
후 패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앙골라 사례를 다루
면서 우리는 에너지 패권 논의를 해야 하며 그 이론적 함의를 다뤄야 한다.
국내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비교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국가성
과 관련된 부분이다. 앙골라 문화를 우리는 흑인성과 정치적 저항성에서
찾았다. 평화유지활동의 공과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평가(긍정)와 장기적인
평가(긍정 혹은 부정)는 다르다는 이론적 논의가 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상황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
니라 상황을 해결하는 평화유지활동은 무엇인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가 아닌 ‘자원의 축복(resource blessing)’
이 되도록 자원부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논의도 가능하다. 특히
공여국 입장에서는 기여외교와 국가 이익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논의도
중요한 의제가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앙골라의 사례는 국제정치경제 및 비교정치경제 측면
에서 많은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앙골라 사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러한 다층적인 맥락에 의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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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앙골라 국회는 지난 9월 27일 Paulo Kassoma 의장(구) 주재로 8월 31일
총(대)선 당선자 220명을 소집,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신임 국회의장단45)
을 선출하였다. 지난 8월 31일 실시된 앙골라 총(대)선 결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여당인 MPLA가 총 유효투표의 71.84% 획득)로 대통령으로 재선출된
dos Santos 대통령의 취임식이 9월 26일 루안다의 ‘공화국 광장(Agostinho
Neto 기념관 소재)’에서 거행되었다. 따라서 기존 정치구도 변화 없이 앙골
라는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게 되었다.
앙골라 정부가 최근 취해온 정책적 기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앙골라 국
회는 지난해 11월 자국 및 외국기업의 석유 부문 세금 및 상품, 용역서비스
대금, 이익배당금 지불 등을 자국 통화인 꽌자화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
통화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신 법률(안)에 의하면 Sonangol 등 앙
골라 내에서 석유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자국 및 외국기업은 대금지불을
꽌자화로 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은행에 분기별 및 연간 사
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dos Santos 대통령 주재 앙골라 각료회의
는 지난해 11월 총연장 1만 6,000km의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루안다 지역
발전용량을 현행 18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로 높이는 Cambambe 댐 재

45) 신임 의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 Fernando da Piedade Dias dos Santos(MPLA, 전 부통령)
부의장: Joao Manuel Lourenco(MPLA)
제2부의장: Joanan Lina Baptista(MPLA)
제3부의장: Ernesto Mulato(UNITA)
제4부의장: Joao Manuel Fernandes(CA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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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사 시행을 승인하였다. 한편 앙골라는 발전소 건설 등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은 저소득층에게
전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까지 발전소와 송배선 분야에 투자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산업 발전과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6차 CPLP(포르투갈어사용국가공동체) 외교장관회의가 금년 7월 루안
다에서 총 8개국(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포르
투갈, 상투메프린시페, 동티모르)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CPLP, United Nations and Portugese Language with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모토로 현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UN의 역할을 강
조하고, 국제기구 내에서 CPLP 회원국의 위상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참여
문제 등을 집중 토의 및 결의하였다. Passos Coelho 포르투갈 총리는 지난
해 11월 앙골라를 공식 방문, dos Santos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전략
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Coelho 총리는 dos Santos 대통령을 예방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포르투갈이 직면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앙골라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양국 간 협력관계는 단기간
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임
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dos Santos 대통령은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해결
을 위해 앙골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도움을 줄 용의가 있으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는 CPLP의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해서도 지속되어
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Rousseff 브라질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앙
골라를 공식 방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재확
인하고, 금년 1/4분기 중 고위급 양자 공동위를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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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31차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정상회의가 지난해 8월 주재국 수도 루안다에서 1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dos Angola 대통령이 임
기 1년의 의장, 모잠비크 Guebuza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등 역내 문제, 지역 내 총선, 경제통합, 식량안보,
기후변화, AIDS 퇴치, 여권 신장, 소말리아 긴급지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SADC는 2015년까지 공동시장(Common Market)
창설, 2016년까지 통화합병(Monetary Union), 2018년까지 단일통화(Single
Currency) 발행을 목표로 경제통합 방안을 계획 중에 있으며, 시행은 대륙
및 지역 전문가들의 평가 및 분석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
국 원자바오 전인대 의장이 앙골라를 방문, 앙골라 국회의장을 중국에 초
청하고, 중-앙골라 간 각종 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 무상원조 사업으로 2009년 8월부터 건립하여온
앙골라 교사 양성 및 직업훈련원이 완공되어 지난해 11월 개원식을 거행하
였다. 이 훈련원은 KOICA가 앙골라 ADPP와 위탁계약을 통해 건설하기 시
작하였으며 Kwanza Norte주 Lucala시에 소재한다. 훈련원 개원식을 Simao
교육부장관, 오한구 대사, Henrique 주지사 등 주요 인사 약 2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앙골라 독립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개최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금년 개원한 앙골라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에 정식 국제
컨설턴트로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앙골라의 산업수요 급
증에 부응하여 전문기능인력의 양성과 소득 향상, 빈곤 감축 및 경제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다. 앙골라에 고도화된 산업기술센터 설립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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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앙골라 지질광산산업부와 우리 한국폴리텍
대학의 컨설팅계약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2 여수박람회 앙골
라 정부 대표인 Albina Assis 국가 엑스포 위원장은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앙골라가 여수박람회를 통해 ‘앙골라: 지속적인 발전, 우리의 약속’이라는
테마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해양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유와 다이
아몬드, 철광석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것이 앙골라의 가장 큰 성장원동력
이다. 원유 매장량은 131억 배럴에 달하며 생산 규모는 하루 평균 200만 배
럴에 육박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나이지리아와 1, 2위를 다투
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이어 중국의 3대 원유 수입처이기도 하
다. 원유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45%에 이른다. 지난 2002년에 27년
을 끌어온 내전이 종결되고 원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앙골라는 지
난 2005~08년 연평균 17.5%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10년은 금융위기 여파로 1%대의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3.4%로 다시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앙골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대로 예년의 고성장세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재정 상황도 견실한 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은 올해
앙골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흑자 비율이 9%에 이를 것으로 예상
했다. 지난해 외환보유고는 전년 대비 44% 늘어난 250억 2,000만 달러(약
28조 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와 철광석 등 다른
광물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매장 규모는 약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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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2억 캐럿에 달해 세계 4위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예상 매장지의
약 40% 정도만이 탐사가 끝난 상태여서 성장 가능성도 매우 풍부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이아몬드 산업 성장세가 정체를 보였지
만 정부가 국영업체인 엔디아마(Endiama)에게만 허용하던 탐사채굴권을 외
국기업에도 개방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빠른 발전
이 기대된다. 다이아몬드 생산은 지난 2009년의 950만 캐럿에서 지난해 1,000
만 캐럿으로 늘었고 오는 2014년에 1,300만 캐럿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
광석 광산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 등 글로벌 기업의 앙골라 철광석 개발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현재 총 60억 달러(약 6조 7,300억 원)에 달한다. 풍
부한 자연자원과 높은 경제성장률이 바로 세계 각국이 앙골라에 열띤 구애
를 보내는 배경이다. 앙골라와 미국은 지난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인 무역 ․ 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
탈리아, 영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기업 간 자유로운 투자와 이
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는 것이 협정의 골자다. 일본도 현재 앙골라와 투
자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체결에 성공할 경우 앙골라는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국가 중 일본과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맺는 국가가 된다. 중국
은 지난 2002년 앙골라 내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약 150억 달러의 차관
을 제공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석유도 확보하면서 앙골라의 인프라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앙골라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450여 개에 달하고 7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 페드로 파소스 코
엘료 포르투갈 총리는 지난해 11월 옛 식민지였던 앙골라를 방문, 지원을
요청해 앙골라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다만 앙골라는 국민 중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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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투명성기구
의 지난해 부패인지지수에서 182개국 중 168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정부패
가 극심한 것도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앙골라는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장이자 기회의 땅이다. 우리
나라는 후발 주자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여외교를 통한 국익 및 국격 신
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한계를 지닌 한
국과 앙골라 두 국가가 중견국 외교라는 큰 틀에서 상호협력을 하는 계기
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앙골라와의
공공외교 포럼(Middle Powers Round) 개최, Pro-Korea Group 육성을 위한
주요 인사교류, 쌍방향적 문화교류 속의 한류 조성, 한국 소개 책자 출간
배포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정상외교 및 실질적 협력 노력이 요구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양국 관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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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앙골라 양자관계 현황>
가. 교역 현황
◦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주요 수출 ․ 수입 상대국으로서 2011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2억 2,000만 달러 기록
－ 주요 수출항목(’11):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기
계, 의약품 등
－ 주요 수입항목(’11): 철 및 동 제품, 수산가공품, LPG 등
※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다변화 정책에 따라 원유부국인 앙골라와의 교역
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 또한 원유 개발 사업이 본격
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원유 생산 ․ 저장설비를 중심으로 대앙골라
수출이 확대되고 더불어 건설 ․ 서비스 부문 및 플랜트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앙골라 연도별 교역 현황
구분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73,667

1,266,287

325,324

158,068

218,120

-83.2

629.2

-74.3

-51.4

38.0

342,585

743

118,155

114,383

2,530

56.7

-99.8

15,792.9

-3.2

-97.8

양국간 총교역액

516,252

1,267,030

443,479

272,451

220,650

무역 수지

-168,918

1,265,544

207,169

43,685

215,590

수입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126

2007년

(단위: 천 달러)

아프리카의 보고(寶庫) 앙골라: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나. 우리기업 진출 현황
◦ 대우조선해양
－ ’87. 2월, (주)대우 루안다 지사 설치
－ 유전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
－ ’03. 2월, 총 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Benguela Belize Tomboco 사업
을 Stolt ․ 대우 콘소시움 수주
－ ’06. 6월, 계약가 13억 달러 해양 플랫폼 프로젝트 수주
－ ’95년 이후 Sonangol로부터 13건의 해양 프로젝트를 비롯한 3척의
LNG 운반선 및 5척의 원유운반선을 장기간 수주 중
－ Porto Ambaim 조선소 지분 30% 인수
－ ’11. 9월 해양원유플랜트선(FPSO-Pazflor) 인도 완료(’07. 8월 수주,
24억 달러)
◦ 삼성물산
－ ’00. 5. 23 지사 설치
－ ’00. 6. 1 Sonangol과 정유공장 프로젝트(27억 달러) 및 해양설비 프
로젝트(17억 달러)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03. 5월 총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Dalia FPSO 수주(하청)
－ ’06. 8월 계약가 2억 4,000만 달러의 해양 Platform 프로젝트 수주
－ ’08. 4월 로비토 항구에 위치한 로비나브 조선소 지분 40%를 50억
원에 인수
◦ 현대중공업
－ 해양석유개발설비(FPSO) 수주: Girassol FPSO, Kizomba A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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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Africa, Pride Angola(Drillship)
－ ’05. 10월 총 7억 4,000만 달러 규모의 Kizomba B FPSO 원청 수주
－ ’06. 6월 Great Plutonio FPSO 원청 수주(4억 달러)
－ ’11. 12월 Cabinda 10MW, 30MW PPS Power Plant ENE 원청 수주
(4,200만 달러)
◦ 남광토건
－ 현지 합작법인 NIEC(Namkwang Int’l Eng&Con. Ltd.)설립
－ ’06. 4월 3 Tower 빌딩(2억 1,000만 달러), Sonangol Research 빌딩
(7,100만 달러) 신축공사 수주
－ ’07. 2월 인터콘티넨탈 호텔(2억 2,000만 달러), Talatona 컨벤션 호텔
(2억 6,000만 달러) 신축공사 수주
－ ’08. 6월 Soyo LNG 탱크 공사(2억 1,000만 달러) 수주
－ ’09. 1월 Soyo LNG 부지공사(6,800만 달러) 수주
◦ (주)Inter―Burgo
－ 82년 수산업 시작
－ 호텔업, 무역업, 건설업 등에도 진출
－ 현지 합작회사인 World-Wide Int’l Ltd.설립, 수산업 활동 중
◦ 공간건축
－ Talatona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설계
◦ LG전자
－ 에어컨, TV 및 핸드폰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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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현황
◦ 대앙골라 투자는 총 신고 건수 11건, 총 신고 금액은 약 1,50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
국명

총 신고건수
(건)

총 신고금액
(천 달러)

총 송금횟수
(건)

총 투자금액
(천 달러)

앙골라

11

15,261

8

6,926

주: 2011년 12월까지의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라. 개발협력 현황
◦ 무상원조
－ ’91~’09년까지 총 1,041만 달러 지원
사업형태

사업내용 (총 사업기간/사업규모)

외교부 전산망 개선사업 (‘07 / 6만 9,000달러)
프로젝트

앙골라 교사 양성기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9~’12 / 324만
달러)

물자지원

8건 (88만 5,000달러)

긴급원조

1건 (3만 달러)

기술협력사업
민간단체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내 초청 연수 30명
HIV/AIDS 예방활동 및 인식증진 프로젝트 (’07)
HIV/AIDS 예방활동 및 인식증진 프로젝트 (’08)
UNICEF를 통한 남동아프리카 5세 이하 아동보건사업 (7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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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년 지원실적: 총 191만 달러 지원
사업형태

사업내용 (총 사업기간/사업규모)

앙골라 교사 양성기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9~’12 / 324만 달러)

프로젝트

내초청연수 10과정 19명

기술협력사업

’10~’11년 지원
(만 달러)

182
9

※ 향후 지원계획
－ 수산양식 역량 강화사업: 600만 달러/’12~14
’11. 11. 25 사업 실시 협의의사록(RD) 체결
◦ 유상원조
－ ’90~’09년간 총 1억 4,340만 달러 지원 승인(2건 집행 완료)
사업명

승인연도

승인액

집행액

어선건조사업

’98

950만 달러

집행 완료

농업현대화사업

’05

3,140만 달러

집행 완료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

’06

3,500만 달러

약 2,100만 달러

영양개선사업

’07

4,900만 달러

약 2,930만 달러

농업현대화 2차사업

’10

1,850만 달러

-

※ 향후 지원계획
－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 3,482만 달러
－ 치안강화 사업: 4,403만 달러
’12. 5월 현재 약정 체결을 위한 앙골라 측 국내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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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내전 개요>
∙ 개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좌익과 우익의 권력 쟁탈전으로 시
작된 분쟁
∙ 분쟁 당사자: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대 앙골라 중앙정부
∙ 분쟁 원인: 국가 통치 주도권
∙ 2008년 총선 결과에 야당(반군) 세력이 승복함으로써 완전 종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에서는 1975년 독립과 동시에 좌익과 우익의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1956년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창당해 구소련의 지원하에 독립
운동을 실시해온 MPLA(앙골라인민해방운동노동당)과 1964년 미국이 지원하는
UNITA(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 간의 내전이 발생, 미국, 쿠바, 남아프리카 등이 관
계함으로써 분쟁은 한층 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1976년 구소련 및 쿠바
의 지원을 받은 MPLA가 UNITA를 제압하고 1976년 11월 단독집권하자, 공산주의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 남아공 등이 UNITA를 지원함에 따라 미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쿠바군 5만 명은 MPLA의 지원을 위해 1975년 9월 소련군과 함께 파견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앙골라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8년 12월
앙골라, 쿠바 측이 남아공의 나미비아 독립 허용을 조건으로 쿠바군 철수에 관한 쌍
무협정 체결하였고, UN은 제1차 평화유지군(UNAVEMⅠ) 70명을 파견하여 쿠바군의
철수를 감시하였다. 남아공군 3,000명은 1988년 8월 철수하였고, 쿠바군 5만 명은
1989년 1월부터 9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남아공군과 쿠바군의 철수로
앙골라 내전은 미소 대리전의 양상에서 국내의 정부 대 반정부 전투로 변모하였다.
1990년 MPLA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였다. 또한 1991년 5월에는 미국, 소련, 포르투
갈의 중재하에 리스본에서 정부 대 UNITA 반군 간의 제1차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UN은 휴전 및 평화협정에 의거 최초로 실시될 선거의 감시를 위해 제2차 평화유지
군(UNAVEMⅡ)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1991년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거해 1992년
9월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MPLA의 산토스(Santos) 후보가 약
50%의 득표율로 UNITA의 사빔비(Savimbi) 후보(40%)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
으나, UNITA 측이 정부 측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 결과에 불복을 선언하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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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무력투쟁을 개시함에 따라 내전이 재연되었다. 1993년 9월 UN 안보리는 앙
골라 반군(UNITA)에 대한 금수조치를 결의하였고, 정부 측의 대공세와 미, 영, 불, 러
등의 제재 등 내외의 압력에 따라 UNITA는 정부 측에 전제조건 없는 평화협정을 제
의하였다. 1993년 11월부터 UN 중재하에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협상을
개최하고 휴전 이행이 협의되었다. 1994년 10월 앙골라 정부와 반군 UNITA는 루사
카에서 내전 종식을 위한 제2차 평화협정에 가조인하였으며 11월에 산토스 대통령과
사빔비 UNITA 의장은 동 협정을 정식 조인한 후 휴전을 선언하였다. 동 평화협정은
1) UNITA 측에 부통령 및 4개 각료직과 7개 차관직을 할당 배분 2) UNITA군의 해체
와 방위군으로의 편입 3) 휴전 감시 공동위원회의 설치 4)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 등
을 명시하고 있었다. 1994년 11월 앙골라 정부가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과
평화협정을 조인하면서, 산토스 대통령은 1995년 5월과 6월 사빔비 UNITA 의장 공동회
견을 통해 내전 종식을 선언했고, 7월에는 UN 사무총장과 회담하여 20년을 끌어온
내전의 종결을 표명하였다. 1995년 5~8월 산토스 대통령과 사빔비 반군지도자 간
회담에서 루사카 평화협정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이때 정부와 반군 간에 무장해제,
군대 통합(총 9만 명) 등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통합 절차, 반
군 조직 내 이견으로 통합 작업이 지연되었다. 한편 1995년 9월 북부 룬다노르테
(Lunda Norte) 지역과 남부 칼람바(kalamba) 지역에서 교전이 있었고, 1995년 10월
에는 정부군이 반군 참모총장 공관을 기습하였고, 1996년 1월 4일에는 정부군이 반
군의 남부 치부로 지역을 공격하는 등 양측 간 산발적 교전으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
되었다. 그러나 1996년 3월 1일 정부와 반군 간의 평화협정이 완전 타결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96년 6월, 반군 UNITA의 병력 해산에 이어 정부군으로의 편입
으로 앙골라 통합군이 창설되었다. 6~7월에는 연합정부가 수립되었다. 또한 통합정
부군고위직 20석을 UNITA 반군 간부에 배정하였고, 21개 각료직 중 부통령에 사빔비
를 임명하였으며, 장관 4석, 차관석을 UNITA에 배정하였다. 1995년 2월 8일, UN 안
보리는 1994년 11월에 앙골라 정부-반군 간 체결된 제2차 평화협정 이행 상황을 감
독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의하였다. UNAVEMⅢ 파견 결의는 앙골라 정부
및 반군의 요청과 갈리 UN 사무총장의 제안(1995년 2월 3일)을 수용한 것이다. 1995
년 3월 1일 현재 앙골라에 파견된 UN PKO는 25개국 총 418명이다. 세계 각국이 르
완다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기피한 것과 달리,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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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짐바브웨, 루마니아, 영국, 남아공 등이 석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앙골라의 전
후 개발을 의식하여 PKO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6년 3월 1일 앙골
라 정부와 UNITA는 7월까지 국민통합화해정부와 합동군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UNITA는 12월 11일 UN 파견 UNAVEMⅢ에 무기의 양도를 완료하고 내전 종결을 향
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1997년 4월 11일 20년에 걸친 내전이 종결되어 국민
통합화해정부가 성립되었다. 신정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MPLA의 산토스가 대통령으
로 취임하였고, 반군(UNITA) 지도자인 사빔비는 대통령 특별정치고문직에 임명되었
으며 반군 측 인사 11명도 신내각에 포함되었다. 한편 UN은 PKO 임무로 주둔한 제3
차 UN 앙골라검증단(UNAVEM Ⅲ)은 6월까지 철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내전은 종
식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군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반군 간의 간헐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이는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대내외에 반증해주었다. 2002년
에 이르러 25년간 이상 지속되었던 앙골라의 유혈분쟁은 드디어 막을 내렸다. 동년
4월 4일, 앙골라 정부와 UNITA 반군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앙골
라 정부 측으로서는 내전을 조기 종식하여 장기 내전으로 인한 경제난(외채 110억 달
러, 인플레 800%)을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UNITA 측
으로서도 서방국의 대정부 지원으로 군사적 승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 측의
권력 공유 제안을 수용하여 실리를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앙골라 정세는 평화협정의 합의를 어느 일방이 무산시킬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1997년 4월 오랜 내란 끝
에 정부군과 반군이 단일 거국 정부를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UNITA 반군의
게릴라전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변국 및 EU, OAU 등이 UNITA 지도층에 압력
을 가해 게릴라전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태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반군 소탕작전에서 정부군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앙골라 내전은 남쪽의 나미비아, 동쪽의 잠비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5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앙골라 내전은 나미비아 동쪽의 잠비아를 비롯한 앙골
라 이남지역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앙골라 내전의 종식은 인
접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앙골라는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 및 콩고공화국의 내분에 관여하는 등 주변국의 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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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앙골라는 콩고 내전에 개입하여 자국이 지원한 응궤소
(Nguesso) 반군이 집권하자 콩고의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중앙아프
리카 지역에서 군사 및 석유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꿈꾸고 있다. 앙골라는 사하라 이
남지역에서는 나이리지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서 네 번째의 산유국
인 콩고와의 합작을 통해 동 지역의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서방 석유
투자자들은 정국 불안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아진 나이지리아보다는 앙골라를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낮은 위험도와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지로
꼽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월, 나이지리아는 우마루 야르아두아(Umaru Musa
Yar’Adua) 대통령이 오랜 지병으로 본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치료를 받
고 있어 권력 공백으로 인한 정세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 주요 내용(경과) ∙ 1956년: 소련이 지원하는 좌파 독립운동 단체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결성
∙ 1964년: 미국이 지원하는 우파 독립운동 단체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결성
∙ 1975년 11월: 포르투갈에서 독립. 좌파(MPLA) 대 우파(UNITA) 간의 권력 쟁탈전 개시
∙ 1976년 11월: 좌파 MPLA 단독 집권
∙ 1988년 8월: 남아공군 3,000명 철수
∙ 1988년 12월: 앙골라, 쿠바 측이 남아공의 나미비아 독립 허용을 조건으로 쿠바군
철수에 관한 쌍무협정 체결. UN은 UNAVEMⅠ 70명을 파견, 쿠바군의 철수를 감시
∙ 1989년 1월: 쿠바군 5만 명 단계적 철수 개시
∙ 1990년: 정부, 복수정당제 허용
∙ 1991년 5월: 정부, UNITA 반군과 제1차 평화협정 체결(포르투갈 리스본). UN, 휴전
및 평화협정에 의거 최초로 실시될 선거의 감시를 위해 제2차 평화유지군
(UNAVEMⅡ)을 파견하기로 결의. 쿠바군 5만 명 철수 완료
∙ 1992년 9월: 대통령 선거 및 국정 선거 실시. MPLA의 산토스(Santos) 후보 당선,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UNITA 무력 투쟁 재개. 내전 재발
∙ 1993년 9월: UN 안보리, UNITA에 대한 금수조치 결의. 정부 측의 대공세와 미, 영,
불, 러 등의 제재 등 국내외의 압력에 따라 UNITA는 정부 측에 전제조건 없는 평화
협정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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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1월: UN 중재하에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협상 개최, 휴전 이
행 협의
∙ 1994년 1월 6일: 정부와 UNITA 반군, 전투 중임에도 평화협상 개시
∙ 1994년 1월 30일: 정부, UNITA 반군, 중립 경찰군 창설 합의
∙ 1994년 10월: 정부, UNITA 반군 제2차 평화협정 가조인(루사카)
∙ 1994년 11월: 산토스 대통령과 사빔비(Savimbi) UNITA 의장, 루사카 평화협정에 의
거 전면 휴전 실시
∙ 1995년 2월: UN 안보리, 평화조약 이행을 위해 7,000명의 제3차 앙골라감시단
(UNAVEM3) 파견
∙ 1995년 5월: 산토스 대통령, UNITA 사빔비 의장과 공동회견에서 내전 종식 선언
∙ 1995년 7월: UN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20년에 걸친 내전 종결 표명
∙ 1996년 1월: 정부군, 반군 지역인 남부 치부로 공격
∙ 1996년 2월: UN, 1만 2,500명의 UNITA 게릴라 무장 해제 보고
∙ 1996년 3월 1일: 산토스 대통령, 반군 UNITA의 사빔비 의장과 평화협정 체결. 7월
까지 1) 거국일치 내각 설치 2) 합동군 결성 합의
∙ 1996년 12월: UNITA, UNAVEM 3에 무기 인도 완료
∙ 1997년 4월 11일: 산토스 대통령, 반군 UNITA 지도자 사빔비와 단일 거국 정부 출범
∙ 1998년 8월: UNITA 내 반군, 북부의 일부 지역 점거. 주변국 및 EU, UNITA 리더에
게 압력
∙ 1998년 5월 19일: UN앙고라 감시단(MONUA)이 습격을 받아 통역 1명 사망, 군사옵
저버 등 수 명 부상
∙ UNITA 지도자 사빔비는 평화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
다고 발표. 남아공은 UNITA와 그 가족들의 남아공 입국을 금지
∙ 1998년 6월 12일: UN안보리는 UNITA 자산의 동결을 제안
∙ 1998년 7월 1일: UNITA에 대한 UN의 제재 개시. UN은 나미비아에 있는 난민에게
전투 중인 앙골라에 귀국하지 말 것을 경고
∙ 1998년 7월 7일: UNITA 반군은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카마칠로(Kamachilo)를 점령
∙ 1998년 7월: 앙골라 정부는 UNITA군이 16명의 경찰을 살해했다고 발표. 7월 중순,
전 UNITA 반군은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여 55개 도시와 마을을 점령. 수천 명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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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콩고로 유입. 앙골라 정부는 UNITA 반군이 7월 17일까지 68개 지역을 점령했
다고 발표. 산토스 대통령은 전쟁 상황이 재개되었다고 발표. 반군의 공격목표는
다이아몬드 주산지인 북부 지역. UNITA는 UN에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평화절차 논
의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재자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 UN은 중재전문가 라크
다 브라히미(Lakhdar Brahimi)를 파견
∙ 1998년 7월 29일: UNITA를 비난하고 있는 EU는 UNITA 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반군 공히 강탈, 즉결 집행, 강제 징집 등 잔악 행위를 자행하
고 있다고 비난
∙ 1998년 8월: 루안다(Luanda) 지방 정부는 UNITA에 대해 무장을 해제하고 8월 20
일까지 민주적 절차에 동참할 것을 요구
∙ 1998년 8월 24일: UNITA는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 등 3국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
유로 동 3국에 대해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3개국이 보증한 계약을
파기. UNITA는 최근 미국에 의한 제재에 부담을 느껴왔으며, MPLA 정부에 대해 러
시아가 무기 공급을 재개하고 있다고 주장
∙ 1998년 8월 31일: 앙골라 정부는 UNITA가 정전 보장 국가들과의 협력을 거부함으
로써 평화의정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 앙골라 정부는 UNITA가 평화의정서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UNITA의 국회와 정부 관료직에의 참여를 보류
∙ 1998년 9월 1일: 앙골라의 통치 주체인 MPLA는 UNITA가 무기 도입을 재개하고 있
다는 이유로 UNITA와의 민족 통일 정부 체제를 종식, UNITA 측의 장관 4명과 부장
관 7명의 활동을 중지, 70명의 UNITA 출신 의원들을 축출. 루안다 정부는 UNITA
반군 지도자 사빔비와의 대화 중지 선언. UN은 안정 회복을 위한 중재 지속
∙ 1998년 9월 7일: 70명의 UNITA 의회 의원들은 UNITA에 대한 내부 반발 세력을 거부.
앙골라는 반동 UNITA 정파와의 국제화해를 요청. DRC 국경 부근에서 전투 발생
∙ 1998년 9월 10일: UNITA가 위지(Uiji)지방 소재 푸리(Puri)와 캉골라(Kangola)를 공
격. 응고브(Ngove) 수력발전 댐에서 전투 발생
∙ 1998년 9월 12일: UNITA가 북부지역 소재 마켈라-두-좀보(Makela‐do‐Zombo) 점령
∙ 1998년 9월 13일: 무장괴한이 남부 지역의 칼람바(Kalamba)를 습격, 30명의 다이
아몬드 불법거래업자를 살해
∙ 1998년 9월 14일: UNITA는 캉골라 장악, 남아프리카개발위원회는 이를 전쟁범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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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언
∙ 1998년 9월 17일: 무장강도들이 루안다 북부 지역에서 UN 구호단을 습격
∙ 1998년 9월 18일: 앙골라 정부군은 다이아몬드 주산지인 루메로(Lumero), 마켈라
두 좀보(Makela‐do‐Zombo), 담바(Damba) 등을 재탈환, 반군들은 이 지역에 대한
반격 개시
∙ 1998년 9월 22일: UN은 앙골라 정부가 국제분쟁 중재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
며, 4년 전에 체결한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발표. 앙골라 정부군과 UNITA 간에 격전 재개
∙ 1998년 12월 17일: 앙골라 정부군은 쿤재(Kunja) 지역을 재공격, 200여 명의 UNITA
반군을 사살하고 7대의 우크라이나제 탱크를 노획하였다고 발표. 12월 18일 UNITA
군은 수도 루안다로부터 200여km 떨어진 말란제(Malanje) 지역에 포격을 가해 5기
의 정부 항공기를 격추하고 2대의 탱크(T52, T62)를 노획하였다고 발표
∙ 1998년 12월 26일: UNITA군에 의해 UN 항공기 1기 격추, 28일 정부군은 퀴토
(Kuito)로 통하는 도로를 확보하였지만, UNITA군은 30일까지 퀴토를 폐쇄
∙ 1999년 1월 1일: 1998년 12월 9일 이후 UNITA군에 의해 포위되었던 인구 30만의
Kuito 지역에서 전투 계속. 불시착한 UN 수송기(C130)에 탑승하였던 정부 관료와
UNITA 반군 포로들은 생존해 있다고 군 당국자 발표, UNITA군은 이를 부정. UN수
송기 2번째 불시착, 이는 반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 UNITA군은 Mig 23 1기
격추
∙ 1999년 1월 3일: UN은 요원에 대해 전투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전투 보류
결정, 그러나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는 1월 10일까지 계속됨
∙ 1999년 1월: 유엔,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내전으로 잔류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 시작. 1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될 이 보
고서에 따라 유엔앙골라감시단(UNOMA) 700여 명에 대한 철수 여부를 결정. 유엔
안보리는 앙골라 정부와 UNITA 측에 대해 루사카 평화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해왔음. 정정 불안으로 유엔 소속 항공기 2대와 승객 23명 및 승무원과 평화유지
군 수 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앙골라 정부는 첫 번째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지점
으로부터 8km 떨어진 빌라 노바(Vila Nova)를 장악하고 있다고 발표
∙ 1999년 1월 12일: UN 안보리는 UNITA 반군에 대해 그들이 평화 회복 조치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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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 경고. UNITA군은 1월 2일 격추
된 UN 항공기의 잔해를 발견, 1월 25일 UN 조사단이 도착하였으나, 생존자는 발견
되지 않음
∙ 1999년 1월 14일: 6일째 전투 지속. 정부는 18~20세 남자에 대해 대량 징병을 위한
여론 조사 실시. 정부에 협조적인 UNITA는 반대 분파의 지도자로 유지니오 마누바
콜라(Eugenio Manuvakola) 선출
∙ 1999년 1월 15일: 앙골라 대통령은 외세의 개입은 평화를 파괴하고 있으며, 외국군
의 전면 철수를 요구. 앙골라는 반군을 지원하는 잠비아를 비난
∙ 1999년 1월 17일: 아난 UN 사무총장은 앙골라에서 UN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
∙ 1999년 1월 18일: 도스 산토스(Jos Eduardo dos Santos) 앙골라 대통령, 르완다에
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카빌라(Laurant Kabila) 대통령 및 콩고(브라자빌)의 응
궤소(Denis Sassau‐Nguesso) 대통령과 안보 상황에 관한 회담 개최
∙ 1999년 1월 26일: 앙골라 정부는 1994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폐기하며, 무력에 의
한 영토 통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
∙ 1999년 1월 27일: UNITA 반군은 음반자-콩고(Mbanza‐Congo) 북부 지역을 점령
∙ 1999년 1월 27일: 잠비아 외무장관 실왐바(Eric Silwamba), 잠비아가 UNITA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앙골라 정부의 최근 비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 1999년 1월 28일: 콩고 정부는 UN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요구. 정부군은 느하레아
(Nharea)를 점령. 잠비아는 자국이 앙골라 반군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
해 UN에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1999년 2월 1일: UNITA는 말란제에 대한 포격 재개. 정부군은 음반자-콩고와 안둘
로(Andulo)를 포위, 카알라(Caala)에 대한 반군의 공격을 격퇴함
∙ 1999년 2월: 앙골라 내전의 양측 입장이 강경해짐. 도스 산토스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고 자신이 겸임하는 한편 국방장관을 강경파 파야마 장군으로 대체. UNITA
반군 측은 약탈 등의 반정부 활동을 더욱 확장할 것을 선언
∙ 1999년 2월 12일: 앙골라 정부는 음반자-콩고와 송고(Songo)를 재탈환, 400명의
반군을 사살. UN은 최근 3주간 1,900명의 난민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유입하였다고
발표
∙ 1999년 2월 18일: 앙골라 정부는 UN 소속 인사들은 앙골라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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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19일: 앙골라 정부는 UNITA 반군 지도자 사빔비는 전쟁범죄자로 처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
∙ 1999년 2월 24일: 남아공은 자국이 UNITA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OAU
(Organization of Africa, 아프리카단결기구) Unity는 앙골라와 잠비아 간 긴장을 중
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앙골라는 잠비아가 UNITA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 1999년 2월 26일: 앙골라가 UN 주둔을 거부한 이후 UN안보리는 UN앙골라감시단
(UNOMA: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Angda) 의 철수에 관한 아난 UN 사
무총장의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 MONUA의 철수 정식 결정
∙ 잠비아는 앙골라 반군 UNITA에 대한 무기 제공설 부인, 무기 공급설을 유포한 6명
의 저널리스트를 체포. 앙골라 정부는 잠비아 부통령 템보(Tembo)와 에너지 장관
뮐라(Mwila)가 앙골라의 무기수송에 개입하였다고 UN에 고발
∙ 1999년 3월 5일: 앙골라 정부는 1998년 11월 이후 전투에서 700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
∙ 1999년 3월 9일: 전투 지속. UN은 UN이 파견한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품 공
수가 불가피함을 발표
∙ 1999년 3월 23일: OAU는 UNITA와 사빔비를 비난. 정부군은 수도 루안다에서 남동
쪽으로 500km 떨어진 총고로이(Chongoroi)를 재탈환
∙ 1999년 3월 26일: UNITA는 퀴토(Kuito)와 말란제(Malanje)에 대해 새롭게 공격 감
행, UN과 프랑스의 석유 이권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
∙ 1999년 3월 28일: UNITA는 쿤싱가(Kunshinga)와 치페타(Chipeta)를 점령, 퀴토를
봉쇄
∙ 1999년 3월 30일: UNITA군은 말란제 반경 5km까지 진격
∙ 1999년 4월 2일: 앙골라 정부는 UNITA군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20~21세 장정에
대한 징병 소집을 명령
∙ 1999년 4월 8일: UNITA 반군은 퀴토에 대한 공격 재개
∙ 1999년 4월 11일: 남아공 발간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가 잠비아의 앙골라 반군에 대
한 무기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잠비아를 공격 중에 있는 앙골라와 대화를 계속해오
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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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4월 13일: 정부군(육군)은 비에(Bie)의 중부지방에 소재한 쿤(Kune) 점령
∙ 1999년 4월 14일: UN안보리 앙골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관심 표명
∙ UN은 UNITA에 대한 무기 공급을 단속하기 위해 제재위원회 강화
∙ 1999년 7월 16일: 후암보(Huambo) 소재 시장에서 전투 발생, 반군인 UNITA 소속원
으로 확인된 무장 게릴라 50여 명의 인명 살해. 계절적으로 건조기에 들어가면서
소규모의 반군부대가 정부군 영역에 자유로이 진입
∙ 1999년 7월 21일: UNITA 반군은 혼란 상태에 빠진 수도 루안다로부터 60km 지점까
지 공격 단행,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수도 인근 100km 지점에 소재한
수력발전용 댐의 파괴를 기도. 폭동 노동자들은 UNITA에 가세하여 수도를 탈출한
난민 수송대를 공격.
∙ 1999년 7월 23일: UNITA는 7월 15일~7월 20일 기간 중 202명의 정부군을 사살하
고 69대의 차량을 파괴하였다고 발표. 피난민을 실은 80여 대의 트럭이 루안다 동
쪽 400km에서 피격되어 이 중 30여 대만이 무사 탈출, 반군에 의한 공격에서 54명
의 시민과 6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 발생
∙ 1999년 7월 24일: 앙골라 정부는 UNITA 지도자 사빔비에 대한 체포령 발령
∙ 1999년 7월 28일: 지원단체들은 매일 200여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으며, 수천 명
이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
∙ 1999년 7월 29일: UN은 반군들의 주요 수입원인 앙골라산 다이아몬드 금수를 추진
(반군은 다이아몬드 판매로 연간 수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으며, 국제무기상들이 반
군 점령지역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99년 8월 3일: UNITA는 후암보 중심지 소재 석유 탱크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지
만 정부군에 의해 격퇴당하였으며, 동 전투에서 10명의 UNITA군 사망
∙ 1999년 8월 4일: 최근 1개월 동안 수도 북동 및 동부 400km 주변을 방위하고 있는
정부군은 7~8개의 도시를 탈환, 수백 명의 반군 생포 및 수십 개의 장갑차 등을 노획
∙ 1999년 8월 11일: 앙골라 정부는 인접국들이 UNITA 반군 지도자 사빔비를 전쟁범
죄자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 미국은 UNITA 등 아프리카 지역 반군의 주 수입원인
다이아몬드의 불법 수출 통제를 지원할 의사 시사. 많은 앙골라인들은 앙골라 정부
가 UNITA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 앙골라 정부는
다이아몬드 불법 거래를 통제함으로써 UNITA에 대한 외부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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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또 인접국으로부터의 병력 지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1998년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는 콩고(DRC) 반군 소탕에 군
대를 파병한 적 있음)
∙ 1999년 8월 12일: 정부군은 UNITA가 점령하고 있던 앙골라 북부 소재 산자-폼보
(Sanza‐Pombo)를 탈환
∙ 1999년 8월 18일: 콴자(Kwanza) 북부 지방 소재 루안다 북동 200km 부근에서 민
간인 7명 사망, 18명 부상, 앙골라 정부는 UNITA군의 소행이라고 비난. 남아프리카
개발기구(SADC: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적 개입을 거부하고 비군사적 지원만을 약속해오고 있으며, 앙골라 내전은 SADC
창설 이후 5년째에 접어들고 있음. 앙골라는 24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불법지대로
변모, 기간 중 수천 명의 무장 약탈자를 양산
∙ 1999년 8월 24일: AFP 통신은 UNITA 점령지로 향하던 밀수입된 무기 수송기가 짐
바브웨에서 압수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 수송기는 우크라이나인 승무원과 1명
의 아프리카인이 탑승한 러시아 항공기였다고 함
∙ 1999년 8월 25일: 카톨릭 라디오 이끌레시아(Ecclesia)는 8월 23일 있었던 기습전
에서 6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반군의 소행이라고 비난
∙ 1999년 8월 26일: 앙골라 대통령 산토스는 강력해지고 있는 UNITA군에 대항해서
정부군의 증강을 촉구. UNITA 반군은 8월중 전투에서 3명의 민간인을 생포하고
163명의 정부군을 사살했다고 주장
∙ 1999년 8월 30일: UNITA군은 루안다 공격 감행
∙ 1999년 9월 3일: UNITA군은 8월 마지막 전개된 2주간의 전투에서 197명의 정부군
을 사살했으며, 5대의 육군 트럭과 후일라(Huila) 지방 카쿤다(Kakunda)에 소재하
고 있는 정부군 수비대를 전멸시켰다고 발표. 또한 UNITA는 현재 전체 앙골라 면
적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
∙ 1999년 9월 6일: 정부군은 쿠방고(Kuvango) 도시를 UNITA로부터 재탈환하였다고
발표. 앙골라 남부지역에서 UNITA와 정부군(MPLA)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고 보도됨
∙ 1999년 9월 8일: UN은 다이아몬드 거래와 관련된 무역상과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
명서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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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9월 15일: 앙골라 정부군은 쿤힝가(Cunhinga)시를 재탈환하였으며, 이 전투
에서 22명의 UNITA를 사살했다고 발표. 1998년 11월 앙골라 정부와 UNITA 간에 체
결된 UN 평화협정이 파기된 이래 말란제를 둘러싼 전투에서 약 1,000여 명이 사망
하였다고 Press and Catholic Church가 보도
∙ 1999년 9월 21일: 앙골라 정부군(MPLA)은 후일라 지방 소재 치콤바(Chicomba), 좀
바(Jomba) 그리고 동고빌(Dongovilles) 등 3개 도시를 탈환하였으며, 동 전투에서
33명의 UNITA군을 사살했다고 발표. 친 UNITA계 의원들이 루안다에서 사살 및 부상
(1992년 선거에서 친 UNITA계 의원은 70명이었음)
∙ 1999년 9월 26일: UNITA군 대변인은 밸룬도(Bailundo)시가 정부군 항공기에 의해
네팜탄 폭격을 받았으며,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고 발표
∙ 1999년 9월 28일: 앙골라 정부군은 UNITA 소탕전을 지속, UNITA군의 본부가 소재
한 안둘로(Andulo)와 밸룬도(Bailundo)를 점령하였다고 발표
∙ 1999년 9월 29일: 인권감시단은 UNITA 반군이 1994년 체결된 평화협정을 위반하
여 다이아몬드 수출과 무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지만, UN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고 발표
∙ 1999년 9월 30일: 앙골라 중부지역에 대한 앙골라 정부군의 공격 계속, UNITA의
주요 거점인 후암보 탈환 전투에서 약 8,500~1만 명의 난민 발생
∙ 1999년 10월 5일: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업자인 드 비르스(De Beers)는 앙골
라산 다이아몬드의 금수에 동의. 이는 UNITA에 치명적이며, 앙골라 정부는 드 비르
스의 결정을 환영
∙ 1999년 10월 6일: 앙골라 정부군은 루안다 남동 550km에 위치한 론두임발리
(Londuimbali)시에 대한 탈환 공격 지속
∙ 1999년 10월 1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UNITA에 Su‐24기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
다고 발표
∙ 1999년 10월 21일: 앙골라 정부군은 반군 소탕작전 지속, 정부 대변인은 UNITA 지
도자 사빔비의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는 안둘로와 밸룬도시를 탈환하였다고 발표.
정부군은

무센드(Mussende),

템브웨(Tembwe),

캉감바(Cangamba),

루와우

(Luwawu), 룸발랑구임비(Lumbalanguimbit) 등을 탈환하였다고 주장. 이것이 사실
인 경우 정부군의 UNITA 소탕작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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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는 경우, 정부군의 과제는 사빔비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고 다이아몬드
광산 등 UNITA의 자금 조달원을 차단하는 것임
∙ 1999년 10월 22일: 앙골라 정부는 정부군에 대해 UNITA 반군을 완전 소탕할 때까
지 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 한 정부 고위관리는 만약 정부가 UNITA에 대한 소탕
작전을 중단한다면 반군은 중앙 앙골라지역에서 곧 바로 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UNITA군을 끝까지 소탕할 것을 요구.
∙ 1999년 10월 26일: 앙골라 정부는 UNITA 소탕작전 계속. 수천 명의 앙골라 정부 육
군은 UNITA의 보급로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 콩고(DRC)와 협조체제 강구. 앙골라
정부는 정부군이 안둘로 부근 UNITA 점령지 2개소를 탈환하였다고 발표
∙ 1999년 11월 6일: 앙골라 정부는 80~90년대 초, 남아공과의 분쟁에 대비 소련과
러시아로부터 AA‐7 및 AA‐8 공대공 미사일을 구입. 결국 양국 간 평화협정이 조인
됨으로써 동 미사일은 수개소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는데 이를 금번 반군의 Mig
23기에 사용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함
∙ 1999년 11월 16일: 앙골라 정부 대변인은 9월 14일 이래 계속된 UNITA 소탕작전 결
과 UNITA의 세력은 20% 이상 약해졌다고 발표
∙ 1999년 11월 18일: UNITA 반군은 10월 중 전투에서 정부군이 밸룬도와 안둘로를 탈
환했음을 인정. UNITA 반군의 자킨토 리차드 반두(Jacinto Richard Bandu)라는 장
군이 정부군에 투항. 반두 장군은 사빔비의 측근 가운데 한사람이며, UNITA군의 보
급을 담당하였다고 함. UN과 국제 소식통은 1975년 내란이 발생한 이래 1만 명 이
상이 사망하였다고 집계
∙ 1999년 11월 23일: 앙골라 내 UNITA 반군은 우크라이나로부터 Mi 24 공격용 헬기
와 Mig 23 전투기를 각각 6기씩 도입하였으며, 이들 장비는 남아공의 루카(Luca)
공군기지에 배치 중인 것으로 보도
∙ 1999년 11월 25일: 앙골라 정부는 400명의 UNITA 게릴라들이 남부 앙골라의 도시
쿠안가르(Cuangar)를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 UNITA는 칼라이(Calai)를 군수보급기
지와 나미비아 밀수업자와의 다이아몬드, 목재, 상아 등의 수출기지로 활용
∙ 1999년 12월 20일: 앙골라 정부는 UNITA 소탕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낙
관, 한 앙골라 정부의 고위관리는 4개월에 걸친 소탕작전으로 UNITA 반군의 80%
가 궤멸되었다고 평가. 앙골라 정부도 정부군이 루안다 남동 1,000km에 위치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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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를 점령하였다고 발표
∙ 1999년 12월 23일: 앙골라 정부군은 앙골라와 나미비아 국경인 카방고(Kavango)
강에 위치한 한 섬을 점령하였으며, 동 섬은 UNITA가 보급기지와 국경 통제기지로
활용해왔음. 남아공 소식통은 1,600명의 앙골라 정부군이 나미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
∙ 1999년 12월 26일: 앙골라 정부군은 UNITA의 전 수도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UNITA가 방송기지로 사용하는 등 본거지로 활용해 오던 잠바(Jamba)에 대한 공격
을 개시했다고 발표. 나미비아는 앙골라군이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앙골라, 콩고
(DRC),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개국이 1999년 4월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실현
시키기를 촉구(동 상호 방위조약은 체약국의 어느 일방이 외부 침략 혹은 내란에
직면하는 경우,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나미비아는 UNITA가
앙골라 북동지역의 카프리비 스트립(Caprivi Strip)에서 활동 중인 나미비아 반군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
∙ 1999년 12월 27일: 앙골라와 나미비아 접경지를 따라 계속되어온 앙골라 정부군의
UNITA 반군 소탕작전은 최종 단계에 진입, 작전 목표는 UNITA의 보급로 차단과 국
경을 봉쇄하는 것. 그러나 UNITA는 앙골라 동부 지역 소재 다이아몬드 광산과 목
재 산지를 장악 중
∙ 1999년 12월 28일: 앙골라 정부는 1,250km에 이르는 앙골라와 나미비아 국경지대
가 완전히 정부군의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선언하면서, 정부군에 의한 잠바(Jamba) 탈
환이 이를 증명한다고 정부 대변인은 발표. UNITA 반군은 앙골라 정부와의 협상을
제의
∙ 2000년 1월 5일: 앙골라 정부군은 나미비아 국경지역에서의 UNITA 소탕전에서 400명
이상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발표. 한 앙골라 관리는 중부 앙골라 지역의 안둘로시
인근 지역에서 100톤 가량의 UNITA 반군의 무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거의가
화학 무기였다고 발표
∙ 2000년 1월 6일: 앙골라 정부는 석유 매장 지역인 퀴토(Kuito)에서 석유 채굴이 개
시되었다고 발표
∙ 2000년 1월 7일: 앙골라 정부는 짐바브웨 국경 인근에서 UNITA의 퇴각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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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월 8일: 앙골라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UNITA 게릴라에 억류되었던 20명
의 나미비아 국민을 구출하였으며, 이로써 나미비아인이 앙골라 내 반군의 기지 역
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고 발표
∙ 2000년 1월 9일: 잠비아는 그들이 UNITA를 지원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정부 대
변인은 잠비아군은 단지 앙골라와 잠비아 간 국경을 감시했을 뿐이라고 주장
∙ 2000년 1월 11일: 앙골라 정부군은 말란제에 소재한 UNITA 반군의 무기고를 점령
했다고 발표. UN은 12월 중 7,000여 명의 앙골라 난민이 나미비아로 유입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UNITA 지원군일 것으로 추측. UN 고등판무관(UNHCR)에 의하면
1999년 10월 이후 2만여 명의 난민이 잠비아로 유입되었다고 발표
∙ 2000년 1월 19일: UNITA 퇴각 차단 작전은 잠비아의 차부마(Chavuma) 지방에 있
는 한 마을을 습격하는 사건으로 비화. EU와 UN이 UNITA가 앙골라 평화협정을 파
기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자, UNITA는 이는 EU가 앙골라 정부군(MPLA)에 접근하
기 위한 술책이라고 즉각 비난
∙ 2000년 1월 21일: 잠비아 정부 대변인은 더 이상의 외국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앙골라 국경 지역에 군대를 증원(최근 3주 동안 UNITA 게릴라와 난민들이 잠비아
로 유입, 이 가운데 UNITA 게릴라는 잠비아 북서지역에 있는 수 개의 마을을 습격
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밝힘
∙ 2000년 1월 24일: UN은 앙골라로부터 잠비아에 유입한 난민 5,000여 명의 수송 개시.
나미비아에서는 UNITA 게릴라와 앙골라군과의 전투에서 2명의 나미비아인 사망
∙ 2000년 1월 25일: 앙골라 중부 지역의 UNITA 반군 점령지에서 대량의 학살자 무덤
이 발견됨
∙ 2000년 1월 27일: 포루투갈인 석유 채굴 노동자가 앙골라의 소요(Soyo)시(앙골라
의 자이르 지방) 근처에서 발생한 차량 기습 사건으로 사망
∙ 2000년 1월 30일: UNITA 게릴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잠비아로 몰려들고 있음. 잠
비아 정부 소식통은 UNITA 부대가 국경지역의 몇몇 마을을 습격하여 가축절도, 식
량절취를 하고 있다고 주장. 잠비아 정부는 UNITA 정부가 50두의 소를 강탈하였다
고 함. 정부 대변인은 UNITA가 부족장을 철망이 있는 나무에 묶어 놓고 총의 개머
리판으로 구타하였다고 비난. 잠비아의 정보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군(MPLA)이
UNITA에 상당한 손실을 안겨주고, UNITA는 패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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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있음
∙ 2000년 2월 2일: NGO는 앙골라에서의 최근 전투에 의해 추방된 사람이 200만 명
에 이른다고 추정. 170만 명은 국내에 추방되어 있음. 약 20만 명은 잠비아로,
7,000명 정도는 나미비아로 이동.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
∙ 2000년 2월 7일: 나미비아 소식통에 따르면 나미비아 보안군은 3명의 UNITA 게릴
라를 총격전에서 살해하였다고 보도. 나미비아인들은 게릴라들이 2월 6일에 앙골
라의 산타클라라(나미비아 오시칸고 시(市)와 인접)를 공격해 24명을 살해한 UNITA
의 일부라고 믿고 있음
∙ 2000년 2월 9일: UNITA 대변인은 UNITA군이 1월 10일~2월 3일간 60여 회의 공격
에서 882명의 앙골라 정부군을 사살하였다고 밝힘. 이에 따르면 UNITA는 앙골라
정부군의 MI‐27 헬기 및 AN‐12 수송기를 격추시켰음. 이전 보도에서는 남아공의 외
상 느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가 앙골라 정부군의 UNITA에 대한 승리가 앙골라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하였음. 그녀는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며, 앙
골라 정부군이 군사적 승리를 하더라도(비록 불가능하지만) 앙골라인 일부는
UNITA를 지지할 것이라고 함. 결국 교섭이 시작되어야 하며, 만약 전쟁이 지속된다
면 남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 내전에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
를 표명(그녀는 앙골라가 남아프리카 지역의 콩고가 될 것을 우려). 남아공의 국방
장관 패트릭 레코타(Patrick Lekota)는 앙골라 정부의 공세로 UNITA가 심각한 타격
을 받았다는 보도는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만델라는 다른 저널리스트들에
게 비록 앙골라 정부의 입장이 현재는 강하지만, 아직 주요한 전투는 없었다고 말
함. 만델라는 UNITA 지도자 사빔비는 완벽한 게릴라 전사이며, 사빔비는 범죄자이
지만 앙골라의 MPLA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함
∙ 2000년 2월 11일: 잠비아는, 퇴각하는 UNITA군이 잠비아에 머물지 못하게 하겠다
고 앙골라 정부에게 한 약속을 반복하여 발표. 또한 잠비아 외무장관은 앙골라 정
부군과 UNITA가 잠비아 내에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함. 즉, 잠비아는
퇴각하는 UNITA 게릴라를 감시하고, 앙골라군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는 것에 대
해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 2000년 2월 12일: 앙골라는 2월 5일에 루반고(Lubango) 근처에서 앙골라군 헬기가
추락하였을 때 27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 추락의 원인은 기계 고장과 조종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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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알려짐
∙ 2000년 2월 18일: 남아공은 앙골라 내전이 남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음. 남아공 소식통은 나미비아 대통령 누조마가 앙골라군이 나
미비아 영내에서 UNITA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 것과, 영토 내까지 반군을 추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우려 표명. 남아공에 따르면 잠비아는 전쟁 직전에 있
으며, 보츠와나도 역시 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2000년 3월 7일: 잠비아는 6,000명의 잠비아인이 UNITA 게릴라의 습격으로 마을
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주장. MPLA의 공격을 받은 UNITA는 소떼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
∙ 2000년 3월 11일: 유엔은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앙골라 다이아몬드 판매에 대
한 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힘. UNITA가 다이아몬드를 팔아 무기와 장비를
사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한 이 금수조치는 명백히 작동하고 있지 않음. NYT의 보
도에 따르면, 토고와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가 최대의 구매국으로 밝혀짐
∙ 2000년 3월 12일: 나미비아 룬두(Rundu) 시(市)와 앙골라 칼라이(Calai) 시는
UNITA로 부터 122㎜ 로켓포의 공격을 받음. 이는 UNITA가 아직 중화기와 탄약의
재고를 갖고 있음을 나타냄
∙ 2000년 3월 15일: 아프리카 지도자, 주요 기업, 아프리카 국가의 군 장교에 의한 경
제제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가 잇따름. 앙골라의 다이아몬드와 원목은 계속
시장을 형성하고, UNITA에게 현금을 제공해주고 있음. 3월 12일에 AFP는 남아공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3월 15일 영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에게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 영국의 아프리카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이러한 참상으로
부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엔에서 UNITA
에 대한 제재조치에 찬성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짓이며, 위선”이라고 했음. 최근
의 유엔 보고에 의하면, 토고의 에야데마(Eyadema), 부르키나파소의 캄파오르
(Campaor)가 UNITA를 지원하는 무기와 연료 공급에 주역을 하고 있음(아이보리코
스트의 코난 베디(Konan Bedie) 전대통령, 콩고 공화국 전수상 오팡고(Opango)도
유엔의 제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유엔은 보고). 이러한 국가와 사람들이 징벌을 받
게 하는 것은 더욱 힘든 문제. 유엔보고서는 이러한 위반국가에 대해 유엔에서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제안. 그러나 이것은 미약한 조치이며, 유엔의 경제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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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음을 잘 말해줌. 위반자의 예금구좌를 동
결시키는 것이 보다 강한 조치일 것임. 유엔은 1993년 UNITA에 대해 무기, 연료 금
수조치를 취했고, 1998년 UNITA의 다이아몬드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 유엔
의 계산에 따르면, 1992년부터 UNITA는 40억 달러의 불법 다이아몬드를 수출. 실
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2000년 3월 20일: 잠비아는 앙골라 정부가 3월 14일 잠비아의 챠부마(Chavuma)
시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고 함. 잠비아는 앙골라 정부군의 추격에 의해 UNITA
반군이 앙골라를 탈출하여 잠비아로 숨어들어오므로, MPLA에 의한 월경 공격을
두려워해왔음
∙ 2000년 3월 22일: 앙골라 침례교회의 6명의 요원이 북앙골라 우이게(Uige) 주(州)
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상태로 발견. AFP에 따르면 UNITA 반군은 지난 1월부터 80
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해왔음. 이는 기독교인이 앙골라 정부에 정보를 넘겨주고 있
다고 UNITA 반군이 믿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3월 27일: 드비어(De Beers)는 아프리카의 반군이 지배하거나 분쟁지역으
로부터의 다이아몬드를 매매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
∙ 2000년 4월 3일: 잠비아는 더 많은 병력을 앙골라 국경에 배치. 일련의 월경 약탈
행위로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음. 공격자들은 급료를 받지 못하는
앙골라 정부군이거나 UNITA 반군임
∙ 2000년 4월 4일: 앙골라 정부 대변인은 UNITA 게릴라가 앙골라 남부 쿠네네
(Kunene) 주의 산타클라라(Santa Clara) 시 부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
2명이 사망
∙ 2000년 4월 14일: UNITA 반군은 3월 중순에 커다란 승리를 기록했다고 주장. 2개
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하고, 수많은 중화기를 노획. 827명의 정부군을 사살
∙ 2000년 4월 17일: 유엔 보고에 따르면, 1993년의 유엔 무기 금수조치를 많이 위반
하고 있기 때문에 UNITA 반군이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발표. 반군은 다이아몬
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모부투 전 자이르 대통령, 토고의 에야데마, 부르
키나파소의 콤파오르 등에 영토를 관통하여 무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
하고 있음. 대부분의 무기와 탄약은 중개인을 통해 동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2000년 4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10월 15일까지로 앙골라 유엔군에 대한 명령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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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5월 6일: UNITA는 지난주 동안의 전투에서 454명의 앙골라 정부군을 사살
하였다고 성명을 발표. 성명에 따르면 UNITA 게릴라는 8대의 탱크를 파괴하였으
며, MPLA의 헬기1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 이 보고서는 또한 앙골라 정부가 앙골
라 중부 비에(Bie) 주의 마을을 인이나 네이팜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 UNITA
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지역 분석가들은 적어도 UNITA가 일련의 소규
모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고 추정. 이는 앙골라 정부에게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공세가 UNITA를 완전히 궤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 2000년 5월 8일: UNITA 지도자 사빔비는 앙골라의 산토스와 정상회담을 요구. 사
빔비는 24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결시키는 노력을 할 때라고 말함
∙ 2000년 5월 23일: UNITA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UNITA 반군은 콴자‐노르
트(Kwanza-Norte) 주의 볼론곤고와 키고론고 시를 점령
∙ 2000년 5월 29일: 잠비아 대변인은, 잠비아의 부대가 앙골라 군을 생포했다고 발
표. 이 군인은 앙골라군 분견대의 일원으로 잠비아 북서부 루코마 냐탄다의 마을을
공격하려고 했음. 앙골라 병사가 생포되기 전, 잠비아군과 앙골라군 사이에서 총격
이 발생. 앙골라 정부는 UNITA를 추격하여 잠비아로 들어갔으며, 앙골라군 부대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UNITA를 지원한다고 의심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좀 더 단
순히 생각하면 단순한 절도나 약탈일 가능성이 있음. 아프리카 전쟁의 슬픈 측면의
하나는 군대가 이미 떠돌이 악당이 되어 반게릴라 작전이란 미명하에 약탈을 자행
한다는 것임
∙ 2000년 7월 24일: UNITA가 성명을 발표. 1999년 9월부터 2000년 봄까지의 앙골라
정부군의 주요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 유엔은 수천 명의 앙골라인이 MPLA
와 UNITA 간의 전투 재개로 나미비아로 피신하고 있다고 보고
∙ 2000년 7월 26일: 서방 소식통들은 UNITA 반군이, 칼렐레 시 공격에서 십 수 명의
앙골라인을 살해했다고 보도
∙ 2000년 8월 1일: UNITA는 적어도 앙골라 내부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UNITA 대변인은 UNITA 부대가 지난주 동안 261명의 앙골라 정
부군을 사살했다고 주장. UNITA는 7개의 주에서 정부군과 교전 중에 있다고 주장
∙ 2000년 8월 8일: UNITA 게릴라는 루안다 북부 60km의 카테테 시를 공격. 정부 소
식통은 계속된 전투에서 10명의 UNITA 반군을 살해. 계속된 보도에 따르면, U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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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은 도시를 공격할 때, 10~12명의 민간인을 살해. 이것은 UNITA가 수도 근교에
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시효과성 성명으로 보임
∙ 2000년 8월 9일: 앙골라의 야당들이 정부조직의 해체 및 MPLA와 UNITA 반군 간의
정전을 요구. 6개의 주요 야당이 공동성명을 발표. 야당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해왔음
∙ 2000년 8월 11일: 앙골라 정부는 남부 앙골라 지역에서 UNITA에 대한 군사작전을
유보하였다고 발표. 5월 중순에 앙골라군은 코드명 엑사고노(Operation Exagono)
라는 공세를 시작. 이 작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에 걸친 공세작전의 후속작전
으로, 공세를 피해 달아났던 UNITA 반군이 앙골라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UNITA는 남부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루안다 인
근에도 공격을 감행했음. 앙골라 정부는 9월~1월 공격으로 UNITA 군사 능력의
20%를 파괴하였다고 믿고 있음. 만약 이 수치가 맞다면, 앙골라군에게는 실망스러
운 것임. 1월 후반부터 2월에 앙골라군은 UNITA의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파괴한
것처럼 보였고, UNITA에게 치명적인 일격으로 가한 것으로 보였음. 당시에는
UNITA가 적어도 통상적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기껏해야 소규모의
치고 빠지는 기습작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만약 이러한 평가가
정확하다면, UNITA는 아직 믿을 만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2000년 8월 14일: 5~6월의 전황. 잠비아는 앙골라로부터 전화가 옮겨올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음. UNITA는 앙골라에서 새로운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잠비아는 앙
골라군이 국경지역의 UNITA를 공격하기 위해 월경해서 공격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음. 한편 앙골라는 나미비아가 UNITA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전쟁 파급의 우려는 앙골라에 국한된 것이 아님. 8월 초 서
방 소식통들은 잠비아가 국경수비대와 보안군을 북부 DR콩고와의 국경에 파견하
였다고 보도. 여기에도 난민 문제와 난민의 생필품 제공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UNHRC는 잠비아가 약 20만 명의 난민을 떠안고 있으며, 난민의 대
부분은 앙골라인(UNITA 동조자로 추정)이며, DR콩고로부터의 난민도 증가하는 추
세라고 밝힘
∙ 2000년 8월 18일: 앙골라 대통령 산토스는 UNITA가 아직 앙골라 내에 저항거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 루안다 부근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남부, 동부 앙골라에서의
한 달간의 일련의 공격 이후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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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8월 23일: 앙골라 동부 목시코(Moxico) 주에서 새로운 전투 발생. UNITA
반군과 앙골라 정부군이 루에나(Luena) 시 인근에서 전투를 한 것으로 보임
∙ 2000년 8월 29일: 안돈(Andon) 시 부근에서 앙골라 정부 트럭수송행렬에 소수의
UNITA 반군이 매복 습격하여, 정부군 2명이 사망
∙ 2000년 9월 8일: 나미비아는 UNITA 반군과 싸우기 위해 앙골라에 전개하도록 하
는 명령을 거부한 22명의 군인을 체포
∙ 2000년 9월 8일: 최후공세 개시 1년 만인 앙골라군은 심각한 장비 부족과 국내의
불만에 직면하고 있음. 지난 3개월 동안 앙골라군 장교들에 의해 군의 보급사정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많이 보도되었음. 최근의 보도에서는 몇몇 정부군 부대들이 식
량과 기본 필수품이 부족하여 UNITA와 마찬가지로 앙골라 전역에서 게릴라 공격
을 하고 있다고 함. 앙골라 정부는 많은 자금을 군에 투입하였음. 앙골라군의 장교
들은 그 돈이 식량, 장비, 탄약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투입되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음(부패한 정치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음.) 한편 UNITA는 최근 느하레야 지역을 공
격하였다고 보도됨
∙ 2000년 9월 15일: UNITA 반군이 치바카 시 및 쿠암바 시에 대한 공격에서 18명을
사살하였다고 보도됨
∙ 2000년 9월 13일: 앙골라 정부는 카빈다 해방전선‐카빈다(Cabinda) 해방군(FLEC‐
FAC)의 지도자 8명이 항복하였다고 주장. FLEC‐FAC는 1975년 이래 앙골라로부터
카빈다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카빈다 독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파벌이었음
∙ 2000년 9월 20일: 앙골라 정부는 나미비아 국경을 따라 정규군이 UNITA와 소규모
전투를 했다고 발표
∙ 2000년 9월 23일: 대규모의 UNITA 게릴라(500명 규모)가 카타타 시 인근의 고속도
로에서 9월 21일에 수송트럭 대열을 매복 공격. 21대의 트럭이 파괴. 이것은 UNITA
가 앙골라 내에서 또 다시 대대급 이상 규모의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9월 24일: 앙골라 정부는 북부 지방의 킴벨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성명을 발표. 킴벨레에는 공항이 있으며 한 때 UNITA의 보급기지였음. UNITA와 앙
골라군 사이에 킴벨레 및 그 인근에서 9월 중순에 일련의 교전이 있었다고 알려짐.
킴벨레 전투는 9월 18일에 끝났음. 킴벨레는 앙골라―DR콩고 국경지역에서 가까움
∙ 2000년 9월 25일: 잠비아군은 잠비아에서 100두의 소를 훔친 UNITA 게릴라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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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까지 추격하였다고 발표
∙ 2000년 9월 29일: UNITA 대변인은 9월 15일~9월 29일간의 전투에서 게릴라들이
550명 이상의 정부군을 사살하고, 2개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발표. 또한 9월 10
일 앙골라 정부는 비에 주 중부, 말란제(북부), 목시코, 콴도쿠반고(동부)에 있는
UNITA 기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포위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함. 이러한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2000년 10월 1일: 앙골라 정부는 1992년 선거 패배 이후 전쟁으로 돌아선 UNITA
지도자 사빔비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
∙ 2000년 10월 19일: 나미비아는 나미비아군이 앙골라 내부 200km 지점까지 UNITA
기지에 대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발표. UNITA 반군으로 의심되는 반군이 후일라
주(州) 동고빌에서 트럭 수송대를 공격. 7명 사망, 20명 부상
∙ 2000년 10월 23일: 잠비아 소식통에 따르면, 90명의 앙골라군이 앙골라를 떠나 잠
비아로 탈출했다고 함. 이 군인들은 UNITA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으며, 120명의 난
민과 함께 잠비아로 피신. 잠비아 대변인에 따르면 앙골라군은 앙골라로 돌아가기
를 희망. UNITA와의 전투에 관한 소식은 없음. 10월 20일에 앙골라군은 철저한 추
격 정책을 펼 것이며, 잠비아로 UNITA 반군을 쫓아갈 것임을 밝힘
∙ 2000년 10월 24일: 앙골라군(FAA) 대변인이, 새로 전개된 공격작전으로 UNITA를
앙골라 중부의 요새로부터 몰아내었다고 주장. 또한 남부, 동부 앙골라의 다이아몬
드 지역의 UNITA 기지에 대해 새로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 10월 23일 카톨
릭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UNITA가 캄불로 부근의 다이아몬드 지역을 공격, 25명
이 사망했다고 보도
∙ 2000년 10월 28일: 서방 뉴스에 따르면 앙골라와 나미비아 군대는 국경을 따라
UNITA 반군에 대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
∙ 2000년 11월 1일: 앙골라 정부는 UNITA의 평화 제안을 거부. 10월 말경 UNITA는 인
터넷을 통해 평화안을 제안. UNITA의 안은 일반사면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평화과
정에서 새로운 방법의 중재를 원하고 있음. UNITA는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이 평
화과정에서 중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부 중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앙골
라 정부는 평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UNITA가 항복해야 한다고 발표
∙ 2000년 11월 2일: UNITA는 방공포 부대가 A‐26 수송기를 격추하였다고 주장.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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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탑승객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2000년 11월 16일: 9월에 앙골라 정부는 잠비아 국경지역 카줌보의 UNITA 반군 기
지를 점령하였음. 잠비아 육군참모총장 무센굴로는 즉시 국경지역의 안전보장 문
제를 협의하기 위해 앙골라에 도착. 무센굴로는 UNITA에게 자국 국경 내의 기지로
부터의 작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UNITA군은 후암보 남서쪽의 론곤조 시와
친드젠제 시를 공격.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음. UNITA는 앙골라 정부의 사면 제안을
전면 거부. 앙골라정부는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 25주년을 맞아 11월 첫 주에 제안.
UNITA는 이 제안이 미끼에 불과하다고 평가
∙ 2000년 11월 24일: 올해 1월~6월 사이 204개의 지뢰가 폭발하여 앙골라인 100여
명 사망, 327명 부상한 것으로 집계. 대부분의 희생자는 민간인이며, 지뢰들은 10년
이상 낡은 것으로 추정. 그러나 올해도 수천 개의 지뢰가 치열한 전투 지역(목시코
(Moxico) 지역)에 매설되었음
∙ 2000년 11월 25일: 포르투갈이 앙골라 해군에 일부 부속품 제공. 포르투갈은 앙골
라 육군의 훈련과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음
∙ 2000년 11월 21일: UNITA 반군이 수도 루안다 북부 250km 지점의 키쿨룬고
(Quiculungo) 시를 공격. 앙골라 정부군이 이 도시에서 밀려났음. UNITA 반군은 키
쿨룬고 시를 포함한 콴자‐노르테(Kwanza‐Norte)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02년 2월 22일: UNITA의 지도자 사빔비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앙골라 정부군
과 UNITA는 휴전에 합의함
∙ 2000년 4월 4일: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UNITA)이 27년의 내전을 끝내는 휴전협정
에 아르만도 다 크루즈 앙골라 정부군(Forcas Armadas Angolanas) 합참의장과 아
브레우 카모르테이로 UNITA 사령관이 루안다 대회의장에서 협정에 공식 서명
∙ 2000년 8월 2일: 평화조약의 체결이 공식적으로 천명됨
∙ 2000년 8월 3일: 앙골라 정부와 UNITA 반군 측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UNITA 반군 8만 5,000여 명 중 약
5,000명은 앙골라군에 흡수되며 나머지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감
∙ 2000년 12월: UN 안보리는 UNITA에 대해 1997년 결의했던 국제제재를 무효화하기
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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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년: 이 기간 동안 앙골라의 국내 정치사회 상황은 대체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 2007년 2월 14일: 산토스 대통령은 총선이 2008년 치러질 것이며, 뒤이어 2009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임을 공표. 의회 총선이 지연될 전망과 함께 UNITA 지도자
이사이아스 사마쿠바(Isaias Samakuva)에 대한 암살 기도가 일어남에 따라 앙골라
중앙정부에 의한 총선 이행 계획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2007년 3월 8일: 앙골라 국립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 대표가 앙골라 석유 산업
발전을 위한 500억 USD 규모의 투자가 향후 6년에 걸쳐 이뤄질 전망임을 발표
∙ 2007년 3월 25일: UNHCR(UN High Co㎜issioner for Refugees) 대표가 40만 명 피
난민의 무사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나흘간 앙골라를 공식 방문
∙ 2007년 10월 17일: 앙골라와 포르투갈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공표. 이와
관련, 포르투갈 국방장관 누노 세베리아노 텍시에라(Nuno Severiano Teixeira)는
양국 간의 관계 발전, 특히 앙골라와의 군사협력 부문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표명.
그의 이러한 발언은 앙골라가 막대한 원유 판매대금에 힘입어 가파른 경제회복세
와 함께 치안질서 회복과 정규군 재정비를 위한 무기 및 군수장비의 획득에 나설
것임을 고려, 앙골라 방산시장 진출에 대한 포르투갈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
석할 수 있음
∙ 2008년: 1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의회 총선 투표에서 집권당인 앙골라 인민해
방운동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 주요 야당과 앙골라 완전독립민족동맹
(UNITA)은 그들의 패배를 분명히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폭력이 사용되는 가운데 수
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긴 유혈분쟁은 종료됨
∙ 2010년 1월: 현재 앙골라는 분쟁 종료 상황에 있으며, 원유 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가파른 경제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8월 31일: 현 산토스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재선(MPLA 재집권)
(최종 업데이트: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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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1세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아프리
카의 자원과 이권, 시장개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우선단계로 운송경로
개척과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EAC(East Africa
Community, 동아프리카공동체: ECA Economic Community for East Africa)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ROI 성과가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 높은 교육률, 빠른 경제성장, 공동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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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등으로 차세대 시장으로 진출거점 확보 및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크
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동아프리카의 성장 속도 및 잠재력을 예측하
고, 각각 20, 30년 전부터 전략적 ODA 정책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지속적으
로 관리해왔다. 특히 동아프리카1)는 소득 수준 향상과 경제적 가치 확대에
동반하여 소비인구가 현재 10억에서 20억으로 단기간에 2배로 급증하여 세
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기업의 상품시장으로서 또는 자원 확보라는 국가
적 정책목적을 위한 단발성 접근에 한정되어서 현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가 부족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해서 현지 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어
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특성에 대한 현장성이 담보된 다층적인 정밀
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출 전략 도출을
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동아프리카 EAC 지역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현지 환경에 대한 적확한 정보가 지속적
으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우
리나라의 특장인 신속한 경제적 교류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때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위험도를 낮추고 교역 확대와 현지투자 활성화 및
지역 간 경제적 긴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은 매우 중요한다.
동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단계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이 원활하게

1) 2010년 기준 1인당 GDP $1,273가 2050년에는 $11,028로 9배 증가가 예측된다. 소비인구
(2010년 기준): 중국(13억 → 14억), 인도(12억 → 16억), 유럽(7.3억 → 6.9억), 미국(3.2억 →
4억) 1인당 GDP(달러): 중국(2,000 → 3만), 인도(765 → 1.7만), 유럽(1.7만 → 5만), 미국(4만
→ 8.7만)

∙ 156

EAC 지역 진출을 위한 운송거점 분석과 경로 확보에 대한 연구

진행되어야 한다. 최대 신흥시장인 동아프리카의 내륙국가와 경제교류체계
구축을 전제로, 운송기반 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시장 진출의 발판 마
련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실학적 접근 차원에서 연구
결과 및 정책대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경쟁국과의 시간적 격차 극복 그
리고 동아프리카 진출 경쟁에서 도입해야 할 최선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 진출 관문인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을 기점으로 동
아프리카 내륙 EAC국가로 이어지는 도로, 철도, 항공, 수상운송망과 주요
경로의 환경을 분석하고 핵심 진출 전략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동아프리카 EAC 지역 신흥시장 개발에 있어 물류운송환경 분석은 진출
정책 제안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주요 경쟁국은 마지막 미개척시장인 이
지역의 자원 및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거점 확보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산업구조 조사 등 지역 연구의 실학적
접근을 위하여 진출거점을 케냐 몸바사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으로 상정
하고, 먼저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산업 및 운송 경로를 확인하고 다음
으로 목표 국가의 진출거점 환경 분석의 일환으로 각국의 항만, 도로, 철도,
수상운송 경로에 대한 물류 브릿지 구축 환경에 집중하여 진출 전략 모색
한다.
첫째,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역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거점 루트
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거점 국가별로 운송 경로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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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동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정보를 구축한다. 현재 추
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연
구대상 주요 핵심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 진출을 위한 기초조사와 더
불어 시장 특성과 진출 가능성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따른 진출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대외경제 환경 및 물류 브릿지의 조건에 초
점을 맞추어 EAC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의 1차 물류거점기지인 케냐의 몸바사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표적 운송경로 체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아프리
카 분석 목표 국가의 업무관행과 행정 지원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하고, 동아프리카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기업의 운송경로 및 진출 환경
에 대한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케냐 통상부, 교통부 등 각
국 정부 유관부처로부터 입수한 항만, 물류 자료와 국제통화기금, 수출입은
행, 무역진흥공사 등의 연구자료 등의 문헌조사와 전 구간 영상지도 추적
을 통해 실질적인 운송 경로를 분석한다. 문헌조사와 자료 수집은 국제기
구에서 발간한 연도별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자료는
관련 현지 서적, 국가별 통계, 항만 사이트 등에 실린 자료를 보완 ․ 활용한
다. GDP, 수출입 규모 등 관련 경제지표를 얻기 위하여 주요 사이트(EIU,
World Bank, Global Insight, UN, WEF, Eurosta, CIA 등)에서 권역별 ․ 국가
별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대동아프리카 EAC 지역의 물류 및 자원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데 핵심적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특히 거점국가
를 통한 단계적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 간 동반진출(패키지형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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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현지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및
지원 전략 구축을 통한 산업 발달 촉진 및 시장 확보와 내수시장과 현지 진
출 교두보 확보 전략을 제안한다.

Ⅱ. EAC 경제협력 및 진출에 대한 잠재력 분석
1.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선행연구
가. 경제협력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의 목표지역인 아프리카 지역 연구와 관련하여 김중관, 이승영
(2008)은 유럽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성과 아프리카 지역 중 통상환경의 변
화 요인을 집중 분석하여 적극적인 투자 진출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고,
향후 정책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여 해외 기업의 진출 시 고려사항을 연
구 결과로 제안하였다. 박영호 외(2009)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아프리카 진출에 관한 전략과 시사점
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위한 중
점과제로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전수를 비롯한 정부-민간 차원의 파트너
십 구축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신탁기금 운영과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방
안을 중심으로 향후 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성제, 박현희(2008)는 북아프리
카 지역 중 유럽 대륙과의 연계통로라는 특성을 지닌 튀니지의 대외 무역
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과 튀니지의 농업 협력사업을 위한 경제적 여건
과 투자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튀니지의 향후 개발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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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한규(2009)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마그립 국가(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에 대한 대외정책 강화에 주목하고 그 원인이 석유 수급
원활화와 다원화 및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북아프리카 마그립 국가들은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복
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
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제안하는 보편성과 마그립이 보유하고 있는 특
수성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음을 주목하고 다양한 관계 형성
을 통한 진출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우진(2009)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아프리카의 정세와 경제 상황 그리고 자원
잠재력 및 자원개발 사업과 연관이 높은 인프라 시장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전략을 열거하고 17개의 자원
개발 진출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진출 유망지수를 평가한 결과를 통해 정부
및 공적기관이 시행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남희, 이
상식(2010)은 아프리카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튀니지의 환경 현황,
유망 환경시장 분석 결과 및 튀니지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수호
(2010)는 최근 세계시장의 자원전쟁에 가속화 현상을 살펴보며 북아프리카
지역의 자원전쟁은 세계시장의 새로운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연구는 현지 환경과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목표로 한 연구들로 더 나아가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
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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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목표지역인 EAC 지역의 자원과 시장 개발을 전제한 물류환경
조사와 진출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지역 연구 특성에 집중되는 연구, 둘째, 기업의 국제화 과정
에서 해외 진출의 동기와 전략에 관한 국제경영학적 관점의 연구가 그것이
다. 대부분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 ① 농업 부분 이외에 건설 및 기반시설
산업 투자를 통한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국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
음을 제안하고 있고, ② 한편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 보유국으로 등장한
북아프리 지역은 새로운 해외 진출 대상국으로 세계 주요국이 주목하고 있
는 신흥시장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시도할 필요
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 진출 시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진출 정
책이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지역학적 연구는 방법적 측면에서 기업 국제화 과정의 동기 및 유인
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 해외 진출의 단계별 요인 분석
을 통해 기업 국제화 추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와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통한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경영학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연구 방향이다. 기업 활동의 국제화 과정에서 시장과
원료 수급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경제식민지 건설 대상으로서 신흥
진출 지역으로 평가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상당
히 부족한 편이다. 아프리카는 2000년 이후 풍부한 자원과 높은 경제성장
률을 시현하고 있는 미래 자원 중심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ROI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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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이 평가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
에 대한 일반사항 및 기초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을
지닌 거점 국가로서 물류 거점 수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략 방안
제시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 진
출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종합
적인 아프리카 연구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동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가장 많고 개방 및 정치적 안정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
고 있는 케냐의 몸바사를 거점으로 내륙으로 연결되는 북부 물류 브릿지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으로부터 이어지는 중부 물류 운송 경로의 현황 조
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2)
이에 최근 우리와 경제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차세대 아프리카
의 지역적 특수가 기대되는 EAC 회원국가와 새로 독립한 남부 수단과 에
티오피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권역별 시장 개발에 연계하여 물류거점 중
심의 경로분석 및 진출 전략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게 신성
장국가로 평가되는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입을
연계한 운송지점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단순 경제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투자와 경제협력 모색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전기를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경제부, 뺷아프리카 수출이 쉬워진다뺸,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38775&call_from=koreagov
(2012-10-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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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동아프리카 교역 및 진출 현황
가. EAC3) 지역 주요 국가의 경제 환경
케냐4)는 전 세계 주요 중심 거점과 해상물류의 연계가 우수하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근무시간 차이를 용이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동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물류 분야 ROI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나이로비는 동부 아
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카이로와 요하네
스버그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이다. 또한 몸바사 항구는 심해에 위치한 가
장 중요한 항구로서 EAC 국가를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인접국가와 내륙국가
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부터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몸바사에
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물류 서비스를 진출거점 개발 차원에서 대기업이 주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물류거점으로서 개발하는 전략과 더불어 현지 물
류 운송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다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케냐는
2011년 기준 서비스업 64.6%, 농림수산업 19%, 제조업 16.4%의 산업구조
로 우리나라와 2억 1,500만 달러(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과 1,800
만 달러(동제품, 기호식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세금 혜택과
3)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역내무관세, 역외공동관세, 상품 및 인적자원의 자유이동을 골자로
하는 단일 시장을 출범시켰고, 점진적으로 EU형 단일통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통
합에까지 이르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4) 몸바사 항은 동아프리카 물류유통망의 관문으로 지역 물동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센터 진출 시 최우선 고려 대상 거점인데, 2009년부터 몸바사 항 화물 처리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해 환적 화물 처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케냐 국내 수입물량을 처리하는 데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보세창고(MUB)를 활용한 보관 또는 재가공을 통해 인근국 재
수출이 가능한(70~80% 관세면제 혜택 적용) 나이로비 내 수출자유지역(Athi River EPZ)도
중요한 물류거점이 될 수 있음. 라무항은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 북부지역 물류유통로로 유
망하나 2012년부터 본격 건설이 추진돼 2015년부터 활용이 가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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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보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투자에 적극적인
정부 구조와 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 영어 사용이 용이한 기업 문화 지역
금융과 통신,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개발된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아프리카 인접 지역과 EU 내 접근성 용이한 시장이다.
우간다는 주로 농업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1인당 국
민총생산(GNP)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80% 이상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GDP 비중에 의한 산업 구조는 농업이 21.8%, 광공업이 26.1%, 서비스업이
52.1%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 기준). 노동력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광업은 GDP의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은 면, 커피, 설탕, 식품 등 주로 농산물 가공에 기초하고 있고
이 외에 섬유, 담배, 음료, 제지 산업이 있다.5) 주요 수출품은 커피, 어류,
차, 면화, 원예, 금 등이며, 수출대상국은 벨기에(9.9%), 네덜란드(9.4%), 프
랑스(7.9%), 독일(7.7%), 르완다(5.6%), 수단(4.8%)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자본재, 자동차, 원유, 의료 물품, 곡물가공식품 등이며, 수입대상국은 케냐
(34.1%), 아랍에미리트(8.5%), 중국(7.1%), 인도(5.6%), 남아프리카공화국
(5.4%), 일본(4.2%) 등이다(2006년 기준). 우리나라와는 2011년 기준으로 수
출이 2,583만 달러(무선통신기기,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입이 1,068만 달러
5) 주요 농산물은 카사바, 고구마, 기장, 요리용 바나나, 옥수수 등이며, 커피, 차, 목화, 설탕 등
이 수출용으로 재배됨.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1970년대 구리의 생
산이 크게 줄어 킬렘베의 구리광산과 진자의 제련소가 패쇄되었음. 토로로에서 인회석이 생
산되고, 텅스텐과 주석도 채굴되며 키게지에는 개발되지 않은 양질의 철광석 광상이 있음.
제조업은 GDP의 7% 미만이며, 노동인구의 비율도 낮음. 모든 전력이 수력발전에 의해 생
산되는데, 그중 빅토리아나일 강에 있는 오언 폭포 댐에서 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우간
다 경제. 뺷브리태니커뺸, http://encyclopedia/view.do?docid=b16a3097b003 2012-10-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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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축산부산물)이다. 우간다에는 케냐 국경에서부터 콩고민주공화
국 국경 근처까지 동서로 달리는 간선철도와 목화재배지대를 거쳐 앨버트
나일강 연안으로 뻗은 간선 및 지선 철도가 있고(철도 총연장은 1,244km), 빅
토리아호 ․ 키오가호 ․ 빅토리아나일강 등의 내륙수상운송과 약 7만 746km의
도로(포장도로는 1만 6,272km)가 있어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
다. 빅토리아 호반의 엔테베에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포장활주로를 갖춘 공
항이 5개 있고(2007년), 빅토리아호의 빅토리아나일강 유출부에 수력발전
소가 건설되어 15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부룬디6)는 고원지대에 위치하는데, 최고 고도 2,760m에 달하는 나일 강
과 콩고 강(자이르 강)의 분수령이 남북으로 이어지고 동쪽으로 완만한 경
사를 이루며 넓은 고원지방을 형성하다가 동쪽 국경에서 고도가 약 1,500~
1,950m 정도로 떨어진다. 나일 강 유역분지의 최남단 연장인 루부부 강 유
역분지가 이 고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사정은 원만하지 않다. 내륙운송
도로망은 일부만이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탕가니카 호안의 부줌부라 ․
루몬즈 ․ 니아비신두가 국내 ․ 국제 선박운송에서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고
6) 부룬디 남동부에 위치한 금속광물 매장지에는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3%가 있으며 구리 ․ 코
발트 ․ 바나듐이 매장되어 있음. 북동부 국경지대에 매장되어 있는 주석과 텅스텐은 상업성
이 높음. 또한 루지지 강 하곡과 탕가니카 호 북동부의 호저(湖底)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
부룬디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공존하며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경제체제의 개발도
상국임.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지만 1인당 GNP는 세계 최하임. 농
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에 달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
고 있음. 현재 임보 평원과 모수 지역에서 쌀 재배 및 목화 경작을 위한 관개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 커피 ․ 목화 ․ 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내수용 작물로는 카사바 ․ 바나나 ․ 옥수수 ․
땅콩 ․ 기장 등이 재배되고, 염소 ․ 소 ․ 양 등 축산업이 행해지며, 소가죽은 주요 수출품임.
1960년 이래 삼림자원은 주로 연료나 숯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토의 2% 수준으로 감소했으
나, 198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식목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어업은 주로 탕가니카 호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 광산에서는 고령토 ․ 금 ․ 석회 ․ 이탄 등이 채굴됨. 제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2%가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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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프리카 밖에서 부룬디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중부경로와 북부경
로를 통하여 탕가니카 호에서 환적하여 운송되는데, 두 경로 모두 수송 및
항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출입품의 환적이 유통 과정에서 큰 문제점
이다. 부줌부라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부룬디는 지리학적으로 동부아프리카 해안인 몸바사나 다르에스살람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운송 체계가 개선되어야 수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011녀 기준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47.7%, 농업 31%, 제조업 21.4%으
로 이루어져 있고, 해외 교역 가능 제품 중 면직물, 시멘트, 가공 커피, 차,
야자유, 화장품, 신발, 도기, 살충제, 페인트, 비누, 바나나, 맥주, 담배 등이
수출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기존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하는 커피
와 차, 원면, 가죽 등은 주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으로
수출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2011년 기준 4만 8,200달러로 거의 없는 편
이다. 수입품은 대부분 각종 소비재, 석유제품, 기계류이며 역시 벨기에, 룩
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수입한다.
르완다7)는 도로 포장률이 10% 이하이다. 강을 이용한 물류운송은 불가
7) 르완다는 자유기업 경제체제의 개발도상국임. 국민총생산(GNP)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에서 극빈에 해당함.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
해 외국,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음. 금융업체들을 민영기업이며 정부지
원을 받고 있음. 농업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노동력의 90%가 종사하고, 국내총생
산(GDP)에서 40% 비중을 차지함.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 ․ 카사바 ․ 감자 ․ 수수 ․ 콩 ․ 바나나이
며, 환금작물로는 커피 ․ 차 ․ 사탕수수 ․ 국화 ․ 키니케가 있음. 염소와 소가 많이 사육되며, 임
업과 어업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어업은 키부 호에서 이루어지고, 사냥은 주로 트
와족 사이에서 행해짐. 산림자원은 대부분은 연료로 사용되고, 주요 광물자원은 주석과 텅
스텐이며 토탄, 콜롬보-탄탈석, 녹주석, 금도 매장되어 있음. 키부 호 근처에 천연 가스전이
있음. 제조업은 GDP의 15% 정도이며 전체노동력의 2% 미만임. 수력발전에 의해 전기가
공급됨. 주요 생산물로는 가공식품 ․ 면직물 ․ 시멘트 ․ 페인트 ․ 약품 ․ 식물추출물 ․ 비누 ․ 성냥 ․
가구 등이고, 수출은 수입의 25%로 적자액은 해외 송금과 원조로 상쇄됨. 주요 수출품은 커
피, 차, 주석, 텅스텐 원광이며, 주로 독일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로 수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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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키부 호에는 콩고 민주공화국까지 개별적으로 운항하는 배들이 정
박하는 항구가 있다. 키갈리와 카멤베에 국제공항이 있다. 르완다의 수입품
과 수출품은 대부분 우간다를 거쳐 인도양에 면해 있는 케냐의 몸바사 항
으로 운송된다. 2011년 기준으로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52.3%, 농업 33.6%,
제조업 14.1%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커피, 차, 주석, 가죽이고
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장비, 석유제품, 시멘트 등이다. 금, 주석, 텅스텐, 커
피, 차, 수력자원이 강세이고, 우리나라와는 2011년 기준으로 1,076만 달러
의 수출이 집계되고 있어서 교역 수준은 미미하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8)은 2009년 2월 새 헌법에 따라 4개 주로 분할
되었고, 서쪽으로는 적도 주, 남서쪽으로는 카사이오리앙탈 주, 남쪽으로는
마니에마 주, 북동쪽으로는 북키부 주가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중앙아프리
카공화국과 수단, 동쪽으로는 우간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키부 호 북쪽
연안에 고마가 위치하며, 키부 호 동쪽으로 르완다와 접한다, 민주콩고는
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으나, 수입물류에 대해 규정
이나 조건 없이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며 행정 절차가 매우
느리고 상업적/관세 절차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다. 민주
8) 경제는 주로 광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경제이며,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이 높은
인구증가율에 못 미쳐 1인당 GNP는 세계 최저 수준임. 농업은 자급 수준이며 국내총생산
(GDP)의 25% 정도로, 전체 노동력의 35%를 차지하고 재래식 농경법을 쓰고 있음. 수출 작
물은 야자제품 ․ 커피 ․ 차 ․ 코코아 ․ 고무 ․ 목화 등이며, 기초 식량 가운데 카사바를 제외하고
옥수수 ․ 쌀의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함. 전 국토의 약 75% 이상을 점하는 산림은
미개발 상태이며, 국내 수요 목재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없음. 광업은 1990년대 전까지 전
체 수출의 75%로 외화의 주된 소득원이었으며, 남부의 샤바 동광이 중요한 광산으로 자본
과 기술의 외국 의존도가 높음. 세계적인 코발트,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생산국이나 지속되
는 정변과 부패, 부실경영, 국제원조 중단으로 광산산업이 1990년대 초에 붕괴하면서 외화
소득원을 상실하였음.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으며, 노동인구는 10%
정도임. 제조품으로는 음료 ․ 직물 ․ 식료품 ․ 가죽제품 ․ 담배 ․ 페인트 등의 내수용 소비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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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는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요건에 위반되는 조치는 없다. 행정기관의 부패와
관료주의가 화물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수출입 상품을 제한하는 허가
요건은 없다.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은 현지에서는 아직 높은 가격으로 인식
되는 취소불능신용장에 기반을 두고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설립 이후 2010년 공동시장 형성을
통해 역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화폐 통합 및 정치동맹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9)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산업 발전에
제약이 크나,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한 FDI 유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
반으로 연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탄자
니아 정부는 공공 인프라 건설 확대, 빈곤 감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09~10년에는 국제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금 수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후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은 10%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민주콩고(2010년 EAC 가입 의사 공식 발표)를 포함한 중동부 아
프리카 10개국(2차 진출국 포함)의 대외교역 규모는 약 515억 달러 (수출
215억 달러, 수입 300억 달러)이고, 동아프리카 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은 2011년 수출 2,100만 달러(합성수지, 자동차, 전선), 수입 1억 4,900
만 달러(동제품, 목재류, 동광)로 집계(2012년 수출입은행 통계)되고 있다.

9) 산업구조는 2011년 기준 농업 27.8%, 서비스업 48%, 제조업 24.2%임. 주요 수출품은 금,
커피, 캐슈너트, 면화이고, 주요 수입품은 소비재, 기계 ․ 운송장비, 산업용 원자재, 원유임.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석탄, 니켈, 천연가스 등이 주요 부존자원이고, 농업잠재력이 크며
지하자원이 풍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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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아프리카 핵심 5개국의 교역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
된다.
그림 1. 동아프리카 진출 경로

자료: http://maps.google.co.kr

한국상품이 동아프리카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남수단, 민주콩고 등
EAC국가 내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항구는 케냐 몸바사 항과 탄자니
아 다르에스살람 항이다. 몸바사 항을 통한 북부경로는 에티오피아와 남수
단으로 이어지며 물류운송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 유입량은 2010년 기
준 총 69만 5,600TEU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의 40만 2,000TEU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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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배 수준에 달하며 동아프리카 총 물동량 109만 7,600의 63%를 차지
한다. EAC국가들은 제조업이 취약하여 주요 물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
며, 도로/철도 등 내륙 운송망도 열악하다.
그림 2. EAC지역 화물 운송량(케냐 몸바사)

자료: 케냐항만청(2011. 12)

현재 케냐를 주 거점으로 동아프리카 공동의 철도/도로 건설 및 신항만/
공항 등 운송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현지 공사에 참
가 중이다. 우간다를 통해 남부 수단으로, 케냐 북부를 통해 에티오피아로
등 1차 연계 브릿지 개발과 2차로 EAC/르완다를 통해 민주콩고로의 연결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어서 동아프리카 지역 시장 접근을 위한 운송망 분석
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동아프리카 물류 유통량 전망

1) 물류 유통량
케냐(몸바사, 북부경로)와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중부경로)를 통해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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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입하는 부룬디, 민주콩고(동부지역), 에티오피아, 르완다, 남수단(*독립
이전 기준), 우간다 등 내륙국가의 운송입 물량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내륙국가의 수입운송량 추이

(단위: 만 톤, %)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성장률**

부룬디

17.7

21.2

27.0

33.5

44.8

34.3

민주콩고

59.2

65.3

73.6

83.4

95.9

15.6

에티오피아

1.2

1.3

1.5

1.7

1.9

11.5

르완다

32.0

37.1

48.7

55.0

67.1

22.5

남수단

13.0

14.5

22.0

15.6

16.1

2.6

우간다

257.8

315.1

347.1

373.0

414.0

11.1

총 계

454.5

519.9

562.2

562.2

639.8

13.3

주: 1) * 2010년은 추정치.
2) ** 성장률은 5개년 평균치.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표 2. 내륙국가의 수출운송량 추이

(단위: 만 톤, %)

국가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성장률**

부룬디

5.7

6.5

7.2

5.9

6.0

1.3

민주콩고

7.7

9.8

12.2

14.5

17.8

23.2

에티오피아

3.5

4.0

4.5

5.0

5.7

13.6

르완다

4.0

3.1

3.9

4.1

4.3

4.8

남수단

0.1

0.1

0.1

0.1

0.1

0

우간다

28.2

31.8

33.4

29.9

31.3

0.5

총 계

55.3

61.3

59.5

59.5

65.2

5.6

주) 1) * 2010년은 추정치.
2) ** 성장률은 5개년 평균치.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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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주요 물자 중에 석유가 총 물동량의 26%로
가장 많고, 곡물류(밀가루와 설탕 포함)가 13%, 시멘트가 11%, 식용유(5%),
철강제품(4%), 차와 커피(3%), 야채류(2%)의 순이다.
중부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주요 물류도 역시 석유와 석유제품이 총 물동
량의 23%로 가장 많고, 시멘트 및 건축자재가 21%, 소비재 (의류포함)가
9%, 곡물류(밀가루와 설탕 포함)가 6%, 철강 및 화학제품(5%), 맥주(4%),
식용유(3%), 커피와 담배(2%) 순이다. 도로교통을 이용한 물동량을 살펴보
면, 2009년 기준(2010년 자료 미발표) 총 2,856만 톤의 유통량 중 북부경로
가 2,149만 톤으로 75%를 차지하고 중부경로는 707만 톤으로 25% 수준이
며, 양대 유통로 모두 도로교통 이용률이 95% 수준에 이르고 있다.10)
그림 3. 경로별 화물의 종류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10) 윤구(2011), ｢동아프리카 물류 유통 현황 및 시사점｣, 대한무역진흥공사. (2012-01-19 검
색)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
_QjzKLd4238DED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k
BsaGhpR7ggAJHc7jw!!/?id=2146460&workdist=read(2012-07-0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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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형태를 보면, 케냐의 몸바사 항은 총 물동량의 58%가 케냐에서 동
부아프리카 내륙국을 제외한 해외 교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인
근국 유통량은 전체의 15%, 인접국으로의 환적은 27%를 담당하고, 탄자니
아의 다르에스살람 항은 총 물동량의 85%가 국제 물류유통에 활용되고 나
머지 15%만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표 3. 물류 형태 및 수단별 유통 현황(2009)

구분

도로

철도

(단위: 만 톤, %)

합계

형태별 점유율
(총물량대비)

점유율
(도로)

북부경로
환적

551

41.7

593

-

93.0

내륙국가*

297

15.1

313

15

95.2

케냐-해외**

1,182

62.2

1,244

58

95.0

총계

2,030

119

2,149

100

94.5

중부경로
환적

35.7

11.1

46.8

-

86.3

내륙국가*

65.8

3.2

69.0

10

93.4

탄자니아-해외**

561.7

29.6

591

85

95.0

663

44

707

100

93.8

2,693

163

2,856

총계
전체총계

94.3

주) 1) * 내륙 5개국: 브룬디, 민주콩고(동부지역), 에티오피아, 르완다, 남수단, 우간다.
2) ** 자국과 내륙 5개국을 제외한 해외 무역국.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양대 물류유통망을 통해서 1999~2009년 사이 10년간의 물류유통량을 평
균치로 파악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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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AC 연평균 물류유통량(1999~2009)

(단위: 만 톤, %)

수 입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민주콩고

총계

북부(도로)

2.0(18)

31.7(62)

94.2(82)

4.3(21)

132.2

북부(철도/항만)

0.4(3)

9.2(18)

19.3(17)

3.0(15)

31.9

중부(도로)

7.3(67)

9.3(18)

1.5(1)

8.5(42)

26.6

중부(철도/항만)

1.3(11)

1.2(2)

0.4(0)

4.4(22)

7.3

총 계

11(100)

51.4(100)

115.4(100)

20.2(100)

198(100)

수 출
북부(도로)

0.1(3)

4.4(64)

18.3(64)

0.8(21)

23.6

북부(철도/항만)

0.0(1)

0.9(16)

4.5(16)

0.8(21)

6.2

중부(도로)

3.2(83)

1.5(17)

4.9(17)

1.5(37)

11.1

중부(철도/항만)

0.5(13)

0.2(3)

0.7(2)

0.8(20)

2.2

총 계

3.8(100)

7(100)

28.4(100)

3.9(100)

43(100)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그림 4]에 따르면, 동부 내륙 주요 4개국의 수출 수입 간 경로별 이용률
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케냐와 인접한 우간다는 수출입에 몸바사
항을 98% 이상 의존하고 있는 반면, 내륙 안쪽에 위치한 부룬디는 수출입
에 다르에스살람 항(중부경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르완다와 민주
콩고 동부지역도 다르에스살람 항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11) 윤구(2011), 전게서(2012-07-0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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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아프리카 내륙국의 경로별 운송량 비교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
QjzKLd4238DEDSYGZAR76kWBGoAFczMsEKoakztsZU8zLFCHm65Gfm6ofpO-tH6Bf
kBsaGhpR7ggAJHc7jw!!/?id=2146460&workdist=read(2012-07-07 검색).

3. 신흥시장으로서 EAC 지역의 잠재력
2009년 불변 기준으로 2015년과 2030년 사이의 물동량 추이를 예측하면,
북부경로가 2009년 2,149만 톤에서 2015년 3,526만 톤(연평균 증가율 8.6%
전망), 2030년 8,958만 톤(연평균 증가율 6.4% 전망)으로 전망되며, 중부경
로는 2009년 700만 톤에서 2015년까지 1,728만 톤(연평균 증가율 16.1% 전
망), 2030년 5,357만 톤(연평균 증가율 7.8% 전망)으로 전망된다(KOT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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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아프리카 물류 운송량 증가 예측

연도별

2009

단위

만톤

2015

2030
증가율*
(연평균)

만톤

증가율*
(연평균)

1,003

(9.2)

2,467

(6.2)

만톤
북부경로

환적

593

내륙국가**

313

497

(8.0)

1,096

(5.4)

케냐-해외***

1,244

2,027

(8.5)

5,395

(6.7)

총계

2,149

3,526

(8.6)

8,958

(6.4)

중부경로
환적

46.8

302

(36.5)

1,079

(8.9)

내륙국가*

69

148

(13.5)

257

(3.8)

케냐-해외**

591

1278

(13.7)

4,021

(7.9)

총계

707

1728

(16.1)

5,357

(7.8)

전체총계

2,856

5,254

(10.7)

1억 4,315

(6.9)

주: 1) * 증가율은 적용 기간 동안 GDP 연평균 물류운송 증가율.
2) ** 내륙 5개국: 부룬디,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남수단, 우간다.
3) *** 자국과 내륙 5개국을 제외한 해외 무역국.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몸바사 항을 통해 입항하는 선박에서 동아프리카 내륙국가로 환적되는
물량은 2008년 4,874DWT12)에서 2009년 4981DWT로 2.2% 증가, 다시
2010년 5,382DWT로 8%의 증가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몸
바사 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72%가 케냐 국내 수요이며, 나머지 28%가

12) DWT(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
함. 이러한 DWT에는 화물, 여객, 선원 , 연료, 음료수, 식량, 선용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부터 이들 각종 용품의 중량
을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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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를 통해 인근국으로 환적되었다. 주요 환적 대상국으로는 우간다가 80%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주콩고(1.62%), 탄자니아(1.43%), 르완다(1.4%)
순이다. 몸바사를 통한 수출의 경우도 전체 물동량의 85%를 케냐가 차지하
며, 우간다로부터 수출이 12%로 가장 많다.

Ⅲ. 주요 거점의 운송 브릿지 현황과 평가
1. 주요 물류 운송 경로 분석
케냐 몸바사 항으로부터 나이로비를 거쳐서 우간다-르완다-부룬디-민주
콩고로 연결되는 북부경로는 고속도로망 기준 총 1,970km(간선도로 제외) 구
간으로 총 물동량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
람 항으로부터 탄자니아 주요 도시를 거쳐 르완다-부룬디-민주콩고(동부)를
연결하는 중부경로는 총 1,300km(간선도로 제외) 구간으로 약 30%의 운송
을 담당한다.
동아프리카 물류망의 핵심인 북부경로의 경우, 몸바사-부줌부라(부룬디)
까지 2,000km, 몸바사-키상가니(민주콩고; DR콩고)까지 3,000km가 이어지
는데, 동아프리카 내륙국가의 물류 이동은 이 2개 주요도로를 통해 가장 많
이 발생한다. 몸바사-말라바-캄팔라(우간다) 간 구간은 총 1,170km로 비교
적 도로 수준이 양호하고 평균 10일이 소요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간
다-르완다 간 물류유통은 캄팔라-카기툼바-키갈리를 이용하고, 우간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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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아프리카 운송 경로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보고서. www.eastafricacorridors.com

부룬디는 르완다를 경유하여 이동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EAC의 북부경로는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서 킬로미터당
물류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50% 이상 비싸고 상품 수출 시 수출비용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로 평가된다. 역내 EAC회원국가들
은 북부경로의 운송망 현대화와 함께 역내 회원국 간 무관세 협정을 추진
하여 회원국 간 역내 상호호혜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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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아프리카 북부 운송 경로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동아프리카 물류 유통 현황
및 시사점(대한무역진흥공사).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물류중심이지만, 낙후된 물류 인프라로 인해 물류
비용이 과중하다. 예를 들어 한국-몸바사 간 물류비와 몸바사-나이로비 간
물류비가 이동거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부경로는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항에서 시작되어 탄자니아의 주요
도시 킬로사를 통과하여 르린가에서 남으로 므베야를 통하여 잠비아로 연
결되고, 르완다, 부룬디, 민주콩고의 동부지역 와리칼레에 이르러 내륙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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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아프리카 중부 운송 경로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동아프리카 물류 유통 현황
및 시사점(대한무역진흥공사).

2. 북부경로의 물류 조건(몸바사 항)
몸바사를 통해 내륙 화물 운송시 몸바사 항의 물류처리 시스템 낙후와
열악한 케냐와 인근국 간의 육로 운송 인프라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
용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몸바사까지의 운송시간이 약 21일, 해상 운송비용
이 약 2,000~2,500달러 소요되는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도 운송시간
18~20일, 운송비용 약 2,000달러가 소요된다. 특히 몸바사 항 통관에 소요
되는 시간은 선사가 몸바사 항에 정박하기까지 평균 3.6일, 정박 후 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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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완료까지 3.7일, 세관 통관 및 운송처리 완료까지 11일, 육로를 통해 나
이로비 내륙터미널까지 도착하는 데 2일이 걸리는 등 총 20일이 소요된다.13)
물류 이동의 주요 수단은 도로와 철도가 있으며, 몸바사-나이로비 간 유
통 소요 시간과 비용을 보면, 철로를 이용하는 것이 도로운송을 이용하는
것보다 19% 정도 저렴하고 20% 정도 시간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운송 시 몸바사 항 하역 및 통관처리 비용이 전체 비용의 50%, 전체
소요시간의 97%를 차지하는 반면, 철도운송 시는 34%의 비용과 69%의 시
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 간 물류 비용 및 소요 시간

경로

도로

철도

몸바사-나이로비

나이로비-캄팔라

항목

비용(%)

시간(%)

항목

비용

시간

ICD
도로
항만

27
50
23

42
3
55

국경
도로
항만

86
14

8
25
67

전체

2,315(USD)

395시간

3,019(USD)

323시간

철도
항만

60
34

31
69

86
14

53
47

전체

1,867(USD)

316시간

2,991(USD)

462시간

철도
항만

주: 비용 산정 기준; USD/TEU, 동 비용 및 소요 시간은 2010년 기준임.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13) 한국에서 몸바사까지의 물류 이동에 시간이 약 3~4주 소요되며 약 2,000~3,000달러 정도
의 비용이 드는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이동하는데도 거의 3~4주 소요되며 비용 역시
2,000달러 수준임. 인근 내륙국까지 우리 상품이 이동하는 데는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6,000달러까지 소요되며, 시간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어 동아프리카 시
장 내 우리 상품의 효과적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 물류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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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바사-캄팔라(우간다) 간 유통 소요 시간과 비용은 도로운송의 경우 총
3,019달러, 323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철도 운송의 경우 총 2,991달러,
462시간이 소요되어 비용 면에서는 도로나 철도 모두 총 비용의 85%를 차
지한다. 소요 시간은 도로 운송 시 몸바사 항에서 총 소요 시간의 67%를
소비하는 반면, 철도는 47%가 소요되며, 운송 시간은 오히려 도로운송이
전체 소요 시간의 25%를 차지하여 철도(53% 소요)운송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입상품에 대한 창고료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발
생하고, 중간재의 경우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4)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숙지하고 수출 기업들도 대동아프
리카 선적 시 이 점을 고려해 도착예정일보다 45일 정도 미리 선적할 필요
가 있다.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도로운송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컨테이너 하역
작업에 50% 가까이 시간을 소모하고, 비용도 27%에 이른다. 철도 운송이
어렵고 도로운송만 가능한 키갈리(르완다), 부줌부라(부룬디), 니물레(우간
다-남수단 국경지역), 카신디(민주콩고-우간다 국경지역)까지의 도로 물류
비용 및 시간을 보면, 키갈리까지 총 4,823달러 376시간, 부줌부라까지 총
5,873달러 411시간, 니물레까지 총 6,307달러 381시간, 카신디까지 총 5,742
달러 37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윤구(2011), ｢동아프리카 물류 유통 현황 및 시사점｣, 대한무역진흥공사. (2012-10-19 검
색);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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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몸바사, 키갈리, 부줌부라, 니물레, 카신디 간 도로운송 비용 및 시간

몸바사-키갈리

키갈리-부줌부라

항목

비용(%)

시간(%)

비용

시간

국경
도로
항만

92
8

14
28
58

94
6

19
28
53

전체

4,823(USD)

376시간

5,873(USD)

411시간

부줌부라-니물레

니물레-키신디

국경
도로
항만

94
6

13
30
57

94
6

10
32
58

전체

6,307(USD)

381시간

5,742(USD)

372시간

주: 비용 산정 기준: USD/TEU, 동 비용 및 소요 시간은 2010년 기준임.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2. 중부경로의 물류 조건(다르에스살람 항)
현재는 중부 횡단로 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상당히 추진되어 517km 구간
개보수, 527km 구간 신규 건설, 200km 구간 재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철도는 탄자니아 철도청(51% 지분 소유)과 인도의 Rites사(49% 지
분 소유)가 합작으로 1,000mm 협괘철도(30kg/m 15톤 중량) 총 2,600km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철도구간이 낙후되어 평균 시간당 13km에서 최대
20km 속도로 운행하므로 다르에스살람 항-므완자까지 원래 계획된 10일보
다는 더 늦은 18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다르에스살람-므완자(탄자니아 내 빅토리아 호수도시)와 다르에스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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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줌부라(부룬디) 간에 소요되는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 비용과 시간을 보
면 므완자까지는 도로운송 시 총 2,629달러 362시간, 철도운송 시 총 2,876
달러 411시간이 소요되며, 부줌부라까지는 도로가 총 5,663달러 432시간,
복합(도로+철로+항만)운송비용이 3,491달러 524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표 8. 다르에스살람-므완자-부줌부라 간 물류 비용 및 시간

다르에스살람-므완자(도로)

다르에스살람-므완자(철도)

항목

비용(%)

시간(%)

항목

비용

시간

국경
도로
항만

80
20

20
80

철도
항구

82
18

29
71

전체

2,629(USD)

362시간

2,875(USD)

므완자-부줌부라(도로)

411시간

므완자-부줌부라(복합운송)

국경
도로
항만

93
7

12
21
67

호수
철도
항만

전체

5,663(USD)

432시간

5,663(USD)

13
62
24

2
24
74
524시간

주: 비용 산정 기준: USD/TEU, 동 비용 및 소요시간은 2010년 기준임.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다르에스살람-고마(르완다-민주콩고 국경지역)-키갈리(르완다 수도)-캄팔
라(우간다 수도) 간 물류 비용과 시간은 고마까지 총 4,672달러 565시간(도
로운송 시), 키갈리까지 4,325달러 420시간(도로운송 시), 캄팔라까지 총
3,694달러 530시간(도로-철로-항만 복합운송 시)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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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르에스살람-고마-키갈리-캄팔라 간 물류 비용 및 시간

다르에스살람-고마(도로)

다르에스살람-키갈리(도로)

캄팔라(복합운송)

항목

비용(%)

시간(%)

항목

비용(%)

시간(%)

항목

비용(%)

시간(%)

국경
도로
항만

91
9

30
18
52

국경
도로
항구

90
10

8
23
65

호수
철도
항구

17
59
23

4
23
73

전체 4,672(USD) 565시간

4,325(USD) 420시간

3,594(USD) 530시간

주: 비용 산정 기준: USD/TEU, 동 비용 및 소요시간은 2010년 기준임.
자료: East Africa Corridor Diagnostic Study: Northern Corridor) East African Community
(EAC)(2011). Corridor Diagnostic Study of the Northern and Central Corridors of East
Africa.

동아프리카 EAC 지역의 전반적인 도로망은 비교적 연결이 가능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포장되지 않거나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점이
많다. 특히 물류 운송에 있어서 국경 통과 지연, 철도의 운영 제한, 항만 적
체, 물류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지역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포장율이
좋고 분쟁지역이 안정화되어서 성장 잠재성은 크다.

Ⅳ. 운송 형태별 물류환경 평가
1. 도로운송
동아프리카의 화물운송은 평균 개발도상국가보다 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화물운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톤-킬로미터당 0.01~0.04 달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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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전반적인 아프리카 평균 물류운송 비용은 톤-킬로미터당 0.05~
0.13 달러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도로 사정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비교적 좋
은 상태의 구간에서도 유효속도는 시간당 6~12km이어서 마차와 큰 차이가
없다. 북부 운송 경로에서 전체 도로 2,845km 중 82%는 좋은 여건에 있다. 평
균 운송속도는 8.1km 정도로 추정된다(Teravaninthorn and Raballand 2009).
2010국제물류지수(LPI: 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
면 동아프리카 물류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서아프리카가 가장 열악하였으나,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운송 경로의 인프라 보수가 지연되고 통관 문제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rld Bank 2010). 전반적인 정책면에서 개선되지 않고, 더
욱이 교통과 무역의 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우간다의 도로 운송인프라
의 현황은 전 세계 155개 국가 중 66위로 평가되고, 르완다의 경우에도 물
류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동아프리카의 운송산업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보다 더 경쟁적이
다. 화물운송 비용은 정부의 규제보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르완다에서는
물류운송산업의 규제 완화로 운송비용과 물류업자들의 카르텔화가 심화되
었다. 대규모 전문 물류기업들은 2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문 물류회사들은 100대 이상의 트럭을 운행하는 20개 기업들이다. 가장
큰 케냐회사는 600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LPI 보고에 따르면 응답자
의 60~75%가 운송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평가했으며, 45%는 국제기
15) LPI는 전 세계 155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연간 조사서임. 이 조사
서는 조사서 참가자들에 관한 업무사항, 운송, 창고, 국경 통관 등에 대한 응답을 통해 무
역에 대한 세계물류순위와 비율을 지표화하고 있음(Teravaninthorn and Raball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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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심각하게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동아프리카 지역 물류체제가 비교적 느린 것은 국경과 항구의 통관 절차
가 복잡하고 행정절차가 극히 완만하게 집행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LPI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제
적 기준보다 7배 정도 열악한 수준이다(World Bank 2010). 주요 동아프리카
트럭은 케냐와 우간다의 국경인 말라바(Malaba)에서 2일 정도 지체한다. 적체의
요인은 주차 공간과 보세창고도 한정되어 있고, 운송서류가 복잡하며, 케냐
와 우간다의 행정 처리가 이중적인 문제점이 크다.16)
우간다와 케냐 정부는 국경에서 트럭들이 한 번에 정차하여 통관수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물류 지연이 확실히 줄어들 것
이다. 도로장애물과 과적차량 검문소가 운송료를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
다. 2008년 동아프리카 사업회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적으로 통행세를
요구하거나 트럭을 지체시키는 임의의 경찰 단속이 만연하다. 서부의 아프
리카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발견되고 있다.
몸바사나 다르에스살람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화물은 운송도중 평균 19개
의 도로장애물과 4.4개의 과적차량 검문소를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12시간
을 검문소에서 지체하고 있다. 키갈리에서 몸바사까지 운송되는 트럭이 각
종 장애물과 과적차량 검문소를 총 47번 거치면서 지불하는 비공식적인 통
행료는 많지 않지만, 연간 800만 달러에 달한다(USAID 2009). 동아프리카
4개 내륙국은 다르에스살람과 몸바사를 무역 관문으로 사용하고 에티오피
아는 지부티를 이용한다. 르완다와 부룬디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2개 관문
16) 르완다의 운송업자들은 석유 제품과 같은 특수 상품에 특화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
는데, 이는 현지 운송업자들의 수익구조를 짐작케 함(Teravaninthorn and Raball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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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데, 항구와 주요 경로의 경쟁력 측면에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
부룬디의 가장 최단 거리의 운송경로는 탄자니아를 통해서 해안으로 접근
하는 노선인데, 장기간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간다를 통해서 케
냐로 접근하는 경로는 600km가 멀다.
EAC 역내 경로는 전반적인 물류 조건에 비하여 도로 포장률이 비교적
높아서 운송 상태가 좋은 편이다. 개별 도로의 80% 정도가 양호하게 유지
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실이나 파손된 경우가 있다([표
10] 참고). 가장 전략적인 무역유통 경로인 북부경로를 보면 케냐는 2008년
이래 포장도로가 완비되었지만 우간다 지역에서는 75% 정도가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 여기에서 북부경로는 키갈리(르완
다)와 주바(남수단)으로 나뉘어지는데, 르완다 역내는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고 남수단으로 향하는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 상태이지만 비교적 잘 유지
되고 있다. 한편 빅토리아(Victoria)호 남쪽 호안을 따라서 이어지는 중부
물류운송 경로는 부룬디의 부줌부라에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까지 상
당히 포장 상태가 양호하다. 탄자니아 지역은 부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연계된 에티오피아나 남수
단의 연결노선의 상태는 열악하고 비포장 상태로 유지되는 기점이 많다. [표
10]에서 자세한 지역 간 도로 및 운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Nathan 2010).
북부경로는 키갈리(Kigali), 캄팔라(Kampala), 나이로비(Nairobi), 그리고
몸바사(Mombasa)를 연결하는데 일일 1,000대 이상의 트럭이 꾸준히 이용
하고 있어서 전 구간이 혼잡하다. 중부경로를 잇는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과 부줌부라(Bujumbura) 노선은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와 지부
티(Djibouti)로 이어지는데, 일일 300~600대 정도의 정기 트럭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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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동아프리카 주요 물류 운송 경로의 도로 환경

상황

(단위: %)

형태

일일교통량(대수)

경로

양호

보통

열악

포장

비포장

>300 300-1000 >1000

북부경로

43.8

34.7

9.9

94.6

0

1.2

10.3

80.2

르완다

66.5

33.5

0

100

-

14.5

-

85.5

우간다

6.9

34.6

10.1

77.5

0

-

21.8

78.2

케냐

54.3

34.3

11.4

100

0

-

3.9

83.3

부룬디

45.2

4.2

0

100

0

-

70.3

25.6

북부수단경로

43.7

47.5

8.7

84.1

15.9

18.7

7.9

64.2

에티오피아

-

100

-

-

100

100

-

-

우간다

21.7

75.4

2.2

58.7

41.3

55.5

25.7

18.8

케냐

54.3

34.3

11.4

100

0

0

3.9

83.3

중부경로

45.3

36.2

5.9

57.3

42.7

42.3

17.6

39

부룬디

58.4

27.4

2.5

88.3

11.7

2.9

85.4

0

탄자니아

44

37

6.2

54.3

45.7

46.1

11.1

42.8

아디스아바바-지부티

37.4

16.5

16.3

23.1

65.8

11.2

65.8

0

에티오피아

48.6

21.5

21.2

0

85.5

14.5

85.5

0

지부티

-

-

-

100

-

-

-

-

나이로비-아디스아바바

36.2

31.1

17.1

63

37

47.9

0.2

41.8

케냐

24.9

48.4

26.6

42.4

57.6

57.7

0.2

33.7

에티오피아

56.4

0

0

100

0

30.3

0

56.4

샤드-지부티

9.4

23

53.1

43.4

56.6

61.3

24.5

7.4

남수단

8.9

18.8

72.3

41.1

58.9

74

15.4

10.6

에티오피아

13.9

42.2

11.1

33.6

66.4

41.1

58.9

0

지부티

-

-

-

100

-

-

-

주: 1) 북부경로: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키갈리-부줌부라.
북부수단경로: 몸바사-나이로비-캄팔라-주바.
중부경로: 다르에스살람-부줌부라.
2) 이 경로에서 남수단은 자료가 없음.
자료: AICD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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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국내수입단가에 포함하여 산출하는데, 운송품이
특정 경로를 지날 때 단위 비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항만 물류 처리 지연과 국경 통관 지연을 수입품 톤당 1일 5달러의 추
가비용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경로를 따라 나
란히 이동하는 철도와 도로 운송을 비교할 때 현지의 복잡한 노선의 상황
이 잘 나타난다. 몸바사 항으로부터 두 개의 철도가 시작되는데 케냐-우간
다 노선이 캄팔라로 이어지고, CDE 노선이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까지 이
어진다. 케냐-우간다 북부노선은 톤-킬로미터당 미화 0.05센트인 반면, 북부
경로의 평균 운임은 다소 높은 0.07에서 0.09센트 정도이다.17) 그러나 상당
수의 철교가 수리되어야 하고, 케냐–우간다 철도는 도로에 비하여 가격 면
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인프라가 열악하다. 철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률은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용도가 매우 낮다. 철도는
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법제규정이 조정되면 적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Nathan 2010).
양대 경로에서 현실적으로 동아프리카 내륙국가들의 수입상품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항구 접근성이 어려워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국
경 간 이동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항구에서 적체시간이 200에
서 800시간까지 소요된다. 다르에스살람에서 부줌부라로의 경로는 몸바사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24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하역시간이 길고, 철도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류운송이 느리
17) 지부티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수입화물의 운송비용은 철도가 도로보다 약간 비용이 더 드
는데, CDE 철도운송 비용은 톤-킬로미터당 0.13센트이고, 도로는 톤-킬로미터당 0.10에서
0.11센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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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구의 하역 통관 과정이 전체 물류 운송시간의 50~80%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내륙국가의 경우 물류비용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대체로 톤-킬로미터당 170~37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운송 경로에서 내륙국가인 부룬디, 르완다의 경우, 북부경로가
중부경로보다 물류운송 비용이 저렴하다. 부룬디의 경우, 부줌부라로부터
다르에스살람까지의 거리가 몸바사보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북부경로가
중부경로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두 경로 모두 하역비용이 국제적인 기준
에 비하여 상당히 높지만, 북부경로가 중부경로에 비하여 약간 저렴하다.
부룬디의 경우는 도착항에서의 제반 비용과 육상 ․ 수상 운송 비용이 전체
수입상품 가격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 11. 동아프리카 지역 도로 현황

(단위: %)

상태

유형

양호

보통

열악

정보없음

포장

비포장

부룬디

42.4

27.9

24.2

5.6

94.4

5.6

케냐

40.5

38.4

21.1

-

79.5

20.5

르완다

66.7

33.3

-

-

100.0

-

탄자니아

44.9

35.7

3.7

15.7

60.0

40.0

우간다

13.5

47.4

4.3

34.8

69.9

21.9

EAC

38.0

38.7

13.2

10.2

73.3

25.3

에티오피아

43.5

10.9

11.3

34.4

69.9

30.1

남수단

-

15.3

9.1

75.6

11.6

21.4

동아프리카

29.8

26.5

11.7

32.0

57.2

25.4

자료: AICD variou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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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지역의 주요 운송로는 73% 이상 포장이 완료되었다.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포장률은 57%이다. 지역단위 측면에서 국가별 물류운송 경로
는 각국 수도와 주요 연해 항구 간 연결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이다.
EAC에서는 남, 서 아프리카보다 도로 포장률은 낮으나, 국가별로 지역 거
점이 발달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해당국의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 네트워크 중 개별 도로 포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르완다에 있는 전
체 국내 도로, 부룬디의 대부분의 일반도로 그리고 케냐에 있는 80%의 국
도는 포장되었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의 도로 포장률은
61% 정도이고, 새로 독립한 남수단의 경우 12%의 도로만이 포장되었다.
동아프리카 지역 도로망의 잠재적 문제점은 적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EAC
지역 전체 도로망의 77% 정도가 보통 이상이고 56%가 양호한 수준이다(표
11, 그림 8 참고).
그림 8. 동아프리카의 도로와 철도 운송망 조건

도로 운송망
주: 두껍고 짙은 색이 운송 빈도가 높음.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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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운송
동아프리카의 철도체계는 실제적으로 안정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18) 특히 동아프리카 철도 통합시스템은 서로 레일의 규격이 다른
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터법
을 사용하지만, 탄자니아에서는 두 가지 단위가 혼용되기도 한다. 동아프리
카에서 중북부 방향의 주요 국제 철도노선은 케냐-우간다, 탄자니아-잠비
아, 에티오피아-지부티 등 3개의 노선이 있다. 철도의 교통 밀집도는 아프
리카 전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개별국가의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다
양한 기준이 도입되어 있는 현재의 철도기술체계하에서는 전체적인 통합망
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의 총연장길이가 상당히 길게 연결되어 있으나
육상운송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탄자니아 철도회사 Tazara의
경우, 평균 운송거리가 1,000킬로미터 정도이고, 우간다 철도처럼 규모가
작은 경우 수백 킬로미터 정도이다.
동아프리카의 철도체계는 최초 건설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로운송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
다. 철도는 비교적 경량 화물을 취급하고 저속 운행을 하고 있다. 개발된
역사에 비하여 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경
로에서 도로운송에 밀릴 수밖에 없다. 도로운송이 비교적 효율성아 높아서
오히려 철도운송의 발전을 지연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탄자니아 철도(Tazara
와 TRC)가 상당히 많은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점에서 도로운송에 대해 경
18) 탄자니아 Tazara 철도에서부터 남아프리카에 연결되는 철도는 비교적 연계망이 잘 갖추어
져 있고, 민주콩고에서 이어지는 철도는 6개국을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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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동아프리카는 지역별 양국체제 철도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철도는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지
부티 등 각 국가별로 소속되어 있지만, 케냐-우간다, Tazara, CDE 등 화물
운송에 있어서 지연이나 환적에 무리가 없도록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아프리카 철도의 효율성은 TRC와 Tazara를 제외하고
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철도 운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 대상 중 첫 번째는 TRC이고 두 번째가 케냐우간다 노선이다(표 12 참고).
표 12. 동아프리카 철도의 운송 효율성(2005년 기준)

노동
생산성

객차
생산성

기관차
생산성

화차
생산성

케냐, KRC (RVRC)

203

1,159

24

218

탄자니아, TRC

259

3,264

25

583

탄자니아, TAZARA

352

2,770

13

551

우간다, URC (RVRC)

156

-

9

144

에티오피아/지부티, CDE

71

3,037

11

156

수단, Sudan

77

329

9

225

자료: JICA(2010).

3. 수상운송(항만 조건)
동아프리카 항구들은 지난 10년간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의 운송이 급격히
증가했다.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의 연평균 성장률은 동아프리카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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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와 10.8%이다. 세계 무역 증가와 항만의 민영화 그리고 화물의 용기
표준화(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전반적인 운송량이 증가하였다.
표 13. 물류 운송량 증가율(1995~2005)

컨테이너 운송
TEU

일반화물 운송
%

만톤

%

1995

2005

총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995

2005

총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동아프리카

505.1

1,395.0

+276

+10.7

1.38

3.84

+278

+10.8

북아프리카

1,637.3

5,267.9

+322

+12.4

1.23

1.65

+134

+3.0

남아프리카

1,356.0

3,091.8

+228

+8.6

0.27

1.45

+532

+18.2

서아프리카

1,035.4

4,082.0

+394

+14.7

2.31

6.12

+265

+10.2

전체

4,533.8

13,836.7

+305

+11.8

5.20

13.07

+251

+9.7

주: 1TEU＝20FT(5,899mm × 2,348mm × 2,390mm).
자료: Ocean Shipping Consultants Limited 2010.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 컨테이너 선박 개발에 따른 급진적인 교통 팽창 때
문에 동아프리카 양대 항구의 화물 처리 능력이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
이다. 이 지역의 두 자릿수 성장은 항만시설의 생산성을 초과하였고, 이제
새로운 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주요 항구에 비
하여 지연과 적체 등으로 물류비용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비싸고 남아프리
카에 비하여도 상당히 열악하다(표 14 참고). 컨테이너 기준으로 크레인 생
산성도 세계 평균 수준의 50% 정도이다. 트럭 적재시간도 보통 1시간이 세
계 평균 소요 시간인 반면, 동아프리카의 항구는 4~24시간 정도가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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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테이너 대기시간도 1주일이 넘는 경우가 많아 혼잡도가 높고 항만 효
율성이 상당히 낮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물류 처리에 대한 유인
책이 모색되고 있다.19)
[표 14]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개별 항만의 생산성을 비교한 내용이다. 몸
바사와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대체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편이다. 다르에스살람과 몸바사의 컨테이너 대기 시간은 국제적인 수
준보다 약간 긴 편이다. 참고로 트럭 적재 시간의 경우 포트 수단은 EAC지
역에 비하여 5배가 더 걸린다. 다르에스살람 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의 시간
당 생산성은 몸바사 항에 비하여 200%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몸바사보다
항만 효율성이 높다. 컨테이너 취급에 가장 용이한 항구인 몸바사에 비하
여 400% 정도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표 14. 동아프리카 항만 효율성 비교

몸바사

다르에스살람

지부티

포트수단

컨테이너대기 (일)

5

7

8

28

트럭적재시간 (시간)

5

5

12

24

10

20

17

8

68

275

135

150

7

14

8

10

조건

컨테이너크레인생산성
(컨테이너/시간)

운임
컨테이너화물 (US$/TEU)
일반화물 (US$/톤)
자료: AICD ports database.

19) 동아프리카와 달리, 남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의 공항은 최고 7일까지의 화물 적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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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주요 환적지이다.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은 2005년 이후 늘어난 수출입 물량 때문에 처리 능력 포화
상태로 항구에서 하역 및 통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항구에서의 장
기간 화물 적체가 동아프리카 물류체계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앞에
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부경로를 이용하는 수입화물의 몸바사 항 적체 기
간이 전체 운송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하게 높은 형편이다. 특히
철도운송에서 폐해가 크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몸바사 항에서의 철도운
송 능력이나 접안시설, 보세구역의 한정된 공간, 통관 지체 등이 장애 요소
로 분석된다(JICA 2010).

4. 항공운송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은 주요 운송 중
심지와 함께 비교적 역내 항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60개의 역내 경로
가 유기적으로 물류운송망을 구축하고 있다(그림 9 참고). 동남부 방향에서
요하네스버그-나이로비-아디스아바바의 축으로 운송망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케냐의 나이로비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를 통과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 간 항공운송망이 갖춰져 있다.
동아프라카 지역(EAC)이 남아프리카 지역(EADC)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항공운송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에 비하면 국내 비행좌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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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비교적 열위지만, 국제적 숫자로는 앞서고 있다. 케냐항공에 의하여
60% 이상 주도되고 있는 항공물류 시장은 EAC지역 시장의 크기가 13개 양
방향 노선의 국내항공, 29개의 양방향 노선의 국제항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표
15 참고).
그림 9. 동아프리카 주요 항만과 공항과 항공운송

주요 항만

주요 공항과 항공운송

자료: www.eastafricacorridors.com, 저자 조정.

동아프리카 역내국가 간 항공망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룬디
와 르완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부룬디는 5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르완다는 7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나, 양국의 국
내 항공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기타 국가들도 역내 중심 역할
을 하고 있는 케냐와 연계되어 있어서 케냐의 항공망의 발전 가능성을 높
이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국내 항공노선은 구매력이 약해 연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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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지 못하다. EAC 국가 대부분이 각각 이웃 국가와의 항공망은 구축
되어 있으나, 운행 빈도는 매우 낮다. 탄자니아나 케냐와 같은 항공운송 중
심 공항이 매일 1회의 운항을 하고 그 외에 케냐-우간다 노선의 운항 횟수
가 많은 편이다. 이 지역 국가의 70% 이상의 항공운송이 직항에 의존하고
있다. 역내에서는 61개 노선이 나이로비와 아디스아바바를 거점으로 운항
되고 있으며 36개 노선이 탄자니아에 직항으로 운항되고 있다. 르완다에서
부룬디, 그리고 우간다의 운항시간은 공항에서의 대기시간 때문에 여타의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보다 길다.
표 15. EAC 항공운송과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비교

EAC

ECOWAS

CEMAC

SADC

국내항공기 좌석 수(연간 1,000개)

1,345

2,034

235

3,076

국제항공기 좌석 수(연간 1,000개)

1,196

362

187

964

국내공항(수)

13

8

4

17

국제공항(수)

29

20

15

26

좌석-km(노후항공기) / 전체

33

43

30

29

죄석-km(신형항공기) / 전체

67

57

70

71

국내시장 HHI 지수*

0.64

0.84

0.83

0.73

국제시장 HHI 지수

0.25

0.19

0.24

0.34

국내, 국제 HHI 지수

0.27

0.21

0.30

0.42

주: * HHI: Herfindahl-Herschman Index의 약자로, 어떤 산업이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를 보는
지수임. 해당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하여
산정하며,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HHI가 크게 계산되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비슷할수록 HHI지수는 낮아짐.
자료: East Africa: Overhaul of Prime Transport Corridors to Cost U.S.$20 Billion 2011.

1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2001년 이래 EAC 역내 시장의 발전은 케냐항공과 에티오피아항공에 의
하여 주도되어 왔다(표 16 참고). 2001년 케냐 항공의 시장점유율은 42%에
서 현재는 48%로 증가하였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점유율도 11%에서 20%로
확대되었다. 이밖에 Africa Start Airways나 Rwanda air Express는 2001년 당
시에는 시장점유율이 없었으나 현재는 각각 8%, 11% 수준이다.
동아프리카 내 물류유통에서 항공물류망은 도로, 항만보다는 훨씬 신뢰
성이 높고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서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프리카의 가장 큰 국제공항인
나이로비 국제공항의 경우 물류의 수입보다는 자국내 수출품(주로 화훼)의
대 유럽 수출 물량이 주도적인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럽으로의 수출 비
용은 1kg당 1.6달러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럽으로는
0.9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어 약 2배 정도 높다.
2010년 기준 나이로비 국제공항의 수출 물량은 총 화물처리량의 86%에
해당하는 19만 6,000톤이었으며,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3만 2,800톤이 항
공 화물로 수입되었다. 물류비용은 나이로비-캄팔라/주바(남수단)는 40피트
컨테이너당 3,400달러/8,400달러가 소요되며, 부룬디는 6,200달러, 르완다는
5,500달러가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항공운송은 강력한 거점과 국제화된 운
송체계를 통하여 이익은 얻지만 시장 자유화의 전진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6]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통관 지연과 부적절한 관행
이 만연하며 저열한 철도운영 등 물류시스템에 고질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나, 역내경제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운송인
프라는 향후 10년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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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EAC 지역 역내 물류운송 통합 현황 평가

구분

현황 분석

문제점

도로
운송

∙ 동아프리카 양대 주요 관문을 통하여 ∙ 무역 유통 시스템으로서 극단적으로
역내무역이 이루어짐
문제가 있음
∙ 북부경로는 물류운송 측면에서 중요성 ∙ 동아프리카의 무역유통인식등급
(Trade logistics perception rankings)은
이 크고, 포장 상태도 양호함
∙ 트럭 운송기업은 비교적 유동적이고 운 2010년에 최저를 기록했음.
∙ 국경 통과에 통관 지연과 부적절한 관
영상 적응력이 큼
행이 만연함

철도
운송

∙ 3개국을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의 경제 ∙ 승객과 화물운송 효과가 낮음
통합에 잠재력을 제공함
∙ 저열한 철도 운영 수준
∙ 경직된 복합운송 체계

수상
운송

∙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운송량이 급격히 ∙ 동아프리카 거점항구인 몸바사와 다
확대되고 있음
르에스살람의 항만 효율성은 포화 상
∙ 컨테이너 운송 측면에서는 비교적 국제 태임
적 기준에 적합함
∙ 항만의 운영체제가 역내 지역의 원활
한 무역 활동에 장애가 됨

항공
운송

∙ 공항 현대화와 역내 항공망 완비
∙ 자유운행 합의에 따른 시장 규모의
∙ 나이로비와 아디스아바바가 강력한 항 축소
공 중심거점으로 역내 운송망 구축
∙ 구매력 약화로 국내 노선과의 연계성
∙ 항공 교통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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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분석 및 시사점
동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여타 지역과 달리 해안에서 떨어진 내륙에
거점을 형성하고 해안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빅토리아 호수를 중심으로 경제적 거점을 형성하고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
으로 경제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 밀집도는 100평방킬로미터
당 10억~50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844, pp. 3-4).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AC 7개 국가 중 내륙국가 4개국 중
에서 2개 국가는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이며, 2개 국가는 GDP 100억 달러
미만인 지역으로, 동아프리카의 지리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반시
설 확충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동아프리카의 도로 물류망은 크게 북부경로(Northern Corridor, 케냐 몸바
사 항에서 출발), 중부경로(Central Corridor,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에서
출발) 등 두 개의 주요 도로망이 동아프리카 내륙국가(부룬디, 민주콩고, 에
티오피아, 르완다, 남수단, 우간다 등) 물류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몸
바사 항이 과다 적체, 인프라 시설 낙후로 인해 물류비용이 급등하고 소요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선박 도착 후 하역장을 지정하
는 데 보통 10~15일 소요(이전 1일 소요), 하역하는 데 7일(이전 3.7일 소
요), 관세 통관 처리에 18일(이전 14일 소요) 소요, 나이로비까지 운송하는
데 2일 소요 등 몸바사-나이로비 간 물류유통 기간이 이전 21일에서 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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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체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서 몸바사에서 우간다의 수도 캄
팔라까지는 총 22일이 소요되며,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까지는 총 24일이
소요된다. 케냐에서는 2012년 라무 항 개발 및 도로, 철도 부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서 북부수단으로 통로가 차단된 남부수단, 에티오피아, 브룬
디, 르완다 등과의 운송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유통 인프
라가 2020년 이내에 국제 수준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북부경로는 동부-남부에 걸쳐 8개국으로 연결되는데, 남쪽으로는 남아프
리카 공화국의 더반 경로와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경로
로 이어진다. 몸바사 항은 우간다와 르완다에 걸쳐 있는 DRC 동부와 연결
하면서 동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 사이에서 물류운송의 브릿지 역할
을 하고 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시발되는 중부경로는 탄자니아 국경 툰두
마(Tunduma) 검문소에서 케냐의 모얄레(Moyale) 검문소의 북부경로와 연
결되는 한편 남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지선이다. 장래 개발되는 남북경로가
동아프리카 지역 측면에서 도로와 철도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더 효과적인 화물 통제를 염두에 두고 국경 간 통관 지연을 줄이고, 경로
에 따라 철로를 보수 및 복원하면서 물류운송로를 개발 유지하는 것이 필
요조건이다. 이는 국경 통관과 항만시설 정비, 철도 운영의 체계화 그리고
도로 보수를 통하여 해안 2개국과 내륙 4개국의 교역을 지원하고 운송시간
단축 및 지역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과 역내
교차 투자 가능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하여 COMESA(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와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Economic Community for East Africa), 그리고 SADC(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가 삼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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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인하였다.20)
현재 동아프리카의 물류운송 사정은 아시아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가
빈 채로 아프리카항에서 선적되는 현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역 불균형
이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내륙은 물류비가 비교적 높고 대부분의 철로가
파손된 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며 국가 간 운송이 가능한 국
제육상도로가 발달하지 못했다(Economist 2008). 미국 무역부(trade department)의 조사에 의하면 케냐의 몸바사에서 우간다의 캄팔라까지의 밀 수송
운송비용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몸바사까지의 물류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DHL, Maersk, Dubai World와 같은 대규모 기업들은 국제 물류 네트
워크를 건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기업을 포함한 이들
기업은 민주콩고나 앙골라 등지에서 석유와 광산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진출한 회사는 프랑스 재벌기업인 볼로레
(Bolloré) 계열의 Africa Logistics Bolloré이다. 또한 역내 국가의 정책적 지
원이 동아프리카 물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는데, 물류회사의 고객 관리와 무서류 운송 차원에서의 관세 징수에 따라
서 각국 정부 세입이 확대되고 정부 부패가 축소되었다. 하역 및 통관 과정
이 컴퓨터화 되고 물류회사의 바코드로 추적되는 과정이 확대되면 세관업
무 과정에서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항구나 국경에서 공
무원의 태업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AFRIKASOURCES 2011).

20) 케냐 대통령 Mwai Kibaki가 COMESA를, 우간다 Yoweri Museveni가 EAC를 대표하고 남
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Kgalema Motlanthe가 SADC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음. 3개 경제공
동체(RECs)는 전체 26개국의 경제번영을 위하여 공동협력을 약속하고, 첫 번째 사업을
‘물류운송 경로 개발’로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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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지역의 생산 잠재력을 보여주고 동부 아프리카부터 중서부로
역내 무역의 수준을 제고하며, 지역경제 개발 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동아프리카 지역은 내륙 각국의 국내 경제구조 개선과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경제 진출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한편 동아프리카 신흥시장 개척 기반 조성과 함께 동아프리
카 내륙 진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지속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더불
어 현지 거점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화주업체) 유치 활성화, 수출업체와
물류업체와의 통상적 협력관계 유지 및 수출보험공사 등 정부기관의 정책
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진출전략 전담기구의 결성이 요구된다.

2. 전략 평가 및 정책대안
동아프리카 양대 운송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운송의 국가별 개별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송 경
로의 환경은 개별 국가의 운송정책 수행과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일반국도, 철도, 항만시설 그리고 항공 부문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개별 국가의 물류 운송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반적인 운송 경로를 평가할 수 있다.
최대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의 미개발 내륙국가와 경제교류체계를 구축하
고 우선적으로 운송 기반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의 시장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학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 결
과 및 정책대안에 대한 신뢰성 제고, 경쟁국과의 시간적 격차 극복,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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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부 아프리카 진출 경쟁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 도출에
초점을 두었을 때, 우리나라의 특장인 신속한 경제 교류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위험도를 낮춰 교역 확대
와 현지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긴밀도를 높이는 것이 EAC
지역 진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시장 확보 측면에서 EAC 주요국과 정부 차원의 전
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리경제학적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운송 과정의 장애물이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관세장벽 철폐
정책과 절차상 협력을 위한 EAC 공동시장의정서(common market protocol)
가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현지의 관리 운영체계나 에너지 문제
등은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EAC
공동시장 강화와 국경 간 통관절차 간소화는 동아프리카 각국의 투자 유인
에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비관세장벽을 낮
추고 새로운 기회 창출과 지역 전반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역내국가의
공동노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TMEA(동아프리카 등록상표:
Trade Mark East Africa)를 창출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통하여 EAC
에 공적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통합과 역외 무역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
심 프로젝트에는 역내국가 간 공동행정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기술시스
템 교류, 그리고 운송정책 조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문별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2015년까지 역내 무역 비용을 30%까지 절감하고 EAC 공동체의 역
외시장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AC(동아프리카
공동체) 설립조약 제87조에 의하면, EAC의 통합과 국가적 ․ 지역적 재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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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 조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국제기구
에서의 협력(130조)이 강화되어야 한다. TMEA 업무를 통하여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아프리카 지역 통합 차원에서 지원하
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두 개 경로는 각국 내륙도로로 연계되고 있어서 역내 무역로
의 핵심노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EAC를 넘어서 민주콩고, 남수단 등으
로 연계되고 있다.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의 철도운송 개선과 빅토리아호
안 항구 정비 및 중부경로와 북부경로의 연계 개발이 주요 목표이다. 동아
프리카 역내 물류운송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관 간소화와 함께 기술정보
체계 및 각국 간 운송정보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
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2015년부터 관세동맹(custom union)과 공동시장
(common market) 등 역내협력을 위한 행정절차들이 이행되면 역내 교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EAC 역내 교류가 2004년에 16억 달러에서
2011년 현재 35억 달러로 상승했음이 보여주듯이, 동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는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물류운송 측면에서는 국경 간 통
관절차 간소화와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운송규정 단일화를 통하여 행정지원
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각국 정부 차원의 지원은 동아프리카의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경로개발계획(NorthSouth Corridor programme)이 실시되면 도로의 통제력 강화와 국경 간 지체
완화를 통하여 지역 내 각국 정부 협력이 효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경쟁력 변화를 통하여 지역 내 물류 환경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경로개발
계획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과 FDI 확대와 더불어 지역 통합의 실
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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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동아프리카의 물류환경 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역투
자 환경의 기본조건인 운송체제 개선이다.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현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간 역내 협력을 위하여 EAC나 Comesa(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및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를
가동하여 다양한 경로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21)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정
책은 1) 거점국가를 통한 단계적 진출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산업 간 동반진출 모색 및 산 ․ 관 ․ 학의 유기적 협력분위기 조성, 3)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한 물류운송시장 확보와 현지 진출 교두보 확보 등
이 있다. 동아프리카 EAC 지역 개발 관련 정치적 협력이 경제 진출의 효과
에 핵심적 변수가 될 것이다. 즉 1)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기회 확보, 2) 소
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참여, 3) ODA 또는 차관, 전대자금 및 수출보험
확대 등의 보완장치를 통하여 동아프리카 진출에서 한국의 참여를 전방위
로 확대하여야 한다. 학계에서도 EAC 시장 개발, 물류 인프라 건설을 중심
으로 한류와 문화콘텐츠 산업, 전자, IT 분야 등 첨단산업 진출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재원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1) EAC, Comesa, SADC 지역의 7개국 운송체계 개발을 위하여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 이르는 남북경로 개발에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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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래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유망성 및 거점지역
1. 아프리카 시장 분석
가. 신흥시장으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경제체
제 정착 시도, 정치적 안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은 2000년 3%에서 2007년 5.8%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95년 27%에서 2010년 6%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지향성이 높은 한국 경제 및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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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가치는 크게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풍부한 석유자원 및 광
물자원을 보유해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0%와 코발트 75%, 다이아몬드
47%, 백금 45% 외에도 크롬, 우라늄, 인산염 등 희소 광물 매장량 역시 세
계적 수준에 달한다.
둘째, 상품 수출시장 및 투자 대상지로서의 가치가 부상했다. 국내의 아
프리카 시장 투자금액은 2009년 기준 21억 달러로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
나 다른 신흥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인 경제
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개발협력 정책의 내용, 범
위 확대에 있어 중요한 전략 지역이 될 수 있다. 즉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을 높이고 국격 제고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별 ․ 분야별로 차별화
된 개발협력사업의 접근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나. 시장수요 효과로서 아프리카 시장
2010년 대비 2050년 예상 인구를 보면 유럽은 7억 3,300만 명에서 6억
9,100만 명으로, 러시아는 1억 4,000만 명에서 1억 2,0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은 3억 1,800만 명에서 4억 400만 명, 중국은 10억
5,000만 명에서 14억 2,000만 명으로, 인도는 12억 1,000만 명에서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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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으로, 브라질은 2억 명에서 2억 2,000만 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인구는 10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소비 감소가 예상
되는 선진국 및 현 개발도상국과와는 다르게 소비를 주도하는 신세대와 중
산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30~40년 후 소비를 주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최근 인근 도시로의 아프리카 인구 유입 증가는 그동안 1차 산
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프리카 시장에서 2차 산업 이상으로의 종사를 통
해 소득을 높이려는 추세를 반영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그림 1.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인구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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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프리카 지역 인구 분포

자료: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다. 아프리카 경제 전망과 아프리카 보유 자원
아프리카 경계는 수출 호조,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해외
자본 및 송금액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요 증가는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주요 기관들도 대부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물가는 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산유국 성장률은 평균보다 높아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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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데 산유국 전체 성장률 전망은 2010년 6.5%, 2011년 7.1%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1999년 3억 7,700억 달러에서 2008년 18억
8,300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 등 대규모 가스 부존국이 발
견되고 있는 가운데 콩코민주공화국은 다이아몬드 보유 세계 1위이다.
표 1. 주요 기관의 아프리카 성장률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2010년

2011년

IMF

4.7

5.9

OECD

4.5

5.2

Global Insight

4.2

5.3

EIU

4.3

5.0

자료: IMF(2010. 4), Regional Economic Outlook; OECD(2010. 5), African Economic Outlook;
EIU(2010. 5), ViewWire; Global Insight(2010), Monthly Outlook.

원유 가격 상승으로 원유 생산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늘면서, 투자 대상 산업도 수송, 통신 및 전력 등의 인프
라를 중심으로 한 3차 서비스산업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국가의 성장잠
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필수요건인 제반인
프라가 더 갖춰진 국가시장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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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프리카 주요국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아프리카

11.5

8.9

6.5

6.5

6.3

남아공

8.4

7.7

6.4

6.0

5.7

보츠와나

12.0

8.5

6.4

5.6

6.1

튀니지

3.2

3.3

4.2

4.6

4.6

가나

20.2

20.5

19.5

17.0

14.1

나이지리아

14.3

12.5

12.9

12.0

12.1

자료: AFDB, Quarterly Statistical Bulletin.

아프리카의 보유 자원과 아프리카 진출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 기
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정도 파악 및 특정 국가 진출을 통해 first mover로서
의 성공적 사업 진출 및 유지가 가능해진다.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우위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사업 확장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의 석유가스 개발 현황을 보면 유럽 원유 수입량의 25%, 미국과 캐나다, 중
국 원유 수입량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앙골라 내전 종결, 북미와 유럽
시장 근접성, 역내 에너지 수요 성장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최대 석유 생산국은 나이지리아이며 그 외에도
앙골라, 콩고의 원유 생산도 증가하는 동시에 차드, 수단, 모리타니, 적도기
니와 같이 최근 새롭게 원유가 생산되는 국가들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다.
석유부존국과 석유 비부존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석유 개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석유부존국이 비부존국에
비해 훨씬 높은 GDP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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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프리카 자원 현황과 성장률

21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2. 도시화와 아프리카 거점지역
가. 도시의 역사와 경제적 의미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으로 인구의 정착 및 집중이 시작된 후 19세기까
지 세계 인구에서 도시인구의 비율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
된다. 즉 지역과 시대에 따라 9~14% 정도에 머문다고 한다.1) 산업혁명 이
전 시기에도 대규모 밀집 지역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다만 로마, 바빌론, 시
안, 베이징, 난징 등의 도시는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인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도였다. 중세 유럽에서 상업도시와 도시국가가 형성
되면서 도시 팽창을 겪게 되지만 이 역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관계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즉 1780년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100여 곳에 불과하였으며 사회적 재생산은 농업을 근간
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 간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마련된
다. 산업화는 노동과 자본의 집중을 필요로 하고 노동분업 구조 속에서 도
시화가 급속도록 진행된다.2) 영국의 경우 1750년 20%였던 도시인구 비율
이 1세기가 지나면서 80%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새롭게 산업화가 이루어
진 지역에서 도시인구 비율은 1800년에서 1900년사이 10배로 증가하여 2
억 1,0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도시인구의 50% 정도가 공업 부문 일자리를
차지하면서도 농업 생산성의 계속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1) Paul Bairoch(1985), De Jericho a Mexico: Villes et economie dans I’histoire, Gallimard, Paris.
2) Edward W. Soja(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Blackwell,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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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서구의 식민지 확장과 결합되면서 국제노
동 분업과 원거리 무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세계시장의 출현으로 도시
와 농촌이라는 전통적 균형관계가 와해된다. 국제교역으로 인해 해안 주변
의 도시가 발달하게 되며 인구가 급증하고 생산품의 창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20세기를 지나면서 무질서한 도시화로 이어지며 농촌지역의 빈
곤과 인구의 도시 유입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19세기
중반 이후 탈대륙화로 표현될 정도로 해안지역에서 도시의 발달과 집중이
나타난다.
도시는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유엔은 평당미터당 150명의 인구밀도
와 10만 명 이상의 인구 수를 가진 지역을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 도시로의 유입 인구는 평균 일일 18만 명이며, 세계 경제력의 80%
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33억 명이
넘으며, 이중 5억 명 이상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 혹은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세계의 도시화율이 향후 계속 증가
하여 2030년에는 60%에 육박하며, 2050년에는 69.6%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한다.3)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신흥지역
에 있어서 기존 선진국가의 도시화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지역 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전 세계 도시인구 증가분의 83%에 해
당하는 8억 7,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 기간까지 도시
3)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http://www.un.org/esa/population/unpo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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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442개 중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는 272개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의 도시의 547개, 그 중 아시
아와 아프리카 지역 도시는 37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
나. 성장 잠재 산업과 아프리카 도시
성장 잠재력 높은 도시군인 아프리카 킨샤사, 루안다, 라고스의 경우 도
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즉 이들은 경제거점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소득 규모는 적으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있어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킨샤사의 경우 해당 국가 도시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루안다의 경우 커피와 광물 산업이 발달하고
지역 내 총생산액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킨샤사는 1878년 이후
1960년까지의 벨기에 식민지 시절 내륙자원의 운송 집결지이며 인접 항구
도시인 마타디와 철도가 연결되어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최근
내전 종식으로 정치적 안정과 함께 다이아몬드, 구리, 코발트 등 내륙지역
의 자원이 본격 개발되면서 중앙아프리카 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유발하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원조와 자
원개발의 연계로 이어진다. 성장 잠재후보 도시군의 경제적 재원은 대부분
열악하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계은행
이나 해당 경제권 개발은행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직접 해외기업
4) UN(2010),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9 Revision; 삼성경제연구원(2011), ｢신흥국
도시의 부상과 인프라 사업기회｣, 뺷CEO Information뺸, 제807호(6월 8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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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프리카 거점지역 국가구분

자료: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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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을 제공받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대신 기업이 인프라 운영권,
토지 및 자원개발권을 연계하는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인프라와 자원개발을 연계하는 방식으
로 광산개발과 도시 인프라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5)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에서의 주요 사업은 통신, 상하수도, 운송 등 인
프라 건설이 유리하며 해당 국가의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진출 위험을 상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도시의 재정 부족과 정치적 불안요인은
여전히 경제성장과 자금 회수에 장애물로 남는다.
다. 신흥지역 도시화와 거점지역 기준
신흥 지역에서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전력, 통신, 운송,
상하수도, 주택 등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
에 필요한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도시 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
충하기 시작한다. 특히 아프리카 신흥지역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도시처럼
기존 시설을 보수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장기간에 구축된 선진 도시와는 달리 민간자본, 차관, 해외
직접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즉 이러한 특징은 해
외 선진기업에게 신흥지역 진출을 통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
는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선점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접근보다 도시 중심의 권역별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하
는 형태를 보여주며 더욱이 현지 기업과의 지분투자 등 간접 투자를 통한

5) World Bank(2010), Africa’s Infrastructure: A time for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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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분산시키며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서 한국의 급속한 단기 성장 경험과 대형 신도시 개발과 건설 기술력은 아
프리카 신흥 도시지역 개발에 적합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의 객관적인 시장 분석과 진출전략을 위해서는 잠재력이
큰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다양한 가중치 기준에 따라 국가
의 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을 이용하여 연관성과 성장 잠재성
등의 거점지역을 정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수송로와 도시화 추세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경향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향후 투자의
흐름 및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시화에 따르는 기회와 자금력과도
연관되는 요소이다.
소득 수준과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신흥지역의 도시군을 3개 도시군으
로 나누어 거점 도시를 구분할 수 있다.6) 선진지역의 도시에 비해 급속하
게 성장하는 신흥지역의 도시를 소득에 따라 분류하면 소득 수준은 낮으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값싼 노동력에 기반하여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 잠
재후보 도시군과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고성장 도시군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고 경제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도
모하는 질적 전환 도시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성장 잠재후보 도시군
에는 남아시아 대도시와 함께 아프리카 신흥지역 도시가 속한다. 아프리카
도시군에서 지역 내 총생산액과 인구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도시가 거점도
시로서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있어 중요한 거점을 이룬다.

6) Goldman Sachs(2008), “Building the World: Mapping Infrastructure Demand,” Global
Economics Paper, No. 166. http://www.goldmansachs.com/our-thinking/topics/brics/brics-reports-pdfs/infrastructure-building-the-worl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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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프리카 진출 거점지역에 대한 분석
1. 아프리카 거점지역 선정틀
가. 진출 지역 선정을 위한 고려 요소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이남 48개국 중 진출 유망시장 선정에 가장 우
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잠재력 혹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
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1차 선별 과정에서 1~2가지 경제적 지수화만
으로 10개국을 선정하기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경
제성장률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여 순차적 배제방식을 실행한다고
하여도 도로, 항만, 통신과 같은 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은 아프리카 시장에
서는 국가적 자금 지원, 즉 국가별 ODA 정도에 따라 사업 진출 국가 중요
도가 바뀔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거점 국가의 정치적 안정도, 시장 수용
도(사업 여건)와 같은 조건에서도 역시 경제성장률과는 별개의 순위를 가
진 국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외에 몇 가지 타당
성이 인정되는 요인들을 적절히 비교분석하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아프리카 진출 지역의 고려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
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원조는 유 ․ 무상 증여, 차관, 기
술 원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주로 개도국을 상대로 제공된다.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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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국가는 소득 수준, 인적자본, 경제적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분류된 그룹으로 나뉘고 전체 40개국 중 33개국
(67.3%)이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ODA와 관련하여 일본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도 경제선진국으로서 인도적 목적에 따라 DAC를 이행 중으로 개발원조위
원회, 일본 국제협력단(JICA)은 4대 개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아프리카
지역 자원을 선정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9년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 5억 위안 상당의 의료장비 및 말라리아 치료제를 제공하였으
며, 의사 및 간호사 3,000명 등 대아프리카에 많은 규모의 인적 자원을 지
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9년 11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
린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의 전원합
의로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2010년
11월 아프리카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은 기존 ODA
예산을 2배 증액하고 ODA 사업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의 발
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 자료 기준으로 ODA 제공 국가 순위를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2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표 3. 2007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 ODA 순위

(단위: 1,000달러)

공적개발원조(ODA)
순위

국가

무상

유상

합계

1

가나

5,278

58,900

64,178

2

케냐

6,619

39,400

46,019

3

앙골라

1,170

34,695

35,865

4

나이지리아

3,023

25,000

28,023

5

탄자니아

16,576

4,672

21,248

6

에티오피아

16,759

-

16,759

7

우간다

4,296

7,500

11,796

8

수단

8,976

-

8,976

9

세네갈

6,035

-

6,035

10

카메룬

5,616

-

5,616

자료: www.odakorea.go.kr

2)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난 분기나 작년보다 나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내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면 그만
큼 긍정적으로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
BRICs 신흥경제국의 분석에만 치중해 있는 사이, 지난 10여 년간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0개국 중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이
6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IMF는 향후 5년 안에 7개 국가로 늘어날 것이란 예
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규모 자체가 작아 성장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가능성
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자원개발을 위주로 한 투자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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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서구유럽이 일찍이 경쟁에 돌입하면서 선두를 내어준 것이 사실
이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많이 생겨나기 때
문에 국내 기업에게도 아프리카는 향후 미래시장으로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표 4.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 상위 10대 국가와 2015년까지의 예측 성장률
(단위: Annual average GDP growth, %)

2001~10년

2011~15년(IMF예상치)

앙골라

11.1

중국

9.5

중국

10.5

인도

8.2

미안마

10.3

에티오피아

8.1

나이지리아

8.9

모잠비크

7.7

에티오피아

8.4

탄자니아

7.2

카자키스탄

8.2

베트남

7.2

차드

7.9

콩고

7.0

모잠비크

7.9

가나

7.0

캄보디아

7.7

잠비아

6.9

르완다

7.6

나이지리아

6.8

자료: The Economist; IMF.
표 5. 아프리카지역 국가 경제성장률 순위

경제성장률
순위

국가

%

순위

국가

%

1

에티오피아

8.7

6

잠비아

6.3

2

말라위

7.7

7

나이지리아

5.6

3

콩고

7.6

8

탄자니아

5.5

4

우간다

7.1

9

르완다

5.3

5

모잠비크

6.3

10

가나

4.7

자료: World Bank(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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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는 해당 국가가 기업이 경영하기
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994
년부터 매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도는 금융시장, 자본 이동과 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 상태,
정부의 시장 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정
도, 각종 규제, 암(暗)시장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분야로 기업활동(Business
Freedom), 무역(Trade Freedom), 재정(Fiscal Freedom),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통화(Monetary Freedom), 투자(Investment Freedom), 금융(Financial
Freedom), 재산권 보호(Property Rights), 부패(Freedom from Corruption), 노
동(Labor Freedom)에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하는데, 만점
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화 정도가 높다.
홍콩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도 평가를 처음 실시한 지난 1995년부
터 17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지켜오고 있다. 80~100점 국가는 ‘자유(Free)’
그룹, 70~79.9점 국가는 ‘거의 자유(Mostly Free)’ 그룹, 60~69.9점 국가를
‘다소 자유(Moderately Free)’, 50~59.9점 국가를 ‘거의 통제(Mostly Unfree)’
그룹으로 그리고 0~49.9점 국가를 ‘통제(Repressed)’ 그룹으로 분류한다.
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와 경제발전 사이에는 강력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운 국가가 덜 자유로운 국가에 비해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난 경제자유도 결과도 상관성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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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프리카 국가 경제자유도 순위

경제자유도
순위

국가

점수(100점 만점)

전년도 대비 증감률

1

나미비아

62.7

+0.5

2

남아공

62.7

-0.1

3

르완다

62.7

+3.6

4

우간다

61.7

-0.3

5

잠비아

59.7

+1.7

6

가나

59.4

-0.8

7

감비아

57.4

+2.3

8

케냐

57.4

-0.1

9

탄자니아

57.0

-1.3

10

모잠비크

56.8

+0.8

자료: 2011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4) 사업 여건
해당국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 여건(Doing Business)이 얼마나 구축
되어 있는지 세계은행에서 매년 사업환경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사업 시
작 기업, 사업허가(건설업), 재산권 등록, 국가신뢰도, 특허권 보호, 세금, 무
역장벽, 계약 후 집행, 사업 청산 기업 항목과 각 항목의 순위를 매기는 하
위요소의 수치를 합산하여 순위화 한다. 경제자유도와 상당 부분 강한 연
관성을 보이지만 경제자유도는 정부 간섭의 최소화에, 사업 여건은 사업에
관여하는 생산자, 시기, 비용 등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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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아프리카 사업 여건 거점지역 순위

사업 여건(Doing Business)
순위

국가

(183개국 중)
순위

순위

국가

(183개국 중)
순위

1

마우리티우스

20

6

세이셸

95

2

남아공

34

7

케냐

98

3

르완다

58

8

스와질란드

118

4

나미비아

69

9

우간다

122

5

잠비아

76

10

모잠비크

126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5) 국가리스크
국가리스크는 기업이 해당국에 진출할 때 얼마나 법률적, 행정적 제한을
받는지, 국가 정치 상태의 안정 정도, 기업이 해당 국가 내 위험요소에 얽
매이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ECR(Euromoney Country Risk)기관에서 186개 국가들의 국가리스크 점수를
매년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리스크가 낮은 국가이다. 2010년 국
가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93.33점을 차지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남아공이 68.18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정치적 리스크
(30점), 경제성과(30점), 국가운영구조(10점), 국가신뢰도(10점), 금융기관/캐
피탈 마켓으로의 접근성(10점), 국가채무(5점) 등 6개 항목으로 각 점수에
가중치를 두어 합산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국가리스크는 국가
내 정세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통제가 높아지는
결과가 수반되는데, 이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여 해외 기업의 국가 투자
및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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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느 정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8. 아프리카지역 국가리스크 순위

(단위: 186개국 100 기준)

국가리스크(Country Risk)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남아공

68.18

6

모잠비크

41.54

2

나미비아

50.99

7

보츠와나

40.47

3

가봉

47.85

8

탄자니아

40.07

4

가나

43.94

9

우간다

39.09

5

앙골라

41.78

10

마우리티우스

39.07

자료: Euromoney Country Risk(2010).

아프리카 진출 거점지역 선정 시 우선되는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5가지
고려 요소의 상위 10개국을 합한 50개국 중 포함된 국가 빈도 수로, 두 번
이상 겹친 국가들을 열거하였다. 빈도 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국가 중 ODA
가 높은 순으로 5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초기 거점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성격상 인프라 시설과 함께 각종 중장비를 포함한 장기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역시 중요한 우선 고려요인으로 포
함하였다.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플랜트에서 설계 및 자금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수주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이
사용될 경우 자금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선정된 탄자니아와 우간다 사이에서 ODA 순위 6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에서 유일하게 8%가 넘는 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지역 국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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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국가 빈도수는 낮지만 ODA 순위에서 앙골라와 탄자니아
사이에서 비교적 상위권인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선정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아프리카 거점지역으로 가나, 나이지리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7개 국가로 진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표 9.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점지역 순위

ODA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사업 여건

국가리스크

1

가나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마우리티우스

남아공

2

케냐

말라위

남아공

남아공

나미비아

3

앙골라

콩고

르완다

르완다

가봉

4

나이지리아

우간다

우간다

나미비아

가나

5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잠비아

앙골라

6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세이셀

모잠비크

7

우간다

나이지리아

감비아

케냐

보츠와나

8

수단

탄자니아

케냐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9

세네갈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우간다

10

카메룬

가나

모잠비크

모잠비크

마우리티우스

표 10. 아프리카 거점지역 국가 개관

Culture

언어

인종(부족)

종교

가나

영어(공용어, 70%),
튀어, 판티어

Akan, Ewe족 등

기독교(69%), 회교(16%)

나이 영어(공용어), 250개
지리아
토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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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a(30%), Yoruba(20%),
Ibo(20%) 등 250여종족

중국과의 인간개발 교민현황
관계 지수(HDI) (명)

친중(중))
/친미

0.533

600

회교(50%: 북부위주),
친중(중)
기독교(40%: 남부위주)

0.470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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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Culture

언어

인종(부족)

종교

앙골라

포르투갈어(공용),
반투어(토착어)

오빙분두(37%), 킴분두(25%),
바콩고(13%), 기타(25%)

카톨릭(38%),
기독교(15%),
토착종교(47%)

암하릭어(공용),

에티오
영어, 이태리어 등
피아

286개

오로모(40%), 암하라(32%),
티그레이 (9%) 등 90여개 종족

Bantu(Baganda포함) 17%,
영어(공용어),Lugand Banyakole 9.5%, Basoga 8.4%,
우간다
a, Swahili 등 Bakiga 6.9%, Iteso 6.4%, Langi 6.1%,
Acholi 4.7% 등

케냐

포르투갈어,
영어(공용어)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영어

친중(상)

0.446

500

에티오피아 정교 45%,
친중(중)
회교 35% 등

0.406

178

-

0.505

200

친중(중)

0.521

78

-

0.467

350

카톨릭(42%),
성공회(36%),
이슬람(16%)

Shangaan족, Chokwe족, Manyika족,
토착신앙(60%),
Sena족, Makua족 등 기타
기독교(30%), 회교
원주민(99.66%), EuroAfrians(0.2%)
120개가 넘는 여러 민족
(수쿠마, 하야, 니아큐사 니암웨지,
차가 족 등)

중국과의 인간개발 교민현황
관계 지수(HDI) (명)

기독교(40%),
이슬람교(30%),
토속종교(30%)

주: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UNDP에서 기대수명, 교육 수준(문자 해
독률과 취학률 기준), 생활수준(1인당 GDP와 구매력 기준)의 세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 177개 국가를 수치화한 지수.
자료: 외교통상부; UN database; UNDP.

2. CAGE 거리 구조를 이용한 거점지역 내 진출 산업과 거점지역
가. CAGE 거리 구조와 산업구분
CAGE거리 구조(Ghemawat 2001)는 문화적(Cultural), 행정적(Administrative),
지리적(Geographic) 및 경제적(Economic)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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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7) CAGE 거리 구조
는 거리에 관한 4차원의 기초가 되는 핵심 속성들을 열거하여 그것이 다른
제품과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즉 CAGE 거리 구조
이론은 산업에서 문화적, 행정적,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의 영향을 식별, 평
가하여 도시 및 시장 간 접근에서 4개 항목 하위요인의 부분 가중치를 도
출하는 방식이다.
그림 4. CAGE 거리 4차원 구분

거리의 다양한 유형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산업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외국 시장 기회 평가에 있어서 거리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구별
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는 관리 및 지리적 요인에서

7) Pankaj, Ghemawat(2011), “Distance Still Matters: The Hard Reality of Global Expansion.”
Harvard Business Review, 79, no. 8, pp. 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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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민감하지만 문화적 요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 표는 거리
의 각 유형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들을 분류하여 적은 것
이다.
그림 5. 거리와 제품 및 산업 구분

나. 거점지역 내 진출 산업 성격에 따른 도시 선정
선정된 지역국가 내에서 도시는 신흥국가의 거점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특히 도시인구와 경제력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은 지역 내 인프라의 집중을
야기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의 부족과 필요
성은 경제적 재정 문제와 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
또한 아프리카 거점지역 내 국가들의 부족한 재원 문제와 정치적 불안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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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 성장 잠재력과 거점지역을 지니
고 있는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운영이나 자원개발을 연계시키
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가나, 나이지리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국가 내에서 CAGE 거리 구조를 적용하여 진출 산
업에 적합한 범위를 정해보고자 한다.
표 11. 산업 거리 민감도의 크기

문화적 거리
(언어의 유대)

행정적 거리
(우선적 거래 계약)

지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
(부의 차이)

∙ 고기와 고기 식품
∙ 곡물과 곡물 제품
∙ 잡다한 식용 제품과
더
요리
민감함
∙ 타바코와 담배제품
∙ 사무기기와 자동 데이
터 프로세싱 설비

∙ 금, 비화폐
∙ 전류
∙ 커피, 차, 코코아, 향신
료
∙ 섬유
∙ 설탕, 설탕제품 및 꿀

∙ 전류
∙ 가스 (천연 및 가공)
∙ 종이, 종이판지
∙ 살아있는 동물
∙ 설탕, 설탕제품 및 꿀

(경제적 거리는 무역을
감소시킴)
∙ 비(非)철 금속
∙ 제조비료
∙ 고기와 고기 식품
∙ 철과 강철
∙ 펄프와 종이쓰레기

∙ 사진장치, 광학제품,
시계
∙ 도로용 차량
∙ 코르크와 나무
덜 ∙ 금속세공 기계
민감함 ∙ 전류

∙ 가스(천연 및 가공)
∙ 여행용 제품, 핸드백
∙ 신발류
∙ 위생, 배관, 난방, 조명
용 비품
∙ 가구 및 가구부품

∙ 펄프와 종이쓰레기
∙ 사진장치, 광학제품,
시계
∙ 전기통신 및 녹음 장
치
∙ 커피, 차, 코코아, 향신
료
∙ 금, 비화폐

(경제적 거리는 무역 을
증가시킴)
∙ 커피, 차, 코코아, 향신
료
∙ 동물기름과 지방
∙ 사무기기와 자동데이
터 프로세싱 설비
∙ 사진장치, 광학제품,
시계

더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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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행정적,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의 핵심속성을 중심으로 도시화
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 내에서 연계 진출 산업을
고려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 CAGE 거리의 요소에서 첫째로 고려되는
문화적 거리(Effective Factors to C)는 공용어(영어, 프랑스어) 사용 비율, 부
족의 영향력(부족과의 네트워크 정도, 소수부족 수 등), 종교, 특정 국가와
의 관계(예로 중국의 해당국 영향력,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 수, 친중 성향
정도), 인간개발지수(HDI), 교민 현황 등이 있다. 문화적 거리 측면에서 거
점지역에 선정된 7개 국가는 인프라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고려되는 것은 행정적 거리(Effective Factors to A)로 정치적 리스
크, 내전 횟수, 식민지 독립연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정도에서부터
FIFA Ranking 등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진출 과정에서의 사업허가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당국의 법률적, 행정적 제한 요소들은 모든 산
업 분야에서 동일하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 역시 동일한
거리를 보여준다. 셋째로는 지리적 거리(Effective Factors to G)로 해안 근
처, 내륙, 고도 등의 지리적 위치, 국토 면적, 자원(석유, 가스 및 부존광물)
의 분포로 표시되는 부분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이나 도시화 과정에서 장
비의 하역과 내륙까지의 운송, 물류, 주변 지역의 산이나 강 등 지형 유무
를 비롯하여 건기나 우기 등 기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국
토의 규모나 기존 자원의 보유 여부는 거점지역을 형성하는 데 민감하게
반영되는 거리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거리(Effective Factors to E)에 해당하는 인구, GDP, 1
인당 GDP, 1인당 구매력(PPP),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총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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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세계 대비 무역 규모와 한국과의 무역 규모, 실업자 수, 도시화율, 경
제자유도지수 등의 요소는 항만, 도로, 전력 등 제반 인프라와 사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 인구와 도시화율에 가장 밀접하다. 특히 현지 고
용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표 12. 아프리카 거점지역 도시 현황

Central
City

Lagos

State

Agglomeration(2010-01-01;
Administrative area
Agglomeration(United
citypopulation.de)Thomas
Latest figures from national
Nations, World Urbanization
Brinkoff, The Principal
census authority 2010; UN
Prospects, 2009 revision)
Agglomerations of the World
WUP)

7,937,932 (2006)
The 16 local government areas
Nigeria
of Lagos proper

10,578,000

11,800,000

1,659,136 (2000)
District (Accra Metropolitan
Area)

2,342,000

3,575,000

3,138,295 (2009)
Nairobi administrative area

3,523,000

3,500,000

Dar es
Salaam Tanzania

2,487,288 (2002)
Mkoa

3,349,000

3,225,000

Addis
Ababa

Ethiopia

2,738,248 (2007)
Astedader

2,930,000

3,100,000

Angola

1,823,282 (2002)
Provincia

4,772,000

3,100,000

Accra

Nairobi

Luanda

Ghana

Kenya

자료: List of metropolitan areas in Afric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metropolitan_areas
_in_Africa

이상의 거리에 따른 거점지역 내 도시 선정에 있어서 아크라, 아부자, 라
고스, 아디스아바바, 캄팔라, 나이로비, 다르에스살람 등의 도시 지역이 아

∙ 240

거점지역 국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프리카 진출 거점지역으로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아크라(Accra)는 아프리카
서부 기니 만에 접하여 지역적 연계가 가능한 가나의 수도이다. 나이지리
아의 수도인 아부자(Abuja)와 최대 도시인 라고스는 경제적 거리에서 유리
한 아프리카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철
도와 허브 공항 등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20세
기 이후 주변 지역의 연계기지로 성장한 캄팔라(Kampala)는 우간다의 수도
로 5개의 지구로 구분되며 빅토리아 호 북쪽에 위치하며 인구성장률이나
인구이동 및 통근 등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로비(Nairobi)
는 케냐의 수도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해발 1,700m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이며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은 탄자니아의 옛수도이자 항구도시
로 현재 행정주이면서 많은 인구를 가진 거점지역이다.

Ⅲ. 아프리카 진출전략 유형과 시사점
1. 주요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전략과 한국
2006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에는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이 참석하였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개최한 행사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정상들이 참석하였다는 것은 중국이 지닌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
준다. 중국은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등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며 적극적 진출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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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동을 대체할 석유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2008년 아프리카 통합사령부(AFRICOM)를 신설해 주요 국가에 군사적으
로 진출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ODA와 아프리카개발회의 지원을 통해 협력을 강
화하고 있으며, ‘9개국 18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인펙스, 자펙스,
미쓰비시, 이토추 등 민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점이 특징이다.
러시아는 현재 진출 대상국이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앙골라 등 예전
동맹국에 집중돼 있으나, 점차 사하라 이남으로 확대 중이다.
특히 2000~05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8%로, 이는
미국의 2.5배, EU의 4배 수준이며, 규모로는 2005년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에 이어 3위이다. 중국과 인도의 아프리카 진출은 초기에 원유, 광산 등 자
원개발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자원개발 이외 분야로 확대되었다. 아프
리카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
의 대아프리카 진출 확대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자원개발과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는 한국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한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800개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60억 달러 규모의 900개 프로
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전에는 투자 분야가 주로 유전개발이었다면 최근
중국의 투자는 의류 농산품, 가공, 발전(發電), 도로 건설, 관광, 통신 등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
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네갈, 우간다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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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수출 및 수입

(단위: $백만,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수출액

100.0

국가

수입액

100.0

1

남아공

7,429

0.6

앙골라

12,885

1.3

2

나이지리아

3,800

0.3

남아공

6,608

0.7

3

베넹

1,972

0.2

수단

4,114

0.4

4

토고

1,374

0.1

콩고

2,828

0.3

5

앙골라

1,241

0.1

적도기니

1,697

0.2

6

가나

2,224

0.1

가봉

1,092

0.1

7

케냐

932

0.1

모리타리아

567

0.1

8

리베리아

806

0.1

나이지리아

537

0.1

9

에티오피아

775

0.1

콩고

460

0.0

10

탄자니아

596

0.0

잠비아

39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2007).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자원외교를 통하여 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며
자원개발을 연계한 경제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영기업
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틈새지역에 대한 진출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 발전 및 산업
전략과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
고 있다. 일본은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
하며 경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활용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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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국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 소재 해외경제협력단지(2008. 1)

협력단지명/
국가

회사/
투자지방

나이지리아
라이지
자유무역구
(나이지리아)

∙ 계획면적: 100km² 예정, 투입액: 약 2억 달러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인구 최대국,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신광
원자재 풍부
국제집단 ∙ 주요 산업: 가구, 건자재, 오금, 목재가공 등
∙ 유치계획: 5년 내 39개 중국기업, 10년 후 중국기업
(광동)
700~800개 유치, 5년 뒤 투자유치 6억 달러, 10년 후 투자
액 39억 5,000만 달러 달성계획

잠비아-중국
경제무역합작구
(잠비아)

∙ 2007. 2 개발 시작
∙ 계획부지: 11.6km², 총투자액: 8억 달러
∙ 외자 유치 분야: 유색금속(銅) 제련, 가공, 압연, 관련 산업
중국
유색광업
위주로 이루어진 단지
집단공사 ∙ 고용효과: 6,000명
∙ 2010년까지 중국과 외자기업 60개, 8억 달러 투자를 유치
하여 일자리 6,000개 확보 계획

모리셔스
톈리집단
(모리셔스)

∙ 위치: 수도 Port Louis에서 8km, 항구에서 6km
∙ 개발산업: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고 기술성숙도가 높은 방
직품, 의류, 가전, 전기, 의약보건품 분야 투자
톈리집단
(산서)
∙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최초로 수출가공단지 설치
∙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현재 중국기업 3,000여개 가 진
출함

투자내용

자료: 정환우(2008), 뺷중국과 인도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현황과 시사점뺸.

미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에너지자원 공급 및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지역통합사령부인 AFRICOM 출범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
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원조와 더불어 무역 관련 우대조치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지역 간 협력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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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원조 규모를 확대 추진하
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
등을 전략으로 한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동맹국 중심의 양국 간 협력 강
화와 부채 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진출전략은 고속성장의 경험을 내세운 발전모델 전수와
ODA 그리고 분야별 계획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8) 주요국에 비해 후발주자
인 한국은 고속성장의 경험을 내세운 발전모델 전수와 여기에 정보기술(IT)
과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힘을 합하여 아프리카
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만의 특화사업으로, 이미 알제리, 가나 등 4개국
에 대해 정책자문을 마쳤으며 2012년 올해까지 전략적 경협이 필요한 남아
공,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에티오피아 등 12개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경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외교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아프리
카개발은행(AfDB)에 설치한 한 ․ 아프리카 경협 신탁기금을 통한 사업 규모
도 2009~10년 530만 달러에서 2011~12년 1,100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ODA 지원 규모도 2008년 1억 달러에서 2012년 2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
였으나 2008년 기준 ODA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미국
27.4%, 중국 28.0%, 일본 35.4%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탄자니아 송변전망 확충, 가나의 상수도 개발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허성 차관 규모를 2005~09년 기간보다 2배로 늘린 10억 달러 이상을
2010~14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를 통한

8) 2010년 KOAFEC(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개최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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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도 2010년 5,600만 달러에서 2011년 7,000만 달러로 확대하였고
동시에 세계은행과의 협조융자를 추진하였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는 콩
고민주공화국의 바나나항 개발처럼 항만 건설과 광구개발권을 연계하는 방
안이 추진되는 건설 ․ 인프라 분야에서 2012년 올해 2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 펀드를 통해 가나 주택
사업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간선도로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검
토하고 있다. 에너지 ․ 자원 분야에서는 중장기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돕고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기업의 동반 진출을 모색 중이다.

2. 한국의 아프리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출전략 시사점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성장에서 자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생각보다 높지 않다. 즉 자원 이외에 아프
리카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에 비해 아프리카의 정치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으며 물가상
승률이 1990년대 22%에서 2000년대 8%로 안정화되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1990년대 81.9%에서 2000년대 59%로 낮아지는 등 거시경제
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졌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아프리카 진출전략은 신흥지역의 성
장과 함께 부존자원, 재정적 지원에 바탕을 둔 정치적 관계에 의한 진출전
략이 주를 이룬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수준은 40%로 30%대인 인도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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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체적인 도시화와 더불어 생산성도 증가하여 2000~08년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 소비액이 인도나 러시아보다 큰 8,6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소비 수준도 빠르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FDI는
기초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광업 및 석유 등 1차산업이 대부분이다.
3차 서비스산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차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투자
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즉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이 외국
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갔고 이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보였으나, 아프리카는 아직 자원 미탐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부존량과는 별개로 지역별, 권역별 투자 편중 현상이 심하다. 현재 자
원 빈약국으로 치부되어 투자율이 낮은 국가에게는 제한적 기회만이 적용
되며 정치적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책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대국들과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
춘 해외건설이나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동반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
이나, 현재 우리나라가 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과 국가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정부는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통해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
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2011~15년 분
야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ODA사업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전체 1조 7,000억 원 규모에서 양허성(유상협력) 6,000억 원, 무상협력
6,000억 원 그리고 다자협력 분야 5,000억 원 내외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
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장기저리의 대규모 자금지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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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은 지원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중점 지
원기조로 유지하고 있다.9)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에 대응과 확대가 필요한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한정된 지원 규모와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아프리카 진출전략은
공여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과 수원국의 경제적 가능성을 답보할 수 없
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존 진출전략의 위험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신흥 도시 지역으로 선정된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진출을 모색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접근 방법일 것이다.

9) 기획재정부 2011년 EDCF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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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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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 역사서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역사는 기껏해야 인류의 기원지, 고
대왕국, 식민지배 시기, 그리고 독립 이후시기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
을 뿐이다(McNeill 1967; Spielvogel 2008; Savelle 1957; Stearns 2006). 아프
리카 역사 서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료 부족으로 인해서라
기보다 식민지배 시기부터 시작된 서구 학자들의 의도적인 타자화, 주변부
화 및 역사왜곡 때문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문명화에 대한 역사 역시 지금까지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구중심주의적 시각 또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이야기되어왔다. 예를
들어 그리스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역사교육 과정에서
다룬 적도 없을 뿐더러 서구의 역사학 전통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세계사
시간에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 다룬 적도 없으니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지조
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이단행위로 학계
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다.1)

1) 서구 역사가들은 그리스가 아리아인(Aryan)에게 BC 1400년경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고
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기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서술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아리아인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들은 신석기 시대에 머문 야만인이었으며, 청
동기 시대로 대표되는 에게해 문명(Aegean Civilization)을 개척하기에 필요한 풍부한 문화
와 고도의 예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Parker 1917, pp. 334-335). 그런 의미에서
버넬(Martin Bernal)의 뺷블랙 아테나 1: 서양 고전 문명의 아프리카 아시아적 뿌리: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1785-1985, vol. 1, 1991뺸, 뺷블랙 아테나 2: 서양 고전 문명의
아프리카 아시아적 뿌리: 고고학 및 문헌증거(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2: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1991뺸는 서구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기원이 조작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배경에 서구의 인종차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
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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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확산 ․ 전파이론(The theory of diffusion)은 아프리
카의 문명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이론은 아프리카 문명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계사 속에서 아프
리카인의 역사와 문명이 타 지역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자각(self-consciousness)과 발전(development)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중세 이전까지 세계 문명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은 아프리카 역사와 문
명의 정체성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에티오피아 악숨(Axum 또는 Aksumite) 문명의
중요성을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세계사 속에서 다루어져왔던 아프리카 역
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세계사 속에서 아프리카의
문명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함으로서 세계사의 편협함과 무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좁은 시각을 타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서
구의 세계 문명에 대한 서술을 무조건적이며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
이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에티오피아의 북쪽에 위치한 티그레이 주의 도시 악숨은 에티오피아의
고대왕국인 악숨 왕국이 AD 1세기에 출현한 곳이다. 악숨 왕국은 해상무
역국가로서 번영하였으며 홍해에 위치한 아둘리스(Adulis: 현재의 에리트레
아 지역에 있으며 남쪽의 마싸와(Massawa)에 위치하고 있음) 항구를 통해
그리스, 이집트, 아시아와 활발히 무역을 하였다. 악숨의 선단은 실론
(Ceylon) 지방같이 먼 곳까지 항해했으며, 로마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위
치하여 양국의 중개 역할을 하였고 남부 아라비아 지역을 정복하여 통치하
기도 했다. AD 2~3세기에는 강력한 무역제국으로 성장하였고 4세기에 지
금의 수단에 있던 메로에 왕국을 침략하여 멸망시켰다. 4세기에 악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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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로 개종하였고 전성기를 누렸다. 전성기였던 4세기에는 아프리카 최초
로 동전을 주조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7세기부터 아라비아, 홍해, 북아프리
카 연안지역을 지배하게 된 이슬람 세력의 압박으로 교역이 어려워지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은 ‘남부 아라비아 역사의 일부인가?’ 아니면 ‘아프
리카의 문명인가?’ 아프리카 문명이라면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
는가?’, ‘악숨 문명의 어떤 요소들을 아프리카 문명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은 아프
리카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문명이었으며 아프리카인의
자각을 통해 발전했음을 인식하고 악숨 문명을 ‘아프리카 지역사’로서 다
루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고대문명이 아프리카 내부와 단절
되어 있었고 외부의 영향 또는 외부의 주도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하나의 반례로 들어 반박하고자 한다.
악숨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발
굴된 자료를 보면 대략적으로 AD 2세기부터 6세기 또는 7세기까지 전성기
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악숨 문명은 시바(Sheba)와 솔로몬의 이야기와
아프리카 유일의 기독교 국가로 ‘언약의 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고대문명으로서 아프리카 대륙 내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는 논리보다는 홍해를 사이에 둔 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역사적 조명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악숨 문명이 아프리카에 기반
을 두고 아둘리스 항을 중심으로 홍해 교역로를 통해 성장한 아프리카 고
유의 문명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

∙ 254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바라본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연구

체성을 아프리카인의 입장에서 고찰함으로서 아프리카의 고대문명이었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론적 연구 패러다임
으로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연구방법론을 이용하고,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지조사 자료는 2008년, 2011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인연구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Ⅱ. 아프리카 역사 ․ 문명에 대한 서구의 인식과 역사 서술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지식 부족과 서구의 영향
으로 무지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훌륭한 고
대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주목할 만한 아프리카 문명이 있다면 외부의 기여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인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 아프리카인의 역사와 문명을 왜곡하거나 낮게
평가한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마즈루이(Ali Mazrui)는 ‘아프리카(Africa)’라는 이름이 유럽과 서양의 이
데올로기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형성하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frica’라는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한데, 라
틴어의 ‘Africa’나 그리스어 ‘Aphrike’는 각각 ‘해가 비치는(sunny)’, ‘추위가
없는(without cold)’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마즈루이는 이 단어들이 아프
리카 전 대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니지에 해당하는 일부분
만을 지칭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Room 199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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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딤베(Valetin Mudimbe)는 “아에티옵스(Aethiops)”가 그리스 신화
에 나오는 불칸(Vulcan)의 아들의 이름으로 ‘검은 피부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시도루스(Isidorus)는 아에티오피아(Aethiopia)는
아프리카 대륙을 잘 표현하는 말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태양 가까이
살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타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AD 1세기에 아프리카는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아에티오피아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되었데, 아에티오피아라는 말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에까지 적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아에티오피아’
라는 단어를 수단의 고대 문명인 쿠시(Kush)와 메로에(Meroe)보다 더 자주
언급하였다. 잔지바르(Zanzibar), 가나(Ghana), 아비시니아(Abyssinia) 등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가 검거나 갈색이었기 때문에 쓰인 표현들이었
다(Mudimbe 1994, pp. 26-27).
그러나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아프리카 북쪽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한 ‘Africa’라는 단어를 유럽인이 전체 대륙을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지역을 아프리카라고 단언하면서, 유럽인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동질
의 흑인이라고 이해하며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단어를 통해 ‘아프리카인’
이라는 지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검다’는 인종적인 의미가 확고하게 하나
의 정의가 되어버렸다.
또한 마즈루이는 아프리카 역사의 많은 부분이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야만성(barbarity)’과 ‘원시성(primitivism)’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극단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고 주장한다(Mazrui 1986, p. 23).
고대 그리스인은 BC 5세기까지 아프리카인에 대해 이미 인간의 문명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두려움과 인간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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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20세기에 들어와 아프리카는 ‘미
개하고 문명이 부족한 땅’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고정되었다. ‘아프리카
에는 역사가 없다’는 시각은 계몽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1840년 출
판된 헤겔(Hegel)의 뺷역사철학강의(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Weltgeschichte)뺸에서는 세계인들은 활동적인 사람들과 그에 따르는 수동적
인 사람들로 나뉘고 정복하는 자들과 정복당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프리카가 자각과 발전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대륙이
아니며, 카르타고, 이집트 문명 등은 아프리카의 역사가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문명은 비(非)아프리카적인 요
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은 아프리카의 노예무역과 식민지배를 정당
화하기 위해 전해지고 계속 재생산되었다(Gates 1999, p. 21).
엄밀하게 지적한다면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는 주장은 아프리카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 지역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역사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 역사 연구자들이 아프리카 연
구를 주도하면서 ‘구전역사(oral history)’와 ‘구전역사가(oral historian)’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아프리카 역사가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점차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2)
최근까지도 아프리카 역사 서술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아프리카의 역사
와 아프리카 문명화(African civilization)를 무시하거나 부정해 왔다. 아프리
카 문명들은 ‘아프리카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 문명들은 ‘순수한’

2) 이에 대한 내용은 김광수(2003, 2004)를 참조할 것.

25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또는 ‘진정한’ 아프리카 역사인가?’ 서구 학자들은 아프리카의 문명화가 아
프리카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언제나 아프리카 대륙 외
부로부터의 영향과 기여, 즉 비(非)아프리카인(셈, 함, 쿠시, 유럽인 등)의
역할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설명하여왔다(Mazrui 1984, p. 23). 이
러한 인식과 평가는 ‘아프리카는 세계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다’라는 ‘아프리카 타자화(Others)’ 또는 ‘주변부화
(marginalization)’ 과정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근거에
는 서구인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와 ‘쓰여진 문헌 자료(written
materials)’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역사적 자료로 여기지 않는 유럽중
심주의 ․ 서구중심주의 역사학적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난탐부 박사(Dr. Kwame Nantambu)는 치프리아니노동대학(Cipriani Labour
College)의 역사학자로 그는 유럽중심주의적 역사 서술과 역사학 방법이 역
사를 왜곡하고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잘
못된 인식을 낳았다고 주장하였다.4)
1930년,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셀리그맨(Seligman)은 백인이 아프리카
문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함족(族) 이론을 주장했다.5) 그의 연구는 아프
리카의 역사에 관한 형식적인 연구를 구성하고 감염시켰던 제국주의와 인
종 차별주의에 따른 대표적인 가설을 보여주었다(Seligman 1930, p. 96).

3)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에 대해서는 김광수(2005, 2007)를 참고할 것.
4) Kwame Nantambu(2004), “Original Glory not out of Greece.”
http://www.africaspeaks.com/articles/2004/2210.html (October) (검색일: 2012. 09. 10).
5) 함 이론(Hamitic Theory/Hamitic Hypothesis)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김광수(2010),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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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조상이 아프리카로부터 왔다는 주장은 다윈(Darwin)에 의해 전
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주요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뒤따
랐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중심적인 생각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충격
을 받고 저항하였다. 이는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
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즈루이는 이를 “아프리
카가 전쟁 속에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토착적인 아프리카와 서구문명
사이의 전쟁이며, 다시 말하면 해석과 설명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Mazrui
1986, p. 12).
1964년 유네스코의 최고정책입안기구인 유네스코 총회(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는 뺷아프리카 통사(General History of Africa)뺸6)를 출판하
기로 협의하고 1971년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출판을 위한 39명의 국제위원
회를 구성하였다. 이 중 3분의 2는 아프리카인 학자로, 3분의 1은 비(非)아
프리카인 학자로 구성되었다. 각각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8권에 달
하는 분량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
에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는 대륙이다’라는 논쟁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
리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Mazrui 1984, p. 15).
‘아프리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악명 높은 주장은 1963년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사 교수인 트레보-로우퍼(Hugh Trevor-Roper)에 의해
6) 아프리카 역사 서술 방법에서 뺷캠브리지 아프리카 역사(The Cambridge History of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92)뺸는 전형적인 역사 기술 방법을 따랐으나
뺷아프리카통사(UNESCO General History of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92)뺸는 문화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택하였고, 수정주의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1권
의 주요 부분을 방법론에 할애하면서 여러 학문과 관련된 조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아프
리카 통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정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로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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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는 서세스 대학(University of Sussex)에서
주도한 ‘기독교 유럽의 발전(The Rise of Christian Europe)’이라는 텔레비전
강의 시리즈의 첫 시작을 맡았다. 트레버-로우퍼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의
미 없는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아마도 미래에는 어느
정도 아프리카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프리카에 있던 유럽인들만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밝혀
지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역사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그
는 설명하고 있다(Mazrui 1984, pp. 16-17, 재인용: Trevor-Roper 1965, pp.
7-9).
트레버-로우퍼의 해석은 헤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인의 오래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반박
은 1957년 유럽의 식민지배에서 처음으로 독립한 가나의 대통령 은쿠르마
(Kwame Nkrumah)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12월 아크라(Accra)에서 열린
첫 번째 아프리카학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African Studies)에서
행한 모두연설에서 은쿠르마(Kwame Nkrumah)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프리카를 둘러싼 신화에서 주된 편견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람이 아
니라는 것이다. 다른 대륙들이 정형화된 역사와 확고한 길을 가지고 있
으나 아프리카는 정체되어 있고 타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아프리
카는 유럽인과 접촉한 이후에 역사시대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러므로 아프리카의 역사는 유럽 역사의 연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헤겔의 권위는 아프리카에 관한 역사적 가설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식민
주의와 제국주의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그것을 고수하고
널리 쓰고 있다(Nkrumah 1964, p. 8).

∙ 260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바라본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연구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은 분명히 아프리카 역사의 유럽화를 포함한다.
특히 유럽화는 정확히 말해서 유네스코 아프리카 통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프리카 역사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 역시 어느 정도 유럽화되
었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아프리카 학자들은 서구의 교육기
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유럽의 학술적 전통으로부터 역사 서술과 편찬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역사 편찬 기술은 서구의 지적이
고 학술적인 전통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아
프리카 역사가는 유럽 중심주의적 학술 전통의 ‘생산품’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분명히 아프리카 역사가들은 인식론적 변증법에 사로잡혀 있다. 아프
리카인들이 바라본 자신의 역사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인식(view from
within)’과 실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역사가를 위한 변증법은 문
화충격의 낯선 문명으로의 부분적 동화로 부터 그의 사회와 그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재발견을 포함한다(Mazrui 1984, p. 23).
동의하고 싶지 않지 않지만 트레버-로퍼가 제기한 과거 500년 동안 세계
의 역사는 유럽인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합리적 정신, 탐험과 도전정신, 노예무역과 식민지를 향한 제국
주의적인 노력 등은 분명히 유럽인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세계사를 재구성하고 왜곡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역사
와 문명사 역시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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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과 아프리카 역사 서술
최근 아프리카 출신 역사학자들과 신진 ․ 소장파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역사 서술과 역사학 방법론에 대해 아프리카주의(Africanism) 또
는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sm)이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
프리카인들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세계사 속에서 아프리카 역
사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으로 인식되고 있다.7)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연구방법론은 그동안의 아프리카에 대
한 유럽 중심주의 연구방법론(Eurocentric paradigm)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Oyebade 1990, p. 234). 물론 이러한
시도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라는 시각이 보편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 유럽 중
심주의 연구방법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거나 지금 당장 대체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중심주의라는 시각은 그동안 ‘유럽’이 모든 가
치 판단의 근거로서 인식되어 왔고 세계사가 ‘서구 문명’이라는 시각에서
기술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론을 제시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은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인
종주의(racism)를 극복하고 아프리카인 스스로 자신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려는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로 대표되
7)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에 대해서는 김광수(2005, 2007)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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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인의 독재와 주도로 인해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을 주
변부에 머무르게 만들었다(Chirstian 2002, p. 179).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세계사 속에서 아프리카가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역사 발전의 수동자로서, 그
리고 세계사의 주변부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왔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
다. 두 번째로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세계사를 전개시키는 일원론적/
진화론적 역사관은 지리적으로 발견되는 문화의 차이를 곧바로 역사적 발
전 단계의 전후관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아프리카 역사를 타자화 또는 주
변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이 그동안 서구인의 역사 인식과 서술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
프리카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은 아프리카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
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역사적 ․ 문화적 특수성이 인종적 특징보다 훨씬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 인식론은 역사적 이해와 직관적인 통찰의 결합을 통
해 지식을 입증한다. 아프리카 중심주의 학자 노먼 해리스(Norman Harris)
는 알려져 있는 것과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인의 과거 속에서 최고
의 전통과 함께 개인적인 의식의 조화를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대조적으로 유럽중심주의 인식론은 과학적 방법과 객관성의 조합
을 통해 지식을 입증하지만 아프리카 중심주의 인식론은 비슷한 조건을 통
해 획득된 유사한 결과가 현실의 지표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적 방법의 우월성이라는 가정이 존재하는데 해리스는 칼 융
(Carl Jung)의 언급을 제시하며 이 가정의 오류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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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유물론은 단지 지적 죄라는 새로운 실체를 도입했다. 그것은
최고의 현실 원리에 다른 이름을 주었고 이 생성된 새로운 것을 가정하
여 오래된 것을 파괴하였다. 네가 ‘하나님’, ‘물질’, ‘힘’ 또는 다른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의 존재원리를 부르든 아니든, 너는 아무것도 생성하지
않았다. 너는 단순히 기호를 바꾸었을 뿐이다(Harris 1992, p. 156).

아프리카 문명, 철학, 종교와 같은 주제에 대해 그동안 정통성과 역사적 배
경에 대한 질문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오카포르(Victor O. Okafor)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답은 아프리카 문명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아프리콜로지(Africological)8)의 아프리
카 문명화에 관한 교육학적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Okafor 1997, p. 299).
오벵가(Théophile Obenga)는 최근 저서 뺷잃어버린 전통: 세계사 속 아프리
카인의 철학(A Lost Tradition: African Philosophy in World History, 1995)뺸
에서 역사적 사실을 들어 아프리카인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고인이 된 그의 동료 디옵(Cheikh Anta
Diop)이 공헌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학문적으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는 아프리카 철학의 제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오벵가
는 한 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 철학이 단지 고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

8) 미국 교육에서 Africology 또는 Africana Studies는 아프리카와 다른 대륙의 아프리카인 후
손의 역사, 정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 과정에서 초기에는 Afro-Latin American
과 Black Studies 교육 과정은 African American Studies라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후반 아프리카 대륙과 디아스포라로 인해 다른 대륙, 특히 아메리카에 살게 된 아
프리카 후손에 대한 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Africology (검색
일: 201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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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명화에 깊이 기여하고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오벵가
는 ‘아프리카 문명은 존재하는가?’, ‘아프리카 문명은 실재하는 것인가 아
니면 단순히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문화적으로 고립된 일련의 문명들
일 뿐인가?’라는 아프리카 역사학이 갖는 개념에 대해 답하려고 노력했다
(Obenga 1997, p. 300).
아프리카 문명이라는 범주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리카 문명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문화적
으로 단절된 문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큰 논쟁거
리였다. 편협한 인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그들이 말하는 것
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대륙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명’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오카포르는 아프리카 문명에 관한 강의에
서 아프리카를 하나의 대륙으로 보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은 아프리카
가 사실은 유럽의 창작품으로서 하나의 대륙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지적
이 필요하다. 특히 이는 무딤베(Valentin Y. Mudimbe)의 뺷아프리카의 발명
(Invention of Africa, 1988)뺸을 다소 뒤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Okafor
1997, pp. 300-301).
일반적으로, 식민지 이전 시대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립된 씨족이나 소
수민족 집단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
말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첫째,
아프리카는 내륙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
었다. 아프리카 문명화의 중세시기에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사회적, 경제
적 교류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AD 약 600

26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년부터 1600년까지 서아프리카인과 북아프리카인 간에 이루어진 사하라
종 ․ 횡단 무역로와 10세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
라비아, 아프리카가 연결된 인도양 무역로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대규모로 혼합
되었는데, 이러한 혼합이 이루어진 남동부 지역은 AD 10세기부터 17세기
까지 킬와(Kilwa), 몸바사(Mombasa), 소팔라(Sofola), 말린디(Malindi), 잔지
바르(Zanzibar) 등 스와힐리 해안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 남부 아프리카의
마풍구부웨(Mapungubwe), 그레이트 짐바브웨(Great Zimbabwe), 모노모타
파(Monomotapa) 제국과 아라비아, 인도, 중국과 무역을 중개하여 부를 쌓
았다9).
이러한 무역은 스와힐리어(Kiswahili)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스
와힐리는 그 자체로 언어를 의미하며, 동시에 케냐와 탄자니아의 인도양
해안지역과 잔지바르 섬 부근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칭한다. 요약해서 설
명하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을 인식하고 있던
폐쇄적인 아프리카인에게 식민지배가 ‘하나의 대륙’ 혹은 ‘하나의 지역’으
로 아프리카를 인식하도록 했다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과 주장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는 것이다(Okafor 1997, pp. 301-302).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이 자각과 발전을 통해 하나의 지역,
나아가 대륙 전체에서 중요한 내륙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찰하는 것
은 아프리카인의 역사를 아프리카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려는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역사 기술로 볼 수 있다.

9) 스와힐리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는 김광수(200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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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을 논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족, 종족,
제3세계, 원시, 미개, 야만, 검은 아프리카, 발견, 탐험, 신기함 등의 수사들
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을 부정하였던 다른 세계 사람들-유럽중심주의
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서구인-에 의해 정의된 말들이다. 아프리카를 설명
하고 있는 이 표현들만 고찰해보아도 지금 시점에서 왜 아프리카 중심주의
적 시각과 연구방법론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아프리카인이 자신들의 시각
으로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 중심주의 연구방법론의 중요한 핵심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아프리카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Oyebade 1990, p. 233). 서구학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학자들도 그동안의 아프리카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역사와 문명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와 분석이 더욱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Kwame et al. 1999, p. 45). 이러한
지적은 아프리카에서 교육받은 아프리카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전
개해왔던 아프리카 역사 서술과 역사학방법론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
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역사(New History)’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 ‘아프리카 독립의 해’ 이후 아프리카 각국에서 대학에 ‘국사학과’
또는 ‘역사학과’를 신설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한 지 50년이
지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침략과 지배를 통해 오랫동안 이루
어진 아프리카 역사와 문명에 대한 잘못된 기술은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
각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아프리카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수정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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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악숨 문명의 역사
1. 악숨 문명의 태동
그리스의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인이 BC 3,000년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의 민족성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인
은 아프리카의 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아직 충
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Gates 1999, pp. 97-98).
고대 이집트인이 이주하였든 그렇지 않든 학자들은 발굴과 문헌연구를
통해 BC 1,000년(악숨 이전 시기)경에는 북부 에티오피아에 농업 문명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BC 500년경까지 지금의 예멘에 위치한 사바(Saba)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무역망이 구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는 일단의 이주가 남부 아라비아에서부터 에티오피아로 발생했고 토착
인구와 섞여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쟁기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Reader 1998, p. 7). BC 1,000년경 남부 아라비아에서 온
셈족이 아프리카 연안, 특히 현재의 에리트레아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셈족은 사바어라는 문자(Sabaean Script: 남부 아랍어(語)의 비문(碑文)
에 사용된 문자)를 사용하였다(Gozálbez&Cebriáan 2002, p. 158).
악숨 문명 이전의 북부 에티오피아 문명에 대해서 안프레이(F. Anfray)는
두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남부 아라비아 시기(The South
Arabian Period)로 북부 에티오피아에 남부 아라비아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시기이다. 이 영향력의 주요한 흔적은 에리트레아와 티그레(Tigre)의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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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비문(碑文)10)에서 확인된다. 이것들은 사바왕조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기의 남부 아라비아의 것들과 유사하다. 또 하나의 시기는 중간시기(The
Intermediary Period)로 남부 아라비아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내
부의 발전이 보이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남부 아라비아와 수단의 메로에
왕국이 쇠퇴하는 시기로 아둘리스를 통해 모든 무역품을 통제하던 시기였
다. 지리학자인 클라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y)는 도시 악숨
과 악숨 왕조(Royal Axumite Dynasty)의 출현을 BC 2세기로 주장하고 있
다. BC 3세기 중반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Ptolemy II: Ptolemy는 영어식 표
현으로 ‘톨레미’라고 발음하기도 함. 기원전 4~3세기에 이집트를 지배한 프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역대 왕)가 필라델푸스(Philadelphus), 즉 아둘리스 항
구를 만들었고 그의 후계자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 의해 확장되었다. 약 75년
후에 로마의 플리니우스(Pliny)는 그의 저서에서 아둘리스 항이 홍해에서 가
장 중요한 항구 중의 하나였다고 적고 있다(Mokhtar 1990, pp. 192-193, 202).
남부 아라비아로부터 이주한 셈족 중 사바어를 사용하는 민족집단은 하
바샤트(Habashat)와 아가지얀(Agaziyan)인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원전 첫
밀레니엄의 중반에 아프리카에 도착하였다. 하바샤트는 현재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북쪽을 뜻하는 아비시니아(Abyssinia)와 아라비아말로 ‘혼합’
이라는 뜻의 ‘habash’가 합쳐진 말이다. 아가지얀은 ‘이주하다.’라는 뜻인
‘gaaz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마타라(Matara)나 콜로에
(Coloe 또는 Koloé)와 같은 상업 도시나 거주지가 존재하였고 이 도시들은
10) 금석문(金石文)은 금속(金)이나 돌(石)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銘文)을 지칭하는 것
으로 명각(銘刻)과 같은 뜻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유물은 돌에 문자를
새겨 넣은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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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Gozálbez
&Cebriáan 2002, p. 160).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남부 아라비아는 악
숨문명이 초기에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무역과 악숨의 성장
현재 악숨은 에티오피아 북쪽 지역의 조그만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고 초
라한 마을로 역사가 전하는 화려한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러나 마을 곳곳에는 오래전 사라진 시대의 흔적들이 땅위에 부분적으로 드
러나 있어 역사 속의 신화와 전설에 담긴 잃어버린 진실들을 역사로 우리
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악숨 왕국이 BC 4~5세기경부터 가장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역
사는 바젠 왕(King Bazen)을 묘사하는 AD 1세기의 비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악숨 왕국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자료는 AD 1세기에 익명의 그리스
상인이 쓴 뺷에리트리아 해 항해기(Periplus of the Eritrean Sea)뺸로 홍해에서
부터 악숨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고원 지대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통치자 조스칼레스(Zoskales)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한다(Gozálbez
&Cebriáan 2002, p. 162). 이 항해기는 이집트와 인도 사이에 행해진 해양
교역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항구와 왕국
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오직 한명의 통치자, 악숨의 왕 조스칼레스에 대
해서만 묘사하고 있다.
에리트리아 항해기에서 아둘리스를 ‘내륙 상아 무역의 중심 도시인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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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부터 3일 걸리는 큰 마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곳으로부터 악
숨까지는 5일이 걸린다고 적고 있다. 아둘리스 항구는 씨에눔(Cyenum)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나 나일 강 너머의 모든 상아들이 집산되는 곳으로 악숨
왕국의 상아 수출항이었다. 또한 사료에 의하면 코끼리의 뿔, 거북이의 등
껍질, 흑요석(obsidian) 등의 상품도 아둘리스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아둘
리스를 통해 이러한 상품이 수출되었다는 내용이 뺷에리트리아 항해기뺸 이
전에도 플리니우스(Pliny)의 뺷박물지(Historia Naturalis)뺸에 언급되었다. 따
라서 아둘리스는 악숨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항구로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세기 경 로마인과 그리스인은 초기 악숨 왕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
만, 그 ‘마을’이 아둘리스 항구의 내륙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플리니우스는 아
둘리스에 대하여 ‘은자(隱者)들의 땅’이라고 언급하였다(Mokhtar 1990, p. 204).
아둘리스는 한 때 고대 에티오피아의 지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의
명문(銘文)이 발견된 곳이었다. 6세기경에 기독교도가 쓴 뺷그리스도교 지지
(地誌)(The Christian Topography)뺸11)의 텍스트가 최근 완다 올스카-코너스
(Wanda Wolska-Conus)박사에 의해 재편집되고 해석되었다. 완다 올스카-코
너스 박사는 뺷그리스도교 지지(地誌)뺸에 대한 연구에서 에티오피아의 악숨

11) 이 그리스인은 기독교도이자 상인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살았던 것으로 추
정된다. 그는 ‘코스마스 인디코플레우스테스(Cosmas Indicopleustē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름은 11세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인도, 스리랑카를 여
행한 후 AD 535~547년 뺷그리스도교 지지(地誌)뺸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지구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그 중심에 인간이 살고, 위는 하늘, 평면의 둘레는 바다, 그 저쪽에는
아담의 낙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디코플레우스테스’라는 말은 ‘인도의 항해자’라는 뜻
이지만 그의 책에는 코스마스가 인도로 직접 항해했다는 증거가 그의 책에 없어, 그의 이
름에 ‘인디코플레우스테스를 붙인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Kirwan, 1972b,
p. 1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2614&mobile&categoryId=939 (검색일: 2012.
7. 30);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794 (검색일: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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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과 인접한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정학적 분석과 함께
악숨 왕국 이후의 역사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Kirwan 1972b, p.
166; Phillips 1997, p. 445).
아둘리스는 홍해 연안의 줄라 만(Gulf of Zula)에 위치해 있고, 마사와
(Massawa)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여전히 아줄리(Azuli)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해안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으며 서쪽은 만(灣)으로,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충적토 평원에 위치하
고 있다. 도시와 아둘리스의 항구가 있는 해안 사이의 거리는 로마 시대에
설명한 길이와 같다. 뺷그리스도교 지지(地誌)뺸에 포함된 지도에는 이 항구
가 ‘가바자의 세관(The Customs House of Gabaza)’이라고 되어 있다. 로마
시대에 아둘리스는 이집트와 아라비아, 실론과 인도에서 온 배들로 북적이
며 에티오피아의 다른 지역, 그리고 수단과 소말리아에서 온 상아와 거북
등딱지, 코뿔소의 뿔 등을 실은 배들로 북적이던 동북 아프리카 연안의 가
장 중요한 수출입항이었다. 나일 계곡 무역로는 초기 파라오 시대부터 동
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를 지중해와 잇는 주요한 무역로였다. 아둘리스의
부상과 무역의 성장은 나일 계곡의 오래된 무역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Kirwan 1972b, p. 168; Phillips 1997, pp. 449-450).
무역로에 대한 악숨 왕국의 지배는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악숨이 상나일(Upper Nile), 남부 아라비아, 타나 호수
(Lake Tana) 지방과 에티오피아 주변 사막 지대를 정복했을 당시 악숨의 왕
은 인도양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 무역로를 통제했으며
또한 북동 아프리카 내륙 지방의 무역로도 통제하였다. 말라카(Malacca: 말
레이시아의 항구도시)와 지브롤터(Gibraltar) 해협과 함께 고대 세계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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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 무역로 중 하나였던 바브엘만데브(Bab-el-Mandeb) 해협(아라비
아 반도 남서부와 아프리카 해안 사이에 있는 해협. 인도양의 아덴 만과 홍
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예로부터 중요한 항로였는데 수에즈 운하가 개통
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음)도 악숨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고대에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홍해와 페르시아 만, 인도와 실론 섬, 말라카 해협과 동남아
시아의 국가들을 연결해주는 활발한 해양 무역로였다. 아덴만의 또 다른
무역로는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 해안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무역로는 AD 1세
기 초에 남부 아라비아 선원에 의해 사용되었고 또한 인도인과 로마제국이
사용하였다(Mokhtar 1990, p. 218).
그림 1. 7~9세기 에티오피아 악숨 왕국(The Diagram Group 200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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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리스 항구의 발전은 악숨 왕국의 지원과 이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둘리스 항구가 뺷에리트리아 항해기뺸에서 악숨 왕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설립된 시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한
설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D 3세기경 도시 악숨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언자
마니(Manes Mani: 216~217, 바빌로니아 출생의 페르시아인으로 마니교를
창시한 인물)가 케팔라이아(Kephalaia: 이집트에서 마니가 죽은 후에 그의
강연을 모아서 편찬한 설교집을 말함)에서 악숨 왕국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왕국’이라 칭하였던 점에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Mokhtar 1990,
pp. 204, 214). 또한 페르시아인이 페르시아, 로마, 실레오스(Sileos: 중국으
로 추정됨)와 함께 악숨을 세계 4대 문명으로 규정한 사실로 보아도 악숨
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Reader 1998, p. 216). 지금까
지 남아 있는 웅장한 건물과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많은 다른 물질
적 증거로 비추어볼 때 악숨이 당대에 훌륭한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부 아라비아에 대한 악숨 왕국의 세력 확대를 언급한 가장 초기의 자
료들은 2세기 말과 3세기 초 아라비아의 사바 왕국(Sabaean)의 비문들이다.
비문들은 예멘에서 정복전쟁을 했던 아비시니아인 또는 악숨인에 대해 전
하고 있다. AD 183~213년 사이에 악숨의 왕이었던 가다라(Gadara)와 그의
아들은 남부 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하였고, 반(反) 사바왕
국 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3세기 말과 4세기 초반에 악숨의 왕인 아
즈바(Azbah)가 남부 아라비아에서 또한 전쟁을 벌였다. 이후 히마리트(The
Himarites)인은 국가를 통일하였지만 그들의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악숨
의 왕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남부 아라비아의 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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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름과 통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악숨의 왕들에 의해 2개의 그리스
비문으로 기록되었다. 두 개의 비문 중 긴 비문의 저자는 악숨이 사바인의
땅 끝인 예멘의 해안 지역과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인 이집트의 국경지역
으로부터 소말리(Somali)의 향료 지역까지 정복했다고 적고 있다(Mokhtar 1990,
p. 213).
악숨 왕국의 전성기인 AD 4~5세기에 제국은 서쪽으로는 사하라 가장자
리부터, 동쪽으로는 홍해를 건너 루벨 할리(Rub’el Hali)라는 아라비아의 사
막 내륙까지, 그리고 로마제국의 남쪽 지역까지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Reader 1998, p. 208).

3. 악숨의 통치자, ‘왕중의 왕’
데케 마하리(Deke-Mahari)에서 발견된 그리스의 비문에서 셈브로테스
(Sembrouthes)는 자신을 ‘왕중의 왕(Neguse Nagaste)’이라고 적고 있다. 셈브
로테스는 3세기 중엽에 악숨을 통치했던 인물로 당시 아라비아의 왕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정도로 막강한 통치력을 갖고 있었다(Gozálbez & Cebriáan
2002, p. 164).
악숨 왕국은 악숨과 속국으로 나누어졌고 악숨의 지배를 받는 왕국들은
왕중의 왕인 악숨의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다. 그래서 그리스는 악숨을
강력한 통치자라는 의미의 바실레우스(Basileus; 고대 그리스에서 ‘왕’을 뜻
하는 말)로 불렀다. 속국의 왕은 집정관, 독재자, 그리고 행정장관으로 구성
되었다. 에페수스의 존(John of Ephesus), 베트-아삼(Beth-Arsam)의 시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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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eon), 뺷힘야르 족의 책(Book of the Himyarites뺸의 저자와 같은 시리아
작가들은 악숨의 왕에게 ‘왕 중의 왕(mlk)’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며 또한
악숨의 속국인 힘야르(Himyar)의 왕과 알와(Alwa)의 왕들도 이와 같이 불
렀다. 그러나 악숨은 이들 모두를 ‘니거스(negus: 오늘날 에티오피아인들이
국왕을 존칭하여 부르는 말)’라고 칭했는데 이 말은 군대를 뜻하는 니거시
스(neguses)에서 온 말이다. 이들은 전쟁 때 군대를 통솔하는 것 뿐 만 아니
라 건축 작업도 감독하였다. 속국은 티그레(Tigre) 고원과 아가고(Agago),
메틴(Metin), 아가메(Agame) 등이 있는 줄라 만(灣)(Zula Bay) 사이에, 왈카
이트(Walka’it), 사멘(Samen), 아가우(Agaw) 등이 있는 탁카즈 강 너머, 에
티오피아의 건조 지역 주변인 아궤자트(Agwezat),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었다. 에자나(Ezana) 왕의 정복전쟁 이후에 이 왕국들은 나일 강
의 제4급류(cataract)12)와 센나르(Sennar: 수단 동부에 위치한 백나일과 청나
일 사이의 지역) 사이의 상누비아 북부 지대로 확장되었다(Mokhtar 1990,
p. 215).

4. 악숨의 몰락과 에티오피아의 정통성
악숨 왕국은 칼렙(Kaleb) 왕의 통치시기에 정점을 찍었다. 사산왕조의 페
르시아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공격했고 6세기 무렵 남부 아라비아를 지배
하던 악숨의 세력을 물리쳤다. 7세기 중반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홍해지역
12) ‘cataract’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크고 가파른 폭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나일 강을 설명할
때 나오는 ‘cataract’는 폭포라기보다는 배가 항해하기 어려운 ‘급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말로 ‘폭포’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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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슬림들이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아랍인들이 아프리카의 해변에
정착하였고 무역을 독점하였다. 8세기 말부터 9세기 초에 이르러 악숨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시작했다(Gozálbez&Cebriáan, 2002, p. 166).
악숨의 힘은 8세기 중동, 지중해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아랍 세력이 성장
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마야드(Umayyads)와 무아위야(Mu’awiyya)
의 출현으로 해상에서의 쟁탈전이 시작됐다. 달락 섬(Dahlak Islands)이 병
합되었고, 기독교인은 해안 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아둘리아의 중요
성은 감소한 반면 마사와(Massawa)나 젤리아(Zeila)와 같은 새로운 항구들
이 중요한 항구로 떠올랐다. 악숨이 제국의 영토를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해상무역로를 장악하였다. 많은 반란이 발생했
는데 북쪽 지역에서 베자(Beja)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강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티오피아 내륙과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당시 악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불확실하다.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랫
동안 유지되었던 악숨의 영광은 분명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뺷족장의 역사
(The History of Patriarchs)뺸는 에티오피아 왕이 바니알 함무위야(Bani-al
Hammwiyya) 여왕과 직면했고, 악숨은 전염병과 가뭄으로 고통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Budge 1928, p. 15). 970년대에 이븐 하쿠알(Ibn Hawqual)은
악숨은 30년 동안 유디스라는 여자에 의해 통치를 받았으며 그녀는 왕 또
는 하다니(Hadani)를 죽이고 남쪽에 있는 그의 영토를 지배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예멘의 왕이 엘하바사(el-Habasha)의 여왕에게 선물로 받은
얼룩말을 969~970년에 이라크의 지배자에게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Munro-Hay
1991, p. 103; Gates 1999,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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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적인 무슬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7~8세기에 많은 악숨의 기독교가
쇠퇴하였다. 아둘리스 항구로 향하는 통로가 막힌 악숨은 문화가 침체하고
아랍권과의 전쟁에서 이긴 유목민들이 북쪽 해안 지방을 침략하여 더욱 약
해졌다. 결국 10세기쯤에 비(非)셈족이며 몇 세기 전부터 악숨에 강력한 영
향력을 끼치던 아가우(Agaw)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아가우 민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후 통치자들은 북쪽과 해안 지방을 잃고 수도를 남
쪽으로 천도하였다. 12세기 말에 ‘아가우 왕조(A Dynasty of the Agaw)’라
는 뜻의 자그웨(Zagwe)라는 새로운 기독교 왕조가 출현하게 된다. 새로운
왕조는 수도를 악숨에서 남쪽으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라스타(Lasta)의
로하(Roha)로 천도하였다. 새로운 왕조는 악숨의 계승자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만들었다. 자그웨 왕조는 경이로운 세계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랄리벨라와 같은 석조 교회와 같은 장대하고 엄청난
고고학적 유산을 남겼다(Hancock&Pankhurst 1997, pp. 49-50).
에티오피아 역사 속에서 몇 개 왕조가 교체되었으나 악숨 왕국은 계속해
서 그 정통성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의 자식에서 유래된 악숨 왕조(솔로몬 왕조라고 부르기도 함)가 지배하
였다. 그 후 자그웨(zagwe) 왕조가 집권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조는 1270년
재집권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약 120년간 바위
를 깎아 만든 불가사의한 랄리벨라(Lalibela) 암벽교회가 만들어진다. 16세
기 중반, 남쪽에서 이주한 오로모(Oromo)인이 솔로몬 왕조의 통치권을 약
화시켰다.
19세기 중반, 테오드로스(Tewodros) 2세의 통치시기에 왕국의 힘이 다시
부활하였다. 강력한 통치자인 요하네스(Yohannis) 4세, 메넬리크 (Men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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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자우디투(Zawditu)(Menelik 2세의 딸) 그리고 1974년 사망한 하일 셀라
시에(Hail Selassie)가 솔로몬 왕조를 이어갔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에티
오피아는 왕정이 쿠데타로 인해 폐지되었고 멩기스투 하일 마리암(Mengistu
Hail Mariam)의 마르크스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1991년에는 에리트리아인
(Eritrean)과 티그레이인(Tigrayan)의 해방 세력이 멩기스투 정권을 전복하
고 그를 짐바브웨로 추방시켰다. 1991년 이후 멜리스 제나위(Meles Zenawi:
1991~95), 네가소 기다다(Negasso Gidada: 1995~2001), 기르마 웰데-기오르
기스(Girma Wolde-Giorgis: 2001~현재) 대통령 모두 악숨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 에티오피아를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악숨의 고고학적 발굴과 문헌자료
고대 도시 악숨과 그 주위의 고고학적 연구는 매우 다양한 다른 물건들
을 발견해냈다. 여기엔 상(像), 그릇, 그리고 돌로 된 다른 물건, 그 지역의
것이거나 수입된 많은 종류의 도기와 도기 머리, 다양한 유리병, 항아리, 다
수의 유리 구슬, 청동으로 주조된 작은 상이나 동물, 몇 개는 유리로 새겨
진 장식판과 갖가지 도구, 칼, 창머리, 핀셋, 도끼, 돌을 다듬는 용도의 꺾
쇠, 많은 못, 전부 철로 만들어진 무거운 망치, 그리고 조그만 양의 진주와
가죽 조각 등이 있다. 풍부한 유물 덕분에 악숨은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
으로나 흥미를 끄는 주요 지역이 되어왔다. 1805년 초, 영국의 특사인 헨리
솔트(Henry Salt)는 이곳에서 최초의 탐색 작업을 지휘했다. 그의 발견은 후
에 다른 고대 유물과 함께 19세기 말 그의 동료인 시어도어 벤트(Theo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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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에 의해 뺷에티오피아의 신성한 도시’(The Sacred City of the Ethiopians
(London, 1893))뺸라는 권위 있는 여행 서적으로 출간되었다.
1905~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악숨에 대한 독일 탐사단의 고고학적 성과
는 1912년 베를린에서 발간된 네 권의 뺷Deutsche Axum-Expedition뺸에 나타
나 있다. 이 소중한 책에는 다니엘 크렌커(Daniel Krencker)가 그린 악숨 시대
건물의 ‘재건설’을 포함하는 다수의 그림을 포함되어 있다. 악숨의 홍해 항
구인 아둘리스는 이탈리아 학자인 파리베니(R. Paribeni)와 그의 두 명의 동
료 안자니(A. Anzani)와 콘티 로시니(C. Conti Rossini)에 의해 조사되었고,
악숨의 동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동료인 모네렛 드 빌라드(V. Monneret de
Villard)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후 도시의 고대 유물에 대한 더 많은
연구는 뺷Aksum, Ricerche di topografia generale(Rome, 1937)뺸이라는 책에
의해 출판되었다. 1950년대 초에 도시 안과 주변에서 더 많은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고고학 부서가 에티오피아 고고
학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연구소는 아디스아바바의 박물관에서 악
숨의 동전과 같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또한 Annales d’Ethiopie라는 정기간행물도 출간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프랜시스 안프레이(Francis Anfray)와 로저 슈나이더(Roger
Schneider)라는 두 명의 프랑스 학자가 영입되어 악숨의 수많은 새로운 비
문에 대한 내용을 출판했다(Hancock&Pankhurst 1997,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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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악숨 문명의 정체성
1. 시바 여왕과 메넬리크
악숨 왕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과 전설은 최소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다. 그들은 마케다(Makeda)라는 전설적인 시바(Sheba) 여왕13)이 악숨에서
부터 예루살렘(Jerusalem)에 있는 왕 솔로몬(Solomon)을 방문하기 위해 많
은 재물을 가지고 여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14).
몽게스(Monges 2002)는 시바 여왕 마케다가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 왕을 방문하였고 이러한 시바 여왕의 행위를 아프리카 중심주
의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시바 여왕의 지혜 추구를 시바화(Shebanization)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노력이 에티오피아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
향을 주었는지 해석하려고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아들 메
넬리크 1세(Menilek I)는 솔로몬 왕조(Solomonic Dynasty)의 창시자로서 예
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서 몇 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에서 전설적인

13) 마케다(Makeda)는 시바의 여왕으로 고대 시바 왕국의 군주로 에티오피아 역사를 적고 있
는 하베샨(Habeshan history), 히브리서(Hebrew Bible), 신약성서, 꾸란에 언급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Queen_of_Sheba (검색일: 2012. 01. 06).
14) 성경의 열왕기에 따르면, “그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나누었다(communed with
him of all that was in her heart)”라고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 왕은 시바의 여왕에게 그녀
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와 하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한다(열왕기상
10:1-13, 역대하 9:1-12).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역시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왕이 땅의 끝에
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마태복음 12:42, 누가복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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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악숨의 고고학 박물관(Archaeological Museum)에 있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만남을 그린 그림

‘언약의 궤(Ark of the Covenant: 모세의 십계명을 새긴 2개의 석판을 넣어
둔 상자)’를 가져왔다고 전해진다.15) 에티오피아의 믿음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그때부터 악숨 왕국에 보관되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회자된
다. ‘언약의 궤’가 악숨의 ‘시온의 성 메리(St. Mary of Zion) 교회’에 보관

15) ≪케브라 나가스트≫에 따르면, 메넬리크는 마케다와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성장함에 따라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케다 여왕은 그에게 솔로
몬에 대해 모두 말해주었고 결국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
올 때 솔로몬 왕은 몇 명의 제사장을 선별하여 아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했고 제사장들은
‘언약의 궤’를 가져갈 것을 공모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언약의 궤’가 없어진 것을 알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에티오피아로 가져와 매우 안전한 곳에 그것을 보관하였다. 에티
오피아 사람들은 ‘언약의 궤’ 주위에 종교적 의식과 이에 관한 기록을 축적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메넬리크가 왕이 된 후 시바 여왕 마
케다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그러나 하일레 셀라시 황제와 이후 에티오피아 대통
령들은 그들의 자손이 에티오피아를 통치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들 역시 이러한 정통성
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Monges 2002,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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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누구도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
‘언약의 궤’는 신성한 수사가 보호하고 있으며 역사학자와 고고학자의 접
근이 가로막혀 있어 전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사는 자신이 죽을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있다(Hancock&Pankhurst
1997, p. 36).
시바 여왕은 그 당시 가장 귀중한 물품이었던 유향(frankincense)과 몰약
(myrrh)이 유일하게 생산되는 곳을 통치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무역로를 보
호하기 위해 그녀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탐린(Tamrin)을 솔로몬 왕에게 보
냈는데 그가 돌아온 후 여왕에게 솔로몬 왕의 부, 권력, 지혜에 대해 말했
다. 시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을 하여 솔로몬 왕의 지혜를 입증하기 위해 길
고 힘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즉 그녀는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Monges 2002, p. 235).16) 몽게스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의 중심을 시바
여왕 마케다에게 옮겨 놓고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에티오피아인들은 황족의 조상을 구약성서의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BC
1,000년경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 전해 듣고 “지구의 끝에서부터” 예루살렘
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향신료, 금 그리고 보석들을 실은 낙타를 끌고 갔다. ‘왕의 영광’으
로 불리는 뺷케브라 나가스트(Kebra Nagast)뺸는 울렌도르프(Ullendorff)가 지은 14세기 문학
작품으로 솔로몬 왕조의 계보를 정리한 연대기이다. 이 책은 모든 에티오피아인의 국가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Brroks 1996,
p. xxiv; 박정경 2004, p. 126; 니컬러스 클랩 2005, p. 290).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에티
오피아의 전설에 의하면 여왕은 어려운 문제를 내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
라 메넬리크라는 이름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따라 지혜의
아들(Ebna Hakim)이라고 불렸다. 아들 메넬리크는 솔로몬 왕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 에티
오피아의 왕위를 시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거의 3,000년의 기간 동안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신으로부터 선택된 자’, ‘모든 에티오피아인의 왕’, ‘왕 중의 왕’을 의
미했다. 1975년 왕위에서 쫓겨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하일리에 셀라시에 1세도 이
러한 사실을 언제나 강조했다(Brus 197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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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여왕 마케다는 누구인가? 분명히, 그녀는 천년왕국에 대한 사람들
의 상상에 매료되었다. 종교적인 글들과 함께 몇 달 동안이나 뉴욕 타임즈
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였던 재키 리던(Jacki Lyden)의 뺷시바 여왕의 딸
(Daughter of the Queen of Sheba: A Memoir, 1998뺸 등 그녀에 관한 유명한
많은 책들이 있다. 우리는 또한 유럽 고전 작곡가인 헨델(Handel)의 오페라
뺷시바 여왕의 도착(The Arrival of Queen of Sheba)뺸17)과 같은 수많은 작품
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종교학,
역사학, 고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시바 여왕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다루
어지고 있으며 시대를 뛰어 넘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시바 여왕 마케다의 확실한 출신 지역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
어왔다. 프릭차드(James B. Pritchard)의 뺷솔로몬과 시바(Solomon and Sheba,
1974뺸는 그녀를 남부 아라비아(Southern Arabian)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역
사가 월리스 버지(E. A. Wallis Budge)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신성한 모습을
그린 뺷케브라 나가스트, 시바 여왕과 그녀의 아들 메넬리크1세(The Kebra
Nagast, The Queen of Sheba and Her Only Son Menyelek I, 1932뺸에서 그녀
의 출신 지역을 에티오피아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민족 서사시

17)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3막의 “시바 여왕의 도착: 헨델은 1748년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
몬의 이야기를 소재로 오라토리오(oratorio; 성담곡) “솔로몬(Solomon)”을 작곡했다. ‘메시
아’, ‘유다스 마카베우스’와 함께 작곡가의 가장 뛰어난 오라토리오로 손꼽히는 ‘솔로몬’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 솔로몬(BC 971~932)에
관한 구약성서의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종교적이기보다는 인간 솔로몬에 더 치중한 작품
이다. 솔로몬을 방문한 시바 여왕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노래들과
극적인 합창이 적절히 어우러진 일급 대작으로 특히 시바 여왕이 도착하는 장면의 장엄하
고 화려한 음악은 이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 ‘시바 여왕의 도착’은 오라토리
오 ‘솔로몬’ 3막 중에 나오는 유명한 기악곡이다.
http://blog.naver.com/paulrhe?Redirect=Log&logNo=80161675674 (검색일: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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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케브라 나가스트뺸의 본문에 나타난 시바 여왕과 그녀의 유일한 아들 메넬
리크에 관한 기술에서는 그녀의 고향을 에티오피아로 설명하고 있다.18) 또
한 유대인 역사가 조셉프스(Josephus)는 시바 여왕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의 여왕으로서 언급하고 있다(Josephus 1981, p. 179-18; Monges 2002, pp.
236-237).
성경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시바 여왕의 왕국은 당시 홍해와 걸프만을 배
경으로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과 교역을 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성경의 내용
에 따르면 시바 여왕의 왕국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지도를 보
면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쪽으로 현재의 예멘을 말하고 있다.19)
18) 최근의 연구에서 에티오피아인 DNA는 ‘시바의 여왕’ 유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유전자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인들의 유전자와 섞여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에티오피아와 다른 지역과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
57661 (검색일: 2012.07.31)
19) 성경에서는 시바 여왕이 현재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예멘 지역 출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욥기 1:15에 보면 “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
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라고 하고 있다. 욥기 6:19에 보면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시바의 행인(상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술에서 시바인들이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72:15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다. 이사야 60:6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금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왔고 솔로몬을 방문
할 때 가져온 물품을 보면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추정할 수 있다. 역대하 9:9에 보면 “이
에 그가 금 백이십 달란트(1 달란트는 약 34kg으로 120 달란트는 약 4,080kg으로 막대한
양임)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께 드렸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
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라고 하였다.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는 이름으
로 기술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구스”는 구약성경에 75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에티오피안”으로 말하고 2번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8:27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로 나타나고 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42에 보면 시바 여왕을 가리켜 예
수님은 “남방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다(창세기 2:11; 10:7, 29, 25:18; 박우택. ‘솔로몬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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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라비아는 지금도 유향과 몰약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녀
가 남부 아라비아 출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인의 정체성을 밝히
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은 악숨에 시바 여왕의 왕궁이 있었음을 밝혀냈다.20)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에티오피아인들이 시바 여왕을 자신들의 여왕으로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의 정체성은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바 여왕 마케다가 솔로몬 왕에게 행한 지혜의 탐색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 이상으로 에티오피아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주
었다고 볼 수 있다. 몽게스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증명
하고자 한 시바 여왕의 방문은 에티오피아인의 힘을 하나로 결집되게 만들
었고 그 결과 더 크고 강력한 에티오피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새로
운 힘은 새로운 에티오피아 정교회(Ethiopian Orthodox Church)와 라스타파
리안주의(Rastafarianism: 성경을 흑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예수가
흑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리에 셀라시에 1세를 재림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 1982년 영국 국교회가 종교로 인정함), 그리고 기존
에 만들어진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에 새로운 종교적 영향을 주었다
는 것이다(Monges 2002, p. 241).
아온 스바여왕’, http://blog.naver.com/wtp9425?Redirect=Log&logNo=30138552262(자료검
색: 2012.09.26).
20) <에티오피아에서 시바의 여왕 왕궁 유적 발견> - 신문기사 (검색일: 2012.07.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0
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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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다. 후대에서 발견되는 전설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3세기에서 10세기까지 번영을 누렸던 위대한 악숨 왕
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많은 성경이야기와 함께 기독교
에 대한 오랜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이야기의 부
재 속에서, 중세 기독교 학자들은 솔로몬과 시바, 천사, ‘언약의 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신성한 이야기들을 짜맞추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왕
국으로 생각될 수 있는 알맞은 상징들에 대한 고대 전설을 만들어냈고 또
집대성했다. 영국군이 마그달라(Magdala) 침략 당시 뺷케브라 나가스트뺸를
훔쳐갔는데 황위에 오른 요하네스 4세(Yohannes Ⅳ)는 영국에 대해 “나의
나라에서는 그것 없이 내가 명령을 하면 국민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영국에 대해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1955년에 발효된 헌법은 에티오
피아의 황족이 “솔로몬과 시바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아들인 메넬
리크 1세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명시했다(Greenfield
1965, p. 170). 비록 몇몇 황제들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자라
야콥(Zara Yaqob)이후 거의 모든 솔로몬 계통의 왕들은 악숨에서 대관식을
거행했다(Gates 1999, p. 98).
뺷케브라 나가스트뺸에서 기술된 이야기의 진위를 떠나서 모든 에티오피
아인들은 악숨의 역사적 정통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역
사적 정통성이 악숨 왕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통치자들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치의 정통
성을 찾으려고 했고 현재까지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바
와 솔로몬의 전설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이지만 에티오피아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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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역사로 재해석하고 재평가
하고 있다.

2. 기독교와 ‘언약의 궤’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에 사는 사람들 중 반 정도가 기
독교도로 이 지역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기독교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나일 강을 따라 동쪽으로 뻗어 나갔으며 300년
경에는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까지 도달했다. 이집트 콥틱 교회(Egyptian
Coptic Church)를 제외하고 나일 계곡(Nile Valley)의 기독교 교회들은 사라
졌지만 에티오피아 정교(Ethiopian Orthodox Church)는 살아남았고 800년경
에 동아프리카에 이슬람이 침투한 이후에도 고립된 채로 기독교 전통이 이
어져왔다.
악숨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실은 4세기 비잔틴의 신학자 루피누스(Rufinus:
340/345~410)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루피누스는 이러한 사실을 프루멘티우스
(Frumentius)의 동료이자 후에 레바논 티레(Tyre)의 신부가 된 아에데시우스
(Aedesius)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뺷교회조직의 역사(Ecclesiastical History)뺸라
는 책에 적고 있다(Gozálbez&Cebriáan 2002, p. 166).21)
21) 티레의 기독교 상인이며 철학자인 메로피우스(Meropius)가 어느 날 인문과학(Humane
Studies)을 가르치고 있는 두 소년과 함께 인도로 여행을 했다. 나이가 많은 아이는 프루멘
티우스, 어린 아이는 아에데시우스라 불렸다. 그들이 돌아올 때 배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안에서 붙잡혔는데, 이러한 행위는 조약을 어긴 동로마 제국에 대한 보복이었다. 메로피
우스는 전투에서 살해되었고 두 소년은 나무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
한다. 왕의 앞에 붙잡힌 이들은 역량에 맞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에데시우스는 궁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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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멘티우스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를 여행
하였는데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대주교 성 아타나시
우스(Saint Athanasius: AD 293~373) 주교를 만나게 된다. 프루멘티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에게 에티
오피아에는 이미 많은 기독교도인이 있다고 설명하며 훌륭한 주교를 보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프루멘티우스의 말에 대해 고민하고
사제회의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
는 사람으로 프루멘티우스만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하고 주교로 임명하여
에티오피아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프루멘티스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기
독교 주교로 다시 에티오피아에 돌아오게 되었다(Hancock&Pankhurst 1997,
p. 37).
악숨 왕국이 패권을 잡게 된 전환점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삼은
시기였다.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악숨의 통치자는 에자나 왕(King Ezana:
321~360)으로 그의 이름은 여러 비문과 다양한 동전에서 발견된다. 에자나
는 에티오피아에서 일반적으로 세례명 ‘아브라하(Abraha)’, 문자 그대로 ‘빛
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반면에 그의 형제 샤에자나(Shaizana)는 아테스베

서 술을 따르는 역할을 하게 하였고, 프루멘티우스는 날카롭고 신중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회계 및 비서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두 소년은 이후 왕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왕은 왕은 얼
마 안 되어 어린 후계자인 아들과 미망인을 남기고 죽었다. 왕은 이 두 시리아인(Syrians)
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여왕은 눈물로 그들에게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간
청했다. 그녀는 특히 프루멘티우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는데, 아에데시우스는 충성스럽고
정직하지만 단순했기 때문이었다. 프루멘티우스는 왕비의 통치를 도왔고 기독교도인 외국
상인들을 찾아 여러 곳에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휴양지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상인들
에게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가 씨앗을 뿌려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
였다. 나이어린 후계자가 후에 왕위에 오르자 아에데시우스는 티레로 돌아왔고, 푸르멘티
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주교가 되어 에티오피아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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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새로운 교회(New Enda Maryam)의 성경책.

자료: 저자 촬영.

하(Atsbeha), 혹은 ‘새벽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프루멘티우스는 아바 살라
마(Abba Salama), 혹은 ‘평화의 아버지’로 한 비문에 기록되었다. 기독교는
급속히 악숨 지역에 확산되었고 6세기 초반에 그리스-이집트 여행자, 코스
마스 인디코플레우스테스(Cosmas Indicopleustes)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
된 모든 지역에 기독교 교회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Hancock&Pankhurst
1997, p. 38).
이러한 교회들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4세기
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온의 성 메리 교회다. 이 교회는 기독교 숭배의 긴
역사와 ‘언약의 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기독교 역
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 왕국의 영
적 수도로 악숨 왕조의 몰락 이후에도 다른 곳에 수도를 정한 많은 황제들
이 대관식을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에자나 왕 이후 가장 위대한 황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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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언약의 궤”가 있다고 주장하는 악숨의 시온 성 메리 교회.

자료: 저자 촬영.

메넬리크 2세(Menelik II)와 유일하게 비교되고 있는 자라 야곱(Zara Yaqob)
이 통치 초기인 1436년에 악숨에서 대관식을 가진 사건은 유명하다. 그의
연대기에 따르면 악숨의 많은 성직자를 포함하여 도시의 모든 주민이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150온스(약 4.25kg)의 금을 그를 위해 깔린
카펫에 뿌리고, 대관식 당시 고대에 만들어진 석좌 왕좌에 앉았다. 그의 12
명의 판사들 또한 석좌에 앉았는데 6명은 왼쪽, 6명은 오른쪽에 앉았다. 도
시에 머무는 동안 자라 야곱은 교회에 토지를 하사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은
“천국으로의 안내자(conductor to the Kingdom of Heaven)”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시온의 성 메리 교회에 대해서는 16세기 포르투갈 여행자 프란시스코 알
바레스(Franisco Alvares: 1465~1541)가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
교회를 ‘매우 훌륭한 교회’, ‘매우 큰’, ‘아치형의 천장으로 이루어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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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넓고 긴 훌륭한 통로’를 가진 교회라고 썼다. 또한 그는 이 교회에 대
해 ‘아치형 천장은 높이 있었으며, 천장과 벽들에는 색이 칠해져 있었다.
교회의 본체는 아름답게 잘 잘라진 돌로 만들어졌다. 일곱 개의 예배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동쪽으로 등지고 있고 제단들은 모두 잘 꾸며져 있
었다. 교회는 큰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마을이나 도시의 벽처럼 또 다
른 큰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담 안은 모두 테라스를 갖추고 있었고 사자
나 개의 조형물에서 물을 뿜는 장식이 있는 멋진 건축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Hancock&Pankhurst 1997, pp. 38-40).
그러나 1200년이 지난 후 무슬림 정복자 아메드 그란(Ahmed Gragn)의
침략으로 이 교회는 불에 타 버렸다. 이후 16세기 후반에 복구 작업이 이루
어졌다. 시온 성 메리 교회의 재건은 사르차 뎅겔(Sartsa Dengel) 황제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17세기 수도 곤다르(Gondar)를 건설한 파실라다스(Fasiladas)
황제에 의해 완성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교회는 전형적인 곤다르 건축양식
으로 지어졌다. 과거의 파괴된 교회의 잔해는 벽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이후 이 교회에는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에티오피아 왕들의 왕관뿐만 아니
라 중요한 자수품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시온 성 메리 교회는 성스러운 예배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내는 많은
아름다운 벽화와 그림들로 꾸며졌다. 1960년대 중반에는 시온성 메리 교회
옆에 거대한 돔 지붕을 가진 현대적인 성당(New Enda Maryam)이 건설되
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Hancock
&Pankhurst 1997, pp. 40-41). 이 새로운 교회는 하일리에 셀라시에 황제가
이탈리아의 침략에 맞서 에티오피아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 만난 엘리자베
스 여왕의 약속에 의해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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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교회의 요람인 악숨은 세계의 중요한 유일신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악숨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
는 모하메드는 악숨과 악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르마 왕이 죽었을 때 모하메드는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비시니아인들(Abyssinians)을 평화로이 남겨두도록’ 명령했지만 후에 이
명령이 언제나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모하메드는 다른 초기 난민들과 같
이 악숨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코란의 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마스하프
(mashaf)는 ‘책’을, 하와르(hawar)는 ‘사도’를, 인질(injil)은 ‘계시’라는 뜻으
로 게즈(Ge’ez)어나 에티오피아 말에서 차용된 것이다(Hancock&Pankhurst
1997, pp. 41-42).2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온 성 메리 교회는 에티오피아 통치자들의 대관
식 장소였으며 대관식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왕관이 보관되었다. 불행하
게도 현재 이 교회의 보물창고에는 25개의 왕관만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1665년 황제 파실리다스가 이 교회를 다시 건설한 이후의 것들이다. 이 교
회는 역사적으로 2번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약탈당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22) AD 615년 예언자 모하메드(Muhammad)의 통치 초기에 그의 추종자들은 아라비아에서 박
해를 받고 있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악숨을 언급하며 그의 제자들에게 “그곳은
잘못된 사람이 없는 정의의 땅이니 신이 너희에게 길을 열어 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하메드의 많은 추종자들은 그의 사촌인 자파르 이븐 아비 탈
립(Jafar bin Abi Talib)의 주도로 악숨으로 향했다. 박해자들은 악숨의 수도를 찾아가 당시
황제였던 아르마(Armah) 왕에게 그들을 아라비아로 돌려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박
해자의 대표인 자파르를 만나본 후 왕은 “만약 네가 산만큼 많은 황금을 준다면 나는 악숨
으로 나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며 박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피
난을 온 사람 중 한 명인 움 하비바(Umm Habibah)는 나중에 모하메드와 결혼했다. 아르마
왕은 자신이 약혼식을 준비하고 움 하비바에게 금 40디나르(dinars: 1디나르는 약 4.25g으
로 약 170kg)의 신부 지참금을 주었다. 아라비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악숨에 있는 위
대한 에티오피아 교회인 시온 성 메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벽에 그려진 멋진 그림들에 대해
서 모하메드에게 설명하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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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야만적 전쟁을 벌인 여왕 유디스(Judith)23)에 의해, 두 번째는 1535년
이슬람 침략자들 때문이었다.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왕관은
다시 지어질 당시 성당에 기부된 황제 파실리다스의 왕관이다. 1896년 황
제 메넬리크 2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물리친 아도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
기 위해 화려한 황금 왕관을 만들어 기증하였고 역시 이곳에 보관되어 있
다. 또한 1930년 하일레 셀라시에 1세가 대관식 때 사용한 왕관도 보관되어
있다(Brus 1975, p. 8).
4세기 초 악숨의 황제였던 에자나는 그의 존재와 기독교 개종에 대한 증
거를 다섯 개의 비문에 남겼다. 이 비문들 중 첫 번째 비문은 1805년 헨리
솔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사바어, 그리스어, 게즈어로 쓰였다. 여기서 쓰
인 게즈어에 모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비문으로 평
가되고 있다. 후에 발견된 비문에서 사용된 게즈어는 모음이 사용되고 있

23) 에티오피아의 전설에 따르면 10세기 에티오피아에 부정적 면모와 긍정적 면모 모두를 지
닌 여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여왕은 여러 설화에 의해 구디트(Gudit), 요디트(Yodit),
유디스(Judith), 이사트(Isat), 가와(Ga’wa)로 불리는 여왕과 악숨 왕조의 마지막 왕 딜 나아
드(Dil Nä’ad)의 딸인 마소바 와크(Mäsoba Wärq) 두 인물로 구분되어 전해 내려온다. 그
러나 이 두 인물은 실제로는 동일 인물로, 10세기 에티오피아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하바샤
여왕(The Queen of Habasha)이다. 이 한 명의 하바샤 여왕이 여러 설화를 통해 독립적인
두 인물로 설명된 이유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암하라 사람들이 많은 설화를
각색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설립한 자그웨 왕조를 악숨/솔로몬 왕조의 정통성에서 벗어나
는 것으로 생각했던 암하라 사람들은 설화에서 그녀를 반기독교적이고 파괴적인 요부로
왜곡했다. 또한 그들은 자그웨 왕조의 통치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악숨 왕조의 정통성을 세
우기 위한 시도로 이 한 명의 여왕을 통치시기가 다른 두 여왕으로 분리시키고, 계보 사이
에 악숨 왕들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곡 속에서 저자가 확신하는 진실은, 10세기
에티오피아에는 분명 한 명의 여왕이 존재하였으며, 그녀는 후대에 암하라 사람들이 각색
한 것처럼 악숨 왕조의 정통성을 벗어난 파괴적이고 비열한 요부가 아닌, 정통 악숨/솔로
몬 왕조의 계통을 잇는 구성원으로서 에티오피아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구하고 그 영토
를 서부 하다니(Hadani) 지역까지 확장시킨 매우 훌륭한 여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Anders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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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가지 언어로 쓰인 비문에서는 악숨의 통치자에 대해 “에자나, 악숨의
왕, 그리고 힘야르(Himyar)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적고 있다. 후에 발견
된 비문에서 확인한 사실은 에자나는 엘라 아미다(Ella Amida)의 아들이며
헬란(Halen)의 가족으로 밝혀졌고 악숨 왕국은 힘야르, 레이단(Raydan), 사
바(Saba), 살헨(Salhen), 치아모(Tsiamo), 베가(Bega), 카수(Kasu)를 통치했던
거대한 왕국이었음이 밝혀졌다. 하바샤트와 에티오피아가 에자나의 비문에
서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악숨 왕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처음으로 ‘에티오
피아’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악숨 왕국은 힘야르나 사
바와 같이 강력하고 거대한 남부 아라비아 왕국들을 통치하면서 홍해의 양
면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Gozálbez&Cebriáan 2002, p. 165).
‘언약의 궤’24)는 마케다 여왕과 솔로몬 왕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언약의 궤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아프리카 문화의 일부로서 고대
의 정신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제25왕조 시기에 검은 파라오 피앙
키(Piankhi)는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라의 궤(Ark of Ra)에 경배하였다
24) ‘언약의 궤’에 대한 설명은 성경의 출애굽기(Exodus)와 신명기(Deuteronomy)에 설명되어
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궤’의 디자인과 장식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
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언약의 궤’가 만들어진 수 세기 후에 쓰인 출애굽기에 잘 설
명되어 있다.
브사렐(Bezaleel)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5큐빗(cubit)1), 넓이가 1.5
큐빗, 높이가 1.5큐빗이었다.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혔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황금
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 막대를 만들고 금
으로 도금을 하고 궤를 들어 올릴 역할을 하는 궤의 면들에 있는 금고리에 막대를 넣어 메
도록 하였다. 막대기는 궤의 면에 있는 금고리에 넣어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 계약의 증거
를 궤안에 넣었다. 2.5큐빗의 길이와 1.5큐빗의 넓이로 순금으로 된 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덮개의 끝에는 한 쪽 끝에 하나씩 두 개의 금을 두드러 펴서 캐루빔(Cherubim: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 또는 짐승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초인적 존재)을 만들었다. 덮개를 가
지고 각각의 캐루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넓게 펴진 날개를 가지고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날개로 덮개를 감쌀 것이다(출애굽기 25:10-22, 출애굽기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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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 1932, p. xxi).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궤’는 십계명을 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냈다. 뺷케브라 나가스트뺸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
문에 ‘언약의 궤’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쓰여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힘’
을 상징하는 ‘언약의 궤’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에티오피아인을 의로운 존
재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궤’에
서 방출되는 힘은 우상과 인간을 파괴하고 에티오피아인들을 올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그들은 믿었다(Monges 2002, pp. 240-241).
‘언약의 궤’의 복제품인 타보트(tabots)조차 팀캇(Timkat)과 같은 중요한
종교적인 날에만 교회에서 옮겨지고, 화려한 덮개로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언약의 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신의 의
지에 의해서 그 궤를 에티오피아인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외부
인들은 보통 이런 주장에 대해 믿지 않는다. 디모테오스(Dimotheos)라는 19
세기 여행가는 ‘언약의 궤’ 안에 있는 명판은 이미 분실되었고 아비시니아
인들은 진짜가 아닌 돌을 숭배하고 있는 바보들이라고 경멸하고 있다
(Gates 1999, pp. 103-104).
‘언약의 궤’는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인공물이자, 신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약의 궤”는 BC 1,000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사원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BC
581년 사원이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 옛 바빌론의 왕, BC 605~562)의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하
지 못하고 있으며 히브리 성서(Hebrew Bible)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솔로몬의 출현 전 성서에 200번 정도 언급된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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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후 신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이 이 불가사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
는다. ‘언약의 궤’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저지른 화재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
니라 에티오피아로 옮겨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뺷케브
라 나가스트뺸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메넬리크 1세와
함께 BC 10세기에 악숨으로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악숨이
1,000년이나 늦게 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Gates 1999, p. 104).
악숨에 있는 ‘언약의 궤’를 다룬 새로운 책에서 그리슨(Roderick Grierson)
과 문로-헤이(Stuat Munro-Hay)는 악숨에 있는 ‘언약의 궤’는 고대 세계에
알려진 수많은 궤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Grierson&Munro-Hay 1999). 수
많은 궤들 중 하나가 남부 아라비아에서 악숨에 도착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궤들은 신성한 물건으로 보관되었다. 타보트의 복제를 허용
하는 현재의 관습은 우리에게 그러한 추측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
리고 그리슨과 문로-헤이가 지적한 것처럼 비문은 없었지만 성경의 묘사와
비슷한 궤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Gates 1999, pp. 104-107).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해석
과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암벽교회인 랄리벨라를 건
설하고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팀캇 축제가 에티오피아 고유의 기독교 종
교 행사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에티오피아인이 기독교의 중
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1년 말에 시온 성 메리 교회에서 ‘언약의 궤’가 공개될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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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악숨에 보관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언약의 궤’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대해 악숨의 성직자들은
명성을 쫒는 것은 신실한 신앙심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에티오
피아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언약의 궤’가 존재하고 있다는 공유된 믿음
은 문화적 유산이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에티오피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언약의 궤’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에티오피아인
들이 자신들은 신이 선택한 민족(選民)이라는 믿음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3. 악숨의 비문
악숨에는 시온의 성 메리교회 이외에도 기독교시대 이전과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많은 다른 유물과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돌에 새겨진 일련
의 비문(碑文)들은 고대 세계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단 지역과 에티오피아 지역에 각각 메로에 왕국과 악숨 왕국
이 존재했다. 악숨 왕조와 메로에 왕조는 아트바라(Atbara) 강과 부타나
(Butana) 사막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었는데, 국경지역은 건기에도 기후가
매우 온화하여 환경적으로 교류가 용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두 왕국은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기원이 달랐다. 이들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의 기록은 기원 후 4세기
전반의 악숨 왕국이 기록한 비문에 나와 있다. 발견된 3개의 비문 중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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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의 것은 노바(Noba)라고 불리는
수단 사람들에 대한 에자나의 정

사진 5-4. 에자나 비문(Ezana Inscription) 4세기 에자나 왕에 의에 세워진 비문으로 그리
스어, 사바어, 게즈어로 기록되었다.

벌을 묘사한 악숨의 유명한 게즈
비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메로에
섬의 ‘카수(Kasu)’인들에 대한 비
문이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에자
나에 대한 세 번째 비문은 6세기의
왕 엘레스반(Elesbaan: 칼렙(Kaleb))
과 그의 아들의 것이었다. 이 비문
들은 모두 악숨의 군대가 메로에
를 성공적으로 공격하였다는 사실
을 기념하여 적고 있다. 악숨의 공
격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메
로에 왕국이 무너지고 이후 지속
된 악숨의 압박으로 나일 강 제3
급류 상류지역에 경제적 몰락이
찾아왔으며, 당시의 권력 중심이

자료: 저자 촬영.

‘메로에의 섬’으로부터 이집트와 맞닿고 있는 제1급류로 이동하게 만들었
다(Kirwan 1972a, pp. 457, 460).
악숨에서 발견된 에자나 비문은 에티오피아의 ‘로제타석(Rosetta Stone)’
으로 불리고 있다. 에자나 비문은 칼렙과 가브레 마스칼(Gabre Masqal)의
묘로 가는 길인 에노노 리트만 거리(Enono Littmann Street)에 있으며 시바
여왕의 우물로 불리는 메이 슘(Mai Shum)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2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곳에 있다. 이 비문은 1980년대에 3명의 농부가 발견하였으며 현재는 조그
만 건물을 지어 보호하고 있다(Chiari 2009, p. 151).
이 비문은 4세기 초 3개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중동지방의 국제
적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남부 아라비아어인 사바어 그리고 고대 에티오피
아의 표준어였던 게즈어로 쓰여졌다. 이 비문은 어떻게 에자나 왕이 아프
리카의 광범위한 지역과 남부 아라비아의 일부를 지배했는지 설명하고 있
다. 에자나 왕은 그의 형제인 샤이자나(Shaizana)와 하데판(Hadefan)을 북쪽
의 베가(Bega) 민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보냈다. 이 형제들은 남자, 여
자, 어린이 모두 4,000명의 사람들과 3,112마리의 소, 6,224마리의 양, 그리
고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여섯 명의 추장을 악숨으로 이송하였다. 4개월 지
속된 여정 동안 이 포로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루에 2만 2,000개의 빵과 고기, 물, 그리고 맥주가 허용되었
다. 악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음식과 옷을 충분히 제공받았다. 이후 6명의
추장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 장식이 달린 옷을 입었고 후에 두알라 바이젠
(Duala Baizen)이라는 지역(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확인되지 않음)으로 2만
5,140마리가 넘는 가축들과 함께 보내졌다. 이 작업을 만족스러워하던 에자
나는 그가 악숨에 5개의 개의 동상-하나는 금, 하나는 은, 나머지 세 개는
동으로-을 건립했다는 말로 그의 기록을 마친다. 에자나에 의해 건립된 또
다른 여러 비문들은 또한 왕국의 여러 다른 지역에 대한 원정을 기록하고
있다. 에자나의 비문은 왕이 반란을 일으킨 추장에 대해 원정을 실시하고,
무역상을 공격한 강도를 잡고 법과 질서를 수호한 보답으로 사람들로부터
선물과 경의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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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비문은 왜 에자나 왕이 노바 또는 누비
아인들을 향해 진군했는지 기록하고 있다. 당시 수단의 누비아인들은 악숨
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악숨의 군대는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 타카
제(Takazze) 강을 절대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문에 따르면, 그
들은 평화를 깨고 이웃을 해치고 강도짓을 했으며 이 때문에 에자나 왕이
보낸 사자를 발가벗겼다. 그는 “나는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악한 행위의 중단을 거부하고 나를 모욕했으
며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에자나 왕은 군사를 일으켜
진군하여 진압하였으며, 그의 병사들이 벽돌과 갈대로 지어진 마을을 불태
운 후 교회와 면화 농장을 파괴하고 그들의 구리, 철, 놋쇠를 몰수했다. 비
문은 에자나 왕의 맹세로 끝난다. “나는 도덕과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으며, 그들이 내가 하늘의 주(Lord of Heaven)를 위해
왕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소서(Hancock & Pankhurst 1997, pp. 42-43).”
AD 350년 에자나 왕에 의해 쓰여진 비문은 악숨의 통치에 반대한 민족
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지배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 명문은 어떻게 에자나
왕이 다른 민족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주며 메로
에의 정복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Gates 1999, p. 99).
천국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강력한 천국의 지도자의
힘에 의해. 엘타-아미다(Elta-Amida)의 아들, 할렌(Halen)의 후손, 악숨과
히마르(Himar), 라이단(Raydan), 사바(Saba), 살헨(Salhen), 체이나(Tseyna),
베가(Bega), 카르툼(Khartoum)의 왕, 왕중의 왕.... 적에게 정복당하지 않
는 에자나 왕. 나를 왕으로 만든, 영원히 완벽한 존재로서 군림하고 있는
천국의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노바(Noba)의 사람들은 반항했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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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나는 노바에서 전
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악마의 행동을 멈추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
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켰다(Burstein 1998, pp. 97-98).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남부 아라비아 정복
을 통해 왕국을 건설했다. 에자나의 왕국은 로마 제국의 남쪽 국경, 서쪽의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의 루벨 할리 사막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을 통치하였다. 악숨인들은 에티오피아 최초의 제국주의자였다(Gates 1999,
pp. 99-102).
에자나의 비문은 진흥왕 순수비와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3가
지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패권국가로 성장
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개 언어로 기록된 만큼 ‘에티
오피아의 로제타석’으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악숨
이 패권국가로서 그 당시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비문은 더 중
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서구의 학자들은 아프리
카의 역사와 문명을 설명하면서 아프리카를 역사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문명
을 건설한 지역으로 기술하지 않았는데 에자나 비문 하나 만으로도 이러한 기
술이 왜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다.

4. 악숨의 동전
악숨 왕국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한 나라다. 돈을 조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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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악숨의 고고학 박물관(Archaeological Museum)에 있는
악숨의 동전.

자료: 저자 촬영.

는 것, 특히 금화를 주조하는 것은 경제적인 분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
라에 악숨이 독립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악숨 왕국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처음으로 주화를 유통시킨 악숨의 왕은 3세기 후반 엔디비스(Endynis 또
는 Endubis)였다. 악숨의 주화는 같은 시기 비잔틴의 주화와 기본적으로 유
사함을 보인다(Mokhtar 1990, p. 216). 동전은 금, 은, 그리고 동으로 만들어
졌다. 동전들은 그리스어로 주조되었고 초승달과 태양을 상징하는 원판 모
양 같은 이교도적 기호들이 그려졌다. 초기의 사바어와 그리스어와 더불어
악숨이 성장하면서 게즈어가 더해졌다(Gozálbez&Cebriáan 2002, p. 164).
악숨의 동전에는 특별히 중요한 점이 있다. 악숨 왕국의 18명의 왕의 이
름을 오직 동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천 개의 동전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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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견되었는데 악숨 주변의 밭을 경작하는 도중에, 또는 우기에 비로
인해 토양이 씻겨 내려가면서 많은 동전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동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8~22mm로 다양하였다. 당시의 동전은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데, 초기에는 왕들인 오우사나스 1세(Endybis Ousanas I: A.D. 270~300),
와제바(Wazeba: 4세기 초), 에자나 왕의 모습을 넣었다. 에자나 왕이 기독
교를 받아들인 후에 만들어진 동전들은 동전 한 면의 중앙, 혹은 동전 모서
리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전설은 그리스어나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새겨
졌는데, 남부 아라비아어로 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스어는 아주 초
기 단계의 동전에서 나타났고, 에티오피아어인 게이즈어로 적힌 동전은 와
제바 왕의 동전에서만 나타났다(Mokhtar 1990, p. 211).
악숨의 동전은 또 다른 뛰어난 기록 자료의 형태로 에티오피아의 과거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악숨 왕국은 대략 3세기에서 9세기 또는
10세기 사이에 동전을 발행했다. 500종류가 발행되었는데 170종류 이상이
금으로, 18종류는 은으로, 170종류 이상이 동으로 발행되었다. 그리스어로
쓰인 일부 초기의 것들을 포함해 많은 동전들이 왕국의 언어인 게즈어로
되어 있다.
동전에는 발행한 통치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악숨의 왕(King of
the Axumites)”이나 때때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주 드물지만 그의
조상인 민족 혹은 왕조가 새겨졌다. 후기에는 특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소
서(may it please the people)”, “하느님의 영광으로/신의 은총으로(by the
Grace of God)”, “그는 하느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He will conquer with
Christ)”,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Christ is still with us)”, “사람들에게 건강
과 행복을(Health and happiness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평화를(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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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eople)”,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것이다(He will conquer
through Christ)”와 같은 문장들이 새겨졌다. 4세기 초 악숨 왕국이 기독교
로 전환되기 이전에 발행된 몇몇 동전들은 태양이나 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남부 아라비아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문양이다. 반면 이후의
것들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다. 많은 수의 동전들은 악
숨에서 주조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Hancock&Pankhurst 1997,
pp. 43-44; Mokhtar 1990, p. 211).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돈은 인도양에서 잡히는 조
개껍질, 철, 구리 등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돈
으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 동전을 주
조한 나라는 악숨이 처음이며 스와힐리 도시국가인 킬와(Kilwa)가 두 번째
다. 엄밀히 말하면 킬와는 아라비아의 동전을 주조한 것으로 진정한 아프
리카의 주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숨 왕국은 아프리카에서 독보적인
주조국가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초기에는 비잔틴 양식을 따랐으나 점차 에티오피아 고유의 양식으
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5. 악숨의 스텔라
악숨 왕국의 스텔라(stela: 석비(石碑) 또는 석주(石柱))25)는 악숨의 고대
25) 에티오피아의 스텔라와 오벨리스크는 분명히 다르다. 오벨리스크(그리스어로 ὀβελίσκος
[obeliskos], ὀβελός [obelos]의 지소어, ‘바늘’을 의미)는 높고 좁으며 4개의 면을 지닌, 점
점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를 지닌 기념 건조물이다. 고대 오벨리스크들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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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악숨 스텔라 공원(Stelae Park)

자료: 저자 촬영.

문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텔라는 악숨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 악숨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념물이 ‘언약의 궤’
의 힘을 통해서 건축되었다고 믿고 있다. 악숨의 스텔라는 처음 보는 사람
들에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게 경이로움과 궁금증을 주었다.
악숨의 스텔라는 형태나 내용면에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나 피라미드와
는 완전히 다른 유적이다. 하나의 커다란 돌에 다층으로 된 디자인을 사용
한 형태는 눈에 띄는 특별한 기법으로 실제와 같은 문, 창문, 원숭이 머리
나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스텔라라는 말은 고전적인 오벨리스크 형태로 새겨지지 않은
기념비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오벨리스크에는 전승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업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겼는데, 태양 숭배 즉 태양신 라 혹은 호루스 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현존하는 최대의 것은 이집트 제18왕조 하트셉수트 왕이 카르나크 신전에 세운 것으로 높
이 30m이다. http://enc.daum.net/dic100/search.do?q=%EC%98%A4%EB%B2%A8%EB%
A6%AC%EC%8A%A4%ED%81%AC / http://en.wikipedia.org/wiki/Obelisk (검색일: 201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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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튀어나온 부분 등은 아주 독특하다. 13층까지 발견되는 층은 ‘하
늘로 향하는 계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Chiari 2009, p. 35).
1520년 악숨을 처음으로 방문한 서양인 알바레즈(Father Francisco Alvarez)
가 스텔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많은 돌들이 서 있거나 넘어져
있다.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잘 만들어졌다”라고 적고 있다. 알바레즈
는 약 30개가 넘는 스텔라가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며 어떤
것들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적고 있다. 17세기 악숨의 기록은 58개의
스텔라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1770년 이곳을 방문한 스코틀랜드 탐험가
부르스(James Bruce)는 40여 개의 스텔라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1906년 고
고학적 발굴에서 이 지역에 78개로 파악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스텔라
는 모두 120개이다(Chiari 2009, pp. 33-34).
악숨에서 발견된 스텔라의 용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스텔라가
무덤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무덤의 장제물로 사용하였다는 데 대
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Chiari 2009, pp. 34-35).
악숨의 중요한 스텔라는 모두 7개가 있는데 이 중 1개만이 악숨에서 무
너지지 않고 현재까지 서 있으며 5개는 부서졌고 1개는 이탈리아에 의해
약탈되어 1937년 로마 카라칼라 극장(Caracalla Theatre) 근처에 세워졌으나
2005년 반환되어 현재 악숨에 세워져 있다.
에티오피아 동쪽 고원지대인 마타라(Matara)와 안자(Anza)에는 5m 높이
의 둥근 꼭대기를 가진 스텔라가 2개 있다. 이 스텔라는 2가지 독특한 특징
을 보여주는데, 남부 아라비아인의 종교를 상징하는 초승달과 게즈어가 조
각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마타라가 적어도 3~4세기 초반에 형성되었음
을 뜻하는 중요한 상징이다(Mokhtar 1990, p. 208).

3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악숨의 스텔라는 대체적으로 1~2세기경부터 건설되었고 5세기까지 만들
어졌다. 또한 양식도 초기 양식에서 점점 더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Chiari
2009, p. 35).
악숨의 스텔라 공원(Stelae Park)에는 현재 악숨 박물관(Aksum Museum)
이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중요한 스텔라가 있다.
첫 번째 스텔라(Stela 1)는 악숨의 가장 큰 스텔라로 길이가 약 32.6m이
며 무게는 약 517톤이다. 이 스텔라는 세우는 과정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26) 세 개의 큰 조각과 나머지 조각으로 부서져 있다. 고대에 인간
이 세운 단일 암석으로는 가장 크기가 크다. 유럽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인
프랑스 브르타뉴(Brittany)의 로크마리아케르(Locmariaquer)27)에 있는 가장
큰 돌인 선돌(Grand Menhir’s Men-er-Hroeg)은 이 스텔라에 비하면 크기가
절반밖에 안 된다(Gates 1999, pp. 102-103). 이 스텔라는 4개의 면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13개 층이 있다. 8개 층까지는 조그만 창문들이, 나머지 3개
층에는 큰 창문들이 조각되어 있다. 2개의 문이 조각되었는데 정문은 남쪽
으로, 뒤는 북쪽으로 나있다. 1970년대와 1993~1995년 사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이 스텔라는 서쪽의 무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
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iari 2009, pp. 41-42).
두 번째 스텔라(Stela 2)는 이탈리아가 약탈해 갔던 것이다. 이 스텔라는
높이 24m로 조각의 아름다움은 악숨에 서 있는 세 번째 스텔라(Stela 3)과
26) 전설은 유디스 여왕의 만행으로 무너졌다고 전하고 있다(Gates 1999, pp. 102-103).
27) 로크마리아케리에는 높이가 66피트(20.01m)나 되는 선녀바위라고 하는 거대한 선돌(立石)
과, 상인들의 테이블(merchants’ table)이라는 다수의 돌멘(dolmen, 고인돌) 등이 있다. http://
terms.naver.com/entry.nhn?docId=1088587&mobile&categoryId=200001255 (검색일: 2012.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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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 모두 11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1개의 문과 1개의 창문, 그리고
9개의 작은 창문으로 되어있다.
세 번째 스텔라(Stela 3)는 2008년 이탈리아가 반환한 두 번째 스텔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스텔라 공원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던 스텔라다.
이 스텔라는 높이 23.5m로 남부 아라비아의 ‘탑 모양의 집(tower-houses)’
양식을 사용해 9층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정면의 조각은
문으로 시작하고 창문이 있는 아홉 개의 층을 지나면 꼭대기에 태양을 상
징하는 반원이 있다. 정면의 기반에 있는 신성한 제단에는 의식적인 희생
이 치러지는 동안 피를 담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네 개의 동
그란 구멍들이 있다. 앞면의 주된 장식은 창문과 상상의 열을 따라 수평으
로 벽에 박혀 있는 끝에 홈이 파진 목재 대들보이다. 가옥과 같은 외관은
기념물의 기초 부분에 있는 상징적 문에 의해 더욱 흡사하게 보인다. 이 문
에는 8층의 창문보다는 작은 직사각형 창문이 열을 이루면서 돌출되어 있
다. 이 외에 매우 눈에 띄는 장식은 정면부의 기초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중앙의 얕고 우묵한 모양이다. 스텔라 정면부의 건축학적 장식은 적당한
변형을 통해 양쪽 면에도 조각되어 있다. 그러나 뒤쪽은 가운데에 모인 4개
의 공을 상징하는 꼭대기 근처에 새겨진 동그라미 외에는 장식이 되어 있
지 않다.(Gozálbez&Cebriáan 2002, pp. 164-165; Mokhtar 1990, pp. 207-208).
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제단은 스텔라 정면의 기초 부분과 맞닿아
있다. 이 제단에는 표면 가장자리에 포도나무 잎으로 장식된 네 개의 둥근
접시가 잠겨 있다. 이 제단은 다른 스텔라에서도 발견된다. 이 주목할 만한
스텔라는 영국 특사인 헨리 솔트가 1805년에 “나는 오랫동안 아름답고 비
상한 기념물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적었을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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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반백년의 지난 뒤의 방문에서 그는 처음 그 순간처
럼 “거의 강제적인 강력한 인상을 만든다”고 관찰했다. 그는 이 “아마 대적
불가능한” “경이와 우아함”을 주는 장식을 가진 스텔라가 세상에서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단언한다(Chiari 2009, p. 49).
악숨의 스텔라는 이 놀라운 고대 도시의 가장 불가사의한 특징으로 여겨
진다. 현대 기술 없이 악숨 왕의 건축가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고 단단한
주변 언덕의 화강암 돌덩이를 잘라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백 톤이 되는
돌을 옮기고 세워 땅에 박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는 아직까지 적절한
답이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코끼리를 이용해 운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Hancock&Pankhurst 1997, pp. 46-47).
악숨의 스텔라를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와 비슷한 장제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이집트에서 스텔라와 비슷한 오벨리스크가 오래전
에 출현했고 아마도 교역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전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나 내용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스텔라는 에
티오피아의 독자적인 문명의 하나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스텔라는 이
집트의 오벨리스크와 형태가 분명히 다르고 용도 역시 여전히 완전하게 규
명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구가 계속되면 악숨 문명의 정체성을 정확히 규
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악숨 문명은 AD 1세기에 발전했지만 그 기원은 역사 이전에까지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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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있다. BC 약 500년간의 시기가 악숨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중
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시기에 대해 규명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당면한 주된
과제는 다른 문명과 악숨의 문명이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
정에서 무엇이 외부에서 들어온 영향이고, 무엇이 고유의 특성인지를 정확
히 알아내는 것이다.
고고학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악숨 문명의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계속
해서 규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숨 문명이 초기에는 남부 아
라비아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
자적인 문명으로 발전했고 그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악숨 문명은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에서 발전시킨 문명이었
다. 앞에서 살펴본 시바 여왕과 메넬리크의 전설, ‘언약의 궤’, 비문, 동전,
스텔라 등은 악숨 문명의 정수로서 현재 에티오피아의 정통성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후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의 역사학 방법론이나 서술은 현저하게 진보하여 아프리카 문명을
왜곡하는 오랜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재건 또는
‘새로운 역사’에 관한 사색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역사
에서 ‘혁명’보다 ‘개혁’이,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인의 과거는 흑인과 백인 나아가 세
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용과 방법 모두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만을 위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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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또 다른 신식민주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의 실패한 진출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 역사 연구는 아프리카인의 입장에서 아
프리카인의 역사를 다룸으로서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악숨 문명의 정체성에 대한 본 연구가 균형 잡힌 세계사를 가능하게 하
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위에
서 살펴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은 분명히 대륙 내 ․ 외부의 역동적
인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아프리카의 문명화의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고대문명의 기원과 정체성을 ‘아프리카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다른 지역 문명과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비교
할 수 있다면 악숨 문명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이자 세계사의 한 부분으
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단언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는 그동
안 정치, 경제 그리고 어문학에 편중되어왔던 아프리카학에 대한 연구가
역사 연구로 확대됨으로써 향후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연
구로 향후 정치, 문화 등 인접 학문 분야에서 아프리카학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데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유럽 중심 또는 서양사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세계사의 편중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세계화에 걸맞는 균형 잡힌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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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거대한 반정부 운동의 바람이 이집
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바레인 등 많은 아랍 국가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2012년 9월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도 불리는 아랍의 첫 대규모 반정부 운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튀니
지, 이집트, 리비아에서는 자유선거를 통해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예멘에서는 살레(Ali Abdullah Saleh)대통령이 물러났으며, 시리아에서는 알
아사드 정권이 곧 반군에게 무너질 것으로 보이며, 바레인과 다른 나라에
서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아랍의 반
정부 운동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예측
할 시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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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반정부 운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독
재자나 왕족에 의해 안정적으로 다스려지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리
비아의 카다피(Muammar al-Qadhafi 또는 Gaddafi)1)는 리비아를 1969년부
터 2011년까지, 아사드 부자(the Assad)는 시리아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무바라크(Hosni Mubarak)는 이집트를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벤 알리
(Zine el-Abidine Ben Ali)는 튀니지를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각각 통치하였다. 이들 전임자의 독재기간까지 합치다면 이 국가들은
독재정권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1년 민주화 운동 이
전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랍의 독재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보았
으며 아랍지역에서 가까운 시기에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예를 들어 Gause III 2005). 많은 아랍 연구자들은 소위 이슬
람 예외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안정된 권위주의 체제를 흔히 이슬람
주의에 결부지어 설명하기도 했다(Pace and Cavatorta 2012). 하지만 2010년
에서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반정부 운동은 기존의 권위주의체제의 회
복력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Bellin 2012; Gause III 2011).
먼저 본 논문은 예상치 못했던 2011년 아랍 지역의 반정부 운동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아랍의
민주주의 운동을 민주화의 제1단계에 성공한 나라들(튀니지, 이집트), 정권
타도에만 성공한 나라들(리비아, 그리고 아마도 시리아), 그리고 아무런 성

1) 리비아의 독재자 이름이 가다피(Gaddafi)인지 카다피(Qadhafi)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도 의견이 분분하다. 아랍 전문가들이 카다피(Qadhafi)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도 카다피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다고 판단하여 본 글에서는 리비아의 독재자를 카다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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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지 못한 나라들(알제리, 바레인)로 나누고 이들이 왜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민주화 이론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튀
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에는 경제적 이유, 지도 그룹의
유무, 국민의 일체감, 소셜 미디어 등의 역할이 컸음을 밝히고 이러한 조건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튀니지 및 이집트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민주
화 운동이 발생하지 않은 알제리를 튀니지 및 이집트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운동 발생 조건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새롭게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번 반정부 운동의 결과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정치적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이슬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1979년 이란 혁명과는 달리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갈구하는
서구식 시민혁명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튀니지와 이집트가 서구식
민주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을 주장한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이번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전 양상부터
살펴보자.

Ⅱ. 2011년 아랍의 자각
1. 2010~11년 아랍 지역의 민주화 운동
언론에 의해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아랍 지역을 휩쓴 반정부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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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시디 부지드(Sidi Bouzid)라는 소도시에서 살던 26세 청년의 분신
에서 시작되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라고 불리 이 청년
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0세 때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난한 과일 행상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과일을 팔
던 부아지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3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청(Municipal office)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한 여자 경찰에
게 저울과 과일을 압수당하고 뺨을 맞는 등 모욕을 당했다. 압수당한 저울
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시청에 찾아가 탄원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모하메드는 2010년 12월 17일 벤젠을 산 뒤 시청
앞에서 분신을 하게 된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그친다면 이 이야기는 한
튀니지 젊은이의 애석한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사실 모하메드 이전에도
튀니지에서는 경제적인 곤궁 때문에 또는 정권에 항의하기 위하여 분신을
한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하지만 부아지지의
분신의 경우 그 장면을 같이 있었던 부아지지의 사촌인 알리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전 튀니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된다. 한 가난한 젊은이가 경찰에게 무시당하고 맞은 뒤 결국 분신을 하게
된다는 이 슬픈 이야기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와 압제로 고생하던 튀니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콘텐츠가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게
다가 이러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영상은 경제적 궁핍과 오
랜 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맞물려서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으로 이어지
게 된다. 데모를 진압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총기의 사용은 시위를 더욱 격화시켰고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은 2010년 12월
18일 첫 데모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2011년 1월 14일 벤 알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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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함으로써 성공리에 마무리된다.
이러한 튀니지에서의 민중 봉기의 성공은 이웃 나라의 국민을 자극하였
고 아랍 곳곳에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집트에서는 국
민들이 카이로의 중심부인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무바라크 퇴진을 외쳤다.
계속되는 시위에 결국 무바라크는 2월 11일에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였다. 리비아에서도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벤가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내전을 거쳐서 결국에는 정
권타도에 성공한다. 시리아에서도 반정부시위대와 알 아사드 정부군 간의
내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반정부시위대가 점점 전 국토를 점령해 나가
고 있다. 그리고 예멘도 시민의 반정부시위가 살레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
졌다. 하지만 바레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개입으로 반정부시위를
억눌렀고 알제리와 다른 나라에서는 커다란 변화 없이 권위주의체제가 존
속되고 있다.
아랍 민주화 운동의 기본적인 원인은 곡식 가격 폭등으로 상징되는 경제
적 곤궁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일 것이다.2) 하지만 거의 같
은 이유로 촉발된 각 나라의 반정부시위는 매우 상이한 세 가지 형태의 결
론을 맞이하였다. 먼저 튀니지와 이집트와 같이 이러한 반정부시위가 시민
혁명으로 이어져 자유선거를 통해 민간정부가 탄생한 경우이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정부시위를 독재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
하였고 이에 맞서서 반군이 조직되어 두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다
행히 리비아에서는 반군이 승리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고 시리아에서

2) 물론 튀니지를 제외한 국가들은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위에 자극받은 것도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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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군의 승리가 예상되므로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네 나라를 제외하면 똑같이 가난한 국가이면서 곡식 가격 폭등
에 고통 받았던 다른 아랍 국가들(예를 들어 알제리)에서는 비록 반정부시
위가 일어났지만 정권 교체를 동반한 폭발적인 반정부 운동은 일어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왜 이들 네 나라만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지 그 이유
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왜 튀니지와 이집트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민
혁명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반면 리비아와 시리아는 내전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의 민주주의 전망 역시 어두운지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전개
하도록 하겠다.

2.기존의 민주화 운동 관련 연구 결과
가. 민주화 이론 대 권위주의체제의 회복력 이론
현재 권위주의체제에서의 정치 변화를 설명하는 두 틀은 민주화 이론
(Democratization or Democratic transition & consolidation theory) 과 권위주
의체제의 회복력(Authoritarian resilience) 이론이다. 권위주의체제의 회복력
이론은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앤드류 네이던(Andrew Nathan)이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의 예측(바람)과는 달리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가 다
시 안정을 되찾고 지속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론으로, 권위주
의체제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점진적인 변혁을 통해 이러한 체제 위기를 해
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Nathan 2002).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제체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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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력 이론은 특정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일시에 전복하
는 시민혁명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권위주의체제 자체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를 예측한다. 2011년 이전까지 아랍 연구자들은 이러한 권위주의체제
의 회복력 이론을 바탕으로 아랍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
였다(Albright and Schlumberger 2004; Anderson 2006; Schlumberger 2007;
Heydemann 2007).
민주화 이론은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권위주의체제 자체의 회
복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 시민사회의 발전, 국민들 간의 일체감, 타
협과 관용의 시민문화 등 민주화에 필요한 특정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주장한다(예를 들어 Welzel 2009). 따라서 이 요소들이 충족되면
민주화는 특정 사건이 우발적인 계기가 되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화 이론은 정치학자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왔지만 유독 아랍 전문가들은 권위주의체제의 회복력 이론을 더 지지하였
다. 이와 같이 아랍 전문가들 사이에서 권위주의체제의 회복력 이론이 인
기가 있는 이유는 아랍 권위주의체제의 오랜 안정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생으로 아랍 연구에 있어서 권위주의체제의
회복력 이론은 그 타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의 회
복력 이론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 발생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2011년 아랍 민주화 운
동에 대한 설명은 민주화 이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 독재정권의 몰락 요인
아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랍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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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1980~90년대에 발생한 동구와 남미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Linz and
Stepan 1996; O’Donnell et al. 1991; Przeworski and Limongi 1997).3) 이러한
민주화 연구들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과 민주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민
주주의로의 이행 또는 민주화)은 두 개의 다른 과정이며 민주적인 정권을
세우는 일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Belli 2012).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
그 정권은 존립을 위협받게 마련이지만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의 성립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민주주의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 효율적인 관료제도 그리고 타협과 관용의 성숙한 시민
문화 등을 발판으로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시민혁명
으로 무너진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라 또 다른 독
재정권인 경우는 역사상 매우 흔하다(Geddes 199; Belli 2012). 이란의 샤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호메니옹의 신정체제나 동구 공산권의 몰락 이
후 들어선 권위주의체제들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Bunce 2011). 따라서
정치학자들은 독재정권 몰락의 원인과 민주정권의 성립에 기여하는 요소들
을 구분 짓고 두 정치 현상을 별도로 분석한다. 본 논문도 아랍 권위주의체
제의 몰락 원인과 앞으로의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문제를 별도
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아랍에서의 반정부시위가 권
위주의체제를 성공적으로 몰락시켰는지를 분석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국가
3) 아시아의 민주화 경험을 참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미나 동구 모두 민주화
운동의 발단은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였다. 하지만 아시아의 민주화는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번영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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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민주화 운동 연구들은 경제적 불황, 독재자(정권)에 대한 불
만과 불신, 노조와 같은 조직화된 반대 세력, 중립적인 군대 등이 성공적인
반정부운동의 요소임을 꼽고 있다(Linz and Stepan 1996; Lee 2002).4) 많은
경우 권위주의체제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였
다. 1990년대의 동구의 몰락이 좋은 예이다. 분명히 높은 실업율과 물자 부
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곤궁은 어떠한 정권이든 큰 위협요소로 작용한
다.5) 1950년대와 1960년대 아시아와 남미의 정권 몰락을 연구한 논문들은
정권의 유형에 관계없이 높은 물가와 경제성장 후퇴가 정권 몰락을 촉진시
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Haggard and Kaufman 1995). 대부분의 권위주
의체제는 부정부패, 매관매직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등으로 인해 국민으
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다. 이러한 불신과 불만이 결국 반정부 시위
로 이어지게 된다. 역으로 권위주의체제가 부정부패 일소와 효율적인 행정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권위주의체제는 생각 외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만 세력을 연계하여 이끌고 나아갈 조직이
없다면 반정부시위는 산발적인 민중봉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
민사회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에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탄압에 불만이었던 국민들이 동구에서 폴란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4) 물론 이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위에 상기한 요소들은 필자
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5)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며 이후 성공적인 민주주의화(democratic
transition)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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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 바람이 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폴란드
자유노조라는 강력한 단체의 힘 덕분이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Almond and Verba 1963; Diamond 1988).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운명공동체라는 일체감,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반정부시위는 조직되기도 힘들고 반정부시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권 타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더욱 힘들다. 마지막으로 두말할 나위 없
이 군부의 비개입(Linz and Stepan 1996)이 중요하다. 무력집단인 군부가
‘내부 분열 없이’ 반정부시위 진압에 나선다면 어떠한 반정부시위도 성공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아랍의 민주화 운동도 잘 분석할 수 있을까? 시
민혁명을 통해 정권 타도에 성공한 튀니지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
주화 이론들이 제시한 조건이 아랍의 민주화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다.

3. 아랍의 민주화 운동의 성공 요인 분석
가. 경제적 곤란
캠브리지 대학의 조페(Joffé) 같은 학자는 경제적인 원인은 표면적인 이
유일 뿐 아랍의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독재정권의 억압과 무
시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랍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이유
가 경제적인 곤란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러한 민
주화 운동이 일어난 국가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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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 1 ․ 25혁명을 이집트 국민들이 이집트 빵의 이름을 따서 ‘아이쉬 혁명’
또는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인 코사리의 이름을 따서 ‘코사리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민중들이 1 ․ 25혁명을 보는 견해를 잘 나타낸다(서정민,
인남식 2011). 또한 2011년 아랍 바로미터가 튀니지 국민에게 재스민 혁명
의 원인을 꼽으라고 물었을 때 튀니지 국민의 63%가 재스민 혁명의 제1원
인으로 경제적 불만족을 꼽았다.6) 그 다음이 부정부패로 국민의 16.7%가
선택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은 경제 관련 통계들이 뒷받침해준다. 튀
니지의 2010년 공식적인 실업률만 하더라도 14%에 달하였다. 특히 혁명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대졸자의 경우 그 실업률이 42.5%에 달했다(Kerrou
2012). 이집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10%지만 실제 실
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대졸 청년층의 실업률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hr and Aaltola 2011).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반정부시위대의 구호나 개개인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큼을 알 수 있다(Haddad 2012). 특히
리비아의 실업률은 무려 30%나 되며 시리아의 실업률도 8.3%에 달한다(서
정민, 인남식 2011). 시리아의 경우 반정부시위는 지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시골지역은 사실 알 아사드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자지라(Jazira)
나 호란(Hawran)과 같은 지역이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어 다
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역이라는 점은 경제적 문제가 시리아 반

6) 아랍 바로미터 I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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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위의 한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Zisser 2012). 게다가 경
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시리아 내전 중 반정부 시민군의 편에 섰다는
것도 경제적인 궁핍이 반정부시위와 관련이 있음을 반증한다.
나. 대정부 불만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들 모두 나라에서 부정부
패와 독재자 가족의 부정축재로 인해 독재자와 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
만이 극에 달하였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반정부시위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어느 나라에
서도 대정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매우 높다.
다. 지도그룹(leading group)
아무리 국민의 분노가 거세고 이러한 분노가 시위로 이어진다고 해도 시위
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그룹이 없다면 이러한 시위는 독재
정권의 타도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시위를 이끌고 나아갈
지도그룹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직화된 운동세력이 튀니지와 이집
트에서는 시민단체였고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는 부족 또는 무장단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튀니지에서는 인터넷 활동가 그룹, 젊은 대졸 실업자, 노
조의 하층 활동가, 변호사단체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Kerrou 2012). 예
를 들어 대졸 실업자 연맹(UDC)은 도시의 시위 조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노동조합의 고위층은 벤 알리 정부에 의해 매수되어 시위에 참가조차
하지 않은 반면에 지방 지부의 젊은 노동조합원들은 파업을 주도하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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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었다. 튀니지 노동조합(UGTT: Tunisian General Labour Union)의 시
디 부지드 지부가 모하메드 분신 직후 이 지역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의 시
위는 4월 6일 청년운동(April 6th Youth Movement)이라는 단체에 의해 처
음으로 조직되고 지도되었다. 이들은 시위를 조직하였을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위 장소와 시간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이론이 주장하듯이 시위를 지도한 지도그룹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분명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는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세력이 부족세력이었다. 이러한 지도 단체의 차이는
이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아랍 전
문가들은 시민그룹이 혁명을 이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민주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 리비아와 시리아에서의 민주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마. 무능한 경찰과 군대의 비간섭
모든 권위체제에서 경찰과 군대는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며 군부가
내부 분열 없이 독재정권의 편에 선다면 독재정권의 몰락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에 쉽게 성공한 튀니지와 이집트는 상대적
으로 무능한 경찰과 군부의 비간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시위 진압 장
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집트 경찰이 시위 진압에 대비해 잘 훈련받지
못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경찰의 무기력한 진압은 이집트
경찰의 무능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본 이집트 경찰은
잘 훈련된 집단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외국대사관 경비를 서는 경찰
조차 의자에 앉아서(거의 누운 자세로) 잡담을 하거나 소총을 바닥에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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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또한 무바라크 시절 일반 경찰의 월급이 제
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 경찰은
비록 그 수는 많지만 대부분 사기가 낮고 정권 충성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경찰이 자신들의 신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시위를 적극적으로 진압할 의사와 능력 모두를 결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시위의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튀니지의 경우에도 경찰이
시위 진압에 적극적이었거나 대처가 효율적이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군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를 거부하였다. 튀
니지의 경우 군대 자체가 소규모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약성 군대이다.
게다가 군대가 독자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의 특별예산을 사용하
는 정치적 ․ 경제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Anderson 2012). 권위주의체제
에서 군대가 보통 정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군 출신
인 벤 알리가 왜 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벤 알리는 군을 독립적이고 강력하지 않은
집단으로 남겨두었다. 따라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을 때 군은 정치 개입을
거절하고 시민의 편에 섰다. 이집트의 군대도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
기를 거절했지만 그 상황은 튀니지와 매우 다르다. 먼저 이집트군은 정치에
관여해온 정치적 군대이며 자체 거대 기업과 미국의 군사원조(매년 12억 달
러)라는 독자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행위자
이다. 또한 중동전쟁을 치른 전투 경험이 있는 강성 군대이며 무바라크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율적인 집단이다. 이집트 군이 왜 무바라크
의 진압 명령을 거부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나 군의 그러한 결정은 분명
무바라크의 하야와 1 ․ 25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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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에는 군부가 분열되어 일부는 독재자의 편에 다
른 일부는 국민의 편에 섰고 또 다른 일부는 방관자로 남았다. 리비아의 경
우 시리아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탈영하여 자신의 부족을 위해 싸웠고 이
는 리비아의 내전이 시리아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리비아처럼 다수가 탈영을 한 것이 아니라 군
인의 다수가 군에 남아 알 아사드 정권의 명령을 따랐다. 특히 군의 고급
장교 상당수가 알 아사드 정권과 같은 알라위인 까닭에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군부가 독재 정권을 지지하느냐 않느냐 그리고 지지하
더라도 얼마나 단합하여 지지하느냐는 아랍 지역 독재정권의 몰락 유무와
속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바. 소셜 미디어
기존 민주화 문헌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아랍의 자각에서 큰 역할을
한 요소가 소셜 미디어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아랍의 민주화 운동
에는 페이스북 ,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의 기여가 컸다. 정부가
매스미디어를 통제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시위 소식이나 사건의 전말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제3세계의 민주화 운동
이 입소문이나 삐라, 전화, 벽보와 같은 비효율적인 전파 수단에 의존한 반
면 아랍의 민주화 운동은 소식 전파에 매우 효율적인 소셜 미디어라는 수
단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시위가 전국적인 규모까지 발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전국 다발적인 시위를 보다 효
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은 때때로 트
위터 혁명 또는 유튜브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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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가 민주화 혁명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 동의
하지 않으며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극히 부수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
다(Gladwell 2011; Penny 2011; Kravet 2011). 혁명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
도 대체로 소셜 미디어가 편리한 연락 수단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없었더라도 혁명은 일어났을 것이라며 혁명에 참가한 사람
들의 역할을 강조한다.7)
비록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은 아랍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기여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
다는 것이다. 트위터 실사용자의 수가 약 만 명에 불과한 튀니지에서 트위
터가 혁명은 기여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Beaumont 2012). 대신
페이스북의 역할은 매우 컸다. 사람들이 모하메드의 분신 장면과 경찰 저
격수들이 사람들에게 조준 사격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었기
에 시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모하메드가 분신하기 3개월 전에도 모
나스테르(Monastir)에서 한 청년이 거의 같은 이유로 분신하였지만 영상이
남겨지지 않아 전혀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모하메드의 분신 장면이
촬영되고 이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시위가 발전하면
서 페이스북의 역할보다는 시민연대의 역할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벤 알
리 정부는 초기 시위 이후 인터넷뿐 아니라 심지어 휴대전화망도 끊어버렸
기 때문에 초기 이후 혁명 과정의 발전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7) 알 자지라 TV ‘Arab Awakening’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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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이집트 혁명에서는 트위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조차 트위터 실사용자 수는 20만 명 정도였다. 이집트 인구가 8,200만 명임
을 감안할 때 결코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들이 카이로에 주로 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타흐리르 광장에서의 시위 소식을 전파하여 여론을 선
도해나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트위터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알리
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예전에는 벽보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
지던 시위의 전파가 트위터를 통해 훨씬 간편하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
었다. 집회를 조직한 4월 6일 청년운동 측도 타흐리르 광장에서 주최한 첫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놀랐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이집트에서
도 시위가 격화되자 무바라크 정부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끊었다. 따라서
트위터는 혁명 초기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소셜 미디어의 또 다른 큰 역할은 소셜 미디어가 아랍의 시위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반정부 운동단체를 국제사회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비아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유튜브 영상은 서방
의 여론을 움직였고 이들 서방 정부들이 리비아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 다른 역할은 국내 반정부세력의 국제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4월 6일 청년운동의 경우 그들의 비폭력 반정부시위 전략
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련의 반정부단체인 오트포(OTPOR movement)로
부터 전수받았다.8) 이러한 노하우의 전수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시위를 조
직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8) 알 자지라 TV의 ‘Arab Awakening’ 시리즈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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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가 정부에 의해 통제받았던 이들 아랍 국가에서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대신하여 진실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 미디어는 분명히 소식을 더 빨리 더 간
편하게 그리고 아무런 비용 없이 전파시키는 효율적 도구이다. 다만 이러
한 소셜 미디어는 혁명의 초기에 시위의 빠른 확산과 조직에 주로 도움을
주었고 시위가 일단 불붙은 다음에는 그 역할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리비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5.5%,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은 2.2% 이며 시리
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17.7%,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은 0%로 다른 아랍 국
가에 비해서도 그 보급률이 낮다. 휴대전화 보급율도 리비아의 경우 비교
적 양호한 78%이나 시리아의 경우 아랍 국가 평균을 밑도는 46%에 불과하
다(부록 1 참조). 휴대전화 보급률보다 더 중요한 트위터 사용자 수에 있어
서도 두 나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2011년 시리아의 트
위터 실사용자는 8,590명, 리비아의 트위터 실사용자는 4,430명에 불과했
다. 참고로 튀니지의 트위터 실사용자는 1만 800명이고 이집트의 트위터
실사용자는 21만 5,000명이었다(Arab Social Media Report 2011, volume 2).
따라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독재정권 타도에 필수 요건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소셜 미디어는 아랍 민주화 운동에서 오직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만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왜 알제리에는 혁명이 없었는가?
민주화 운동이 아랍을 휩쓸던 2011년 1월 알제리의 트리고에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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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제와 경제적 궁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알제리의 경제적 상
황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다. 기름과 설탕의 가격이 30% 가까이 오
르는 등 고물가로 알제리 국민들은 수입의 50%를 식료품 구매에 할애해야
만 했다. 빈곤층도 전 국민의 23%이며 공식 실업률만 해도 10%에 달하였
다. 2006년 실시된 아랍 바로미터 여론 조사에서 전 국민의 71.3%가 경제
가 알제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을 정도이다. 하지만 알제리에서 반정
부시위는 튀니지와 이집트와는 달리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 왜 알제리에서
는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반정부 시위가 정권 타도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알제리는 역사적
경험과 시민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알제리는 사실 민
주주의를 위한 조건에 있어서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있
었다. 알제리는 타 아랍 국가들보다 정당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비교적 자
유로운 나라이다. 알제리에는 44개의 정당과 9만 3,000개의 등록된 시민단
체가 존재하며 언론도 비교적 자유롭다. 소셜 미디어의 보급률도 높은 편
이다(부록 1 참조). 이런 모두 호의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민
주화운동이 불타오르지 않은 데에는 상호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시민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왜 알제리가 상호불신과 정치적 무관심로
대표되는 시민문화를 갖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알제리의 현대 정치
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알제리는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 정치적인 면에서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랍국가가 2011년에서야 경험했던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을
알제리는 23년 전인 1988년에 이미 경험하였다. 당시 알제리인들은 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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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사회 복지 혜택의 축소, 불평등의 증가,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거리로
나와 당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국민해방전선(FLN: National
Liberation Front)을 몰아내었다. 이런 점에서 1988년 알제리 민주화 운동은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12월
에 실시된 선거에서 급진적 이슬람주의 정당인 이슬람해방전선(FIS)이 과
반수를 차지하자 1992년 1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차지한다. 이
에 이슬람주의자들은 무장투쟁으로 대응하여 알제리는 준내전 상태로 빠져
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후 대타협을 통해 양측이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고 1995년 제한
적이지만 자유선거를 통해 당시 군부 지도자였던 제루알(Liamine Zeroual)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현재의 대통령
인 부트프리카(Abdelaziz Bouteflika)는 1999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된 뒤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
다(Parks 200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트프리카가 비록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야당
을 정권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야당 인사들에게도 장관직
과 기타 관직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소위 대통령
연합(Presidential Alliance)이라고 불리는 이 연정에는 전 독재세력이었던 국
민해방전선, 평화사회를 위한 이슬람주의운동(Islamist Movement of Society
for Peace),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집회(National Rallly for Democracy) 등 주
요 야당세력이 총 망라되어 있다. 사실 말이 좋아 연정이지 매관매직을 위
한 야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야당 인사들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치부를 위해 정권에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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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야합은 곧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야기하였다. 알제리 의회선거
참여율은 1997년 65.49%에서 2002년 46.06%, 2007년에는 35.65%로 급격하
게 하락했다(Roberts 1998, 2002). 이러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79.5%의 알
제리 국민이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답한 2006년과 2011년 아랍 바로
미터 여론조사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의회에 대한 불신임도가 2006
년 30%에서 2011년 67%로 대폭 상승하였다.9) 단순히 의회에 대한 신뢰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알제리 국민의 62%는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최악
(catastrophic)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10) 94.5%는 선출직 지방자치정부 관
리들을 불신임하고 있다.11)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시민사회
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졌다(Parks 2012). 비록 알제리에 일견 많
은 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그림 1 참조) 대부분의 시민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
(Liverani 2008). 2011년 아랍 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80.4%의 알제리 국민
들이 사회 단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할 만한 일은 이러한 불신이 정치나 사회단체에 끝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
람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오직 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84.1%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9) 아랍 바로미터 I 과 II를 비교한 수치.
10) 아랍 바로미터 II. 이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여론조사치는 아랍 바로미터 II에서
인용된 것이다.
11) El Watan. http://www.elwatan.com/sondages/les-elus-30-03-2011-118378_16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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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구 십만 명당 시민단체 수

이러한 총체적인 불신의 문화는 알제리 국민을 거주 지역별로 파편화 시
켰고 국민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지더라도 시위가 한 거주 지역에서 다른
거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다(Parks 2012). 즉 한 도시에
서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오직 특정 지역의 주민들만 참여할 뿐 비슷한 사
회 ․ 경제적 계층인 이웃 지역의 주민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의 안나바(Annaba)시의 다른 지
역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에 항의하여 시위를 하는 동안 노동계층이 모여
사는 시의 동쪽 지역에서는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까지 아무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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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기를 명시적
으로 거부하였는데, 이들 지역 노동자들이 2010년 6월에 똑같은 이유로 격
렬한 시위를 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인터뷰에서
이들 안나바시 동쪽 거주민들은 자신들이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까
지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들이 2010년 6월에 시위를 벌였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답변하
였다(Parks 2012). 이러한 거주 지역에 기초한 국민 간의 분열은 새로운 형
태의 부족주의(tribalism without tribes)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Hachemaoui
2012). 사람들의 소속감이 자기가 속한 조그마한 지역 공동체에 있는 이러
한 새로운 형태의 부족주의는 분명 알제리가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알제리의 경우는 한 나라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한 국민이라는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가 내전
과 부정부패 때문이라도, 국민이 어떠한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신뢰하지 않
으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권위주
의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민혁명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제리
는 잘 보여준다.

Ⅲ. 민주주의로의 이행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은
과연 독재정권 타도에 성공한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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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화의 불길이 걸프지역국가(GCC: Gulf Cooperation Council)로까
지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가
이란식의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신정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근본주의 이슬람주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
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주화 바람이 부유한 산유국들로
구성한 걸프지역 아랍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
해 하고 있다.
세계적인 아랍 전문가들조차 틀린 진단과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의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조심스럽다. 소위
아랍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시리아 정부가
반정부시위를 진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현재 시리아의 상황은 반정부
시위대가 시리아를 장악해나가는 중이다. 또 다른 사례는 이집트의 모르시
대통령이 군사령관이자 군방장관인 탄타위를 해임하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그의 해임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탄타위가 군의 최고 실력자라고 생각했다
는 점이다.12) 탄타위 해임 불과 일주일 전 이집트를 방문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방장관인 리언 페네타가 모르시와 탄타위는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둘이 앞으로 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가 탄
타위 해임 후 CNN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아랍 정치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견해
임을 전제한 뒤 앞의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면 튀니지가 민주주의 이
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시리
12) 한국 언론이나 학자들 중에서는 모르시 대통령을 무르시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집
트 대통령의 이름은 분명히 모르시(Mors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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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순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도 대체로 필자와 비슷한 견
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ellin 2012; Stepan 2012). 필자의 개인적
인 견해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리비아와 시리
아는 비록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고 또는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권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본다(예를 들어 Linz and Stepan 1996). 먼저 민주주
의는 분명히 경제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예를 들어 Burkhart and LewisBeck 1994; Lipset 1959).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500~5,500달러 수
준은 되어야 한다(Stepan and Robertson 2003). 경제적 성장은 단순히 물질
적 풍요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 수준과 시민사회의 발전과도 직접적인 연관
이 있다(Lipset 1959). 둘째, 시민사회의 발전이 중요하다. 국민의 이해관계
를 대표하고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잘 조
직된 시민단체들이 없다면 독재정권의 몰락은 또 다른 독재 정권의 탄생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리비아의 민주화는 힘들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성숙한 시민문화의 존재가 필요하다(Almond and Verba 1963).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 사회는 타협과 반대를 인정하는 정치문
화, 소수집단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성
숙한 시민문화는 한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이다. 만약 소
수집단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면 소수집단이 기존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체제의 불안정
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국가 관료체계의 완비(state building)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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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의 일체감(nation building)도 중요하다. 만약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어떠한 국가가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군부는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요한 요소는 더 있
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
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1. 아랍의 봄?
이들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인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용
어의 적절성에 대해 먼저 논하고자 한다. 먼저 2011년 아랍 지역을 휩쓴 반
정부시위의 물결을 일부 언론에서 부르듯이 아랍의 봄이라고 지칭하는 것
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비록 반정부시위는 아랍의 많은 지
역에서 일어났지만 정권을 위협할 수준의 데모는 오직 튀니지, 이집트, 리
비아, 시리아, 알제리, 예멘, 바레인 등 6개국에서만 일어났고 독재자를 몰
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튀니지, 이
집트, 리비아 3개국뿐이다.13) 게다가 이들 나라는 모두 걸프만에 자리 잡고
있는 부유한 산유국과는 거리가 있는 가난한 아랍 국가들로 대부분 북아프
리카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아랍’ 의 봄이라기보다는 ‘북아프리카’의
봄에 더 가깝다.

13) 내전 중인 시리아가 알 아사드 축출에 성공할 경우 독재자 축출에 성공한 5번째 국가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장기 내전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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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디스(Geddes 1999)가 지적하였듯이 민중봉기로 한 독재정권이 무
너지는 것과 그 이후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민주화 이행, democratic
transition)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독재정권의 몰락은 흔히 새로운 독
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과정을 밟는 경우는 역사상 드물었다. 따라서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3개국이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슬람에 기초한 제한된 민주주의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정착에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이다. 새롭게 들어선 정
부가 어떠한 길을 밟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2011년 민주화 운동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른다면 마치 이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행에 성공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준다. 따라서 2011년의 민주화 운동은 아랍이 민주주
의를 시도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많은 아랍의 전문
가들이 아랍의 봄보다는 ‘아랍의 자각(Arab Awakening)’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Henry, Jang and Parks 2012).14)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아랍의 봄이라는 용어보다는 아랍의 자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2. 각국에서의 민주화 가능성
가. 튀니지
튀니지는 2011년 10월 23일 치러진 제헌의회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인 안
나흐다(Ennahda, the Renaissance Party)당이 전체 217석 가운데 89석을 차
14) 비슷한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Arab uprising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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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제1당이 되었다.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나흐다당은 12월 22일 마르주
키(Moncef Marzouki)의 공화의회당과 민족주의 중도좌파 성향인 빈 자파
(Ben Jaafar)의 에타카톨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였다. 이 새로운 연립정부
에서 안나흐다당의 사무총장인 하마디 제발리(Hamadi Jebali)가 실제 권력
을 담당하는 총리로 지명되었고 공화의회당의 마르주키는 대통령을, 에타
카톨당의 빈 자파는 국회의장을 맡았다.
이 새로운 연립정부의 주축인 안나흐다당은 선거기간 동안 온건 이슬람주
의를 표방하였지만 과거 이 당의 당수였던 라체드 알 가누치(Rachid alGhannouchi)가 튀니지의 호메이옹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격 이슬람주의자였
기 때문에 안나흐당이 앞으로 튀니지를 이란식 신정주의 국가로 변모시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이성수 2012). 특히 선거 직전까지만 해
도 20~28% 정도의 득표율이 예상되던 안나흐다당이 실제로는 41.7%의 득
표율을 기록한 것을 놓고 튀니지의 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세력이 그동안 과
소평가되었다는 견해도 개진되고 있다.
실제로 안나흐다당의 승리를 두고 (개인적) 이슬람주의 성장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Haugbølle and Cavatorta 2012). 이들에 따르면 튀
니지의 독재자였던 부르기바(Bourguiba)와 벤 알리의 이슬람 탄압에도 불
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튀니지인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이슬람주의는 벤 알리 시
절에 통치 엘리트 집단이 탐욕적으로 국가 경제를 약탈한 데에 대한 반작
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ibou 2011). 개인적 이슬람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인에게 이슬람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은 이슬람의 율법대로
살 자유가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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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듣고 보면 개인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실
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세속적인 정부의 법령과 이슬람의 율법이 충돌
할 경우 이슬람의 율법을 우선시 한다. 한 예로 이들이 세운 학교는 정부
공휴일인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대신 이슬람 휴일인 금요일에 쉰다. 아직
까지는 이들이 세속주의 세력과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만약 개인적 이슬람주의 세력이 정말로 안나흐다당의 선전의 원인이라면
앞으로 튀니지 정치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나흐다당의 약진에 대해서는 이를 이슬람주의의 성장보다는
아나흐다당의 선거 캠페인의 승리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로빈슨과
테스러는 정당 지지율이 20%에 불과했던 안나흐다당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활동 경험이 풍부한 아나흐다당 후보자 개개인의 정치
적 역량이 타 정당 후보자(정치 초보자인)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
한다(Robbins and Tessler 2011). 게다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나흐다당은 비록 탄압받기는 했지만 벤 알리 체제하에서 유
일하게 조직화된 정치단체였다. 비록 강한 탄압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
태이긴 했지만 재스민 혁명 이후 안나흐다당은 빠르게 조직을 재건하였고
아랍의 자각 이후 선거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에서 당 조직을 건
설하고 급하게 선거에 임한 다른 정당들에 비해 조직력 면이나 정치경험
면에서 안나흐다당은 많은 이점을 누렸다. 이러한 이점이 선거에서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Churchill 2011). 만약 안나흐
다당의 약진이 선거 캠페인이나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 등 이념 외의 요소
라면 안나흐다당의 약진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아나흐다당의 약진의 원인이 설령 개인적 이슬람주의 세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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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튀니지가 앞으로 이란식 신정체제나 사우디아라비아 식의 근
본주의 이슬람 국가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는 2011년 튀
니지 혁명이 1979년 이란 혁명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
저 이란 혁명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혁명이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이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이슬람주의에 경도된 이란 군부가 1979년
혁명을 지원하였다. 튀니지 혁명에서는 인터넷 활동가, 변호사, 젊은 노조
활동가, 젊은 대졸 실업자가 그 주축이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은 별다른 역
할을 하지 못하였다.
혁명의 주도 이념 또한 차이가 있다. 2011년 아랍 바로미터는 튀니지 국
민의 4.1%만이 이슬람국가의 건설을 튀니지 혁명의 제1요인이라고 대답했
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란의 1979년 혁명 이후 똑같은 질문을 이란 국민에
게 물었다면 현격히 다른 응답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즉 튀니지 혁명의 주도
한 세력이나 참여한 국민 모두 이슬람주의 국가 건설에 전혀 관심이 없다.
또한 시대정신이나 국제정세 또한 다르다. 1979년은 베트남전의 영향으
로 반제국주의가 이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정점에 달했던 시점
으로 1979년 이란의 혁명은 이러한 반외세, 반미, 반제국주의에 강하게 영
향을 받았다(Nabavi 2012). 하지만 2011년 튀니지의 시위대는 결코 반제국
주의나 반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시위 현장에
서도 그러한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튀니지 혁명은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룬 혁명으로 호메이옹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이끈 혁명
이 아니다(Roy 2012).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저항을 누르고 세속적인 체제를 신정체제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을 이란의 경우와 비교한 연구들은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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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명이 1979년 이란 혁명보다는 비폭력 대중운동이었던 2005년의 녹색
혁명에 더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Kurzman 2012).15) 한마디로 2011년 튀
니지의 시민혁명은 이란의 1979년 혁명과는 혁명의 성격, 주도세력, 시대정
신, 리더십 모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튀니지가 제2의 이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안나흐다당이 튀니지를 샤리아에 의해 다스려지는 근본적 이슬람
주의 국가로의 변모시키려 할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안나흐다당 지도
부가 거듭 터키식 체제를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설령 안나흐
다당이 이슬람주의 국가를 원한다고 하더라고 여론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랍 바로미터는 튀니지 국민의 78.4%가 성직자는 개인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오직 30.4%만이 성직자가 공직에 임
명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1 참조). 또한 국민
의 76.5%가 민간인 정부(Civil State)를, 오직 23.5%만이 이슬람주의국가
(Religious state)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이 이러한데 과반수 정당도
아닌 안나흐다당이 이슬람주의 국가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표 1. Arab Barometer II

튀니지

이집트

성직자는 개인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
서는 안 된다.

78.4%

86.7%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이 튀니지에 좋은 일이다

30.4%

46.9%

성직자는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5.4%

36.8%

종교는 사생활이며 사회 ․ 정치적 생활과 분리되어야만 한다

78.5%

79.7%

자료: Arab Barometer II.
15) 이란의 2009년 녹색혁명에 대해서는 장병옥(2011)을 참조할 것.

3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나. 이집트
2011년 11월 28~29일에 시작하여 2012년 1월 11일까지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 총 508석 중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이 37.5%의 득표로 235석을
가지는 제1당으로 부상하였고, 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정당인 알 누르(Al-Nour,
살라피스트 정당 연합)가 27.8%의 득표로 123석을 가지는 제2당이 되었다.
2012년 6월 16일과 17일에 걸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정의당의
모르시(Mohammed Morsi)가 51.7%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16)
이러한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약진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슬람
원리주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집트를 우방도 적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자유정의당(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집트도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나 이슬람 원리주의로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
선 혁명을 주도한 민심이 이러한 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
다. 무바라크가 물러나기 1주일 전에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이집트인 중
18%만이 이란 정권을 지지했으며 47%는 이란 정권을 반대하였다.17) 이란
의 카메네이(Khamene'i)가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이란의 1979년 혁명을 계
승하는 혁명이라고 주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이집트 군중들은 야유를 보내고 반이란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508석중 10석은 임명직이므로 498석만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17) 이 여론조사는 Pechter Middle East Polls에 의해 이집트의 양대 도시인 카이로와 알렉산드
리아에서 2011년 2월 5일에서 10일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보통 도시 거주민이
덜 이슬람적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여론조사는 이란 신정체제를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
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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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man 2012). 따라서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1 ․ 25혁명도 이란
의 1979년 혁명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혁명이다. 시위를 주도한 4월 19일
청년운동은 이슬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이며 서구식 민주주의
를 지향한다. 대중들도 이슬람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제라
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1년에 실시된 아랍 바로미터 조사는
응답자의 82%가 경제적인 문제를 이집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뽑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슬람 근본주의/과격주의에 대한 이집트 국민의 시각이 최근에
크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만 하더라도 56%에 달하던 헤즈볼라(레
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주의 테러조직)의 지지율이 2012년에는 20%로 떨
어졌다.18) 알 카에다를 호의적으로 보는 이집트인의 비율도 2012년에는
19%밖에 되지 않는다.19) 헤즈볼라와 알 카에다 지지도가 모든 아랍 국가
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아랍 국민들에게 이슬람
과격파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Kohut 2012).
게다가 이집트 국민의 33.80%만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정치체
제를 선호했으며 더 많은 수인 44.90%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정치체제
를 선호하고 있다. 2010년에 이슬람이 이집트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에 대해 이집트 국민의 82%가 좋은 일이라고 대답하고 단지 2%만이 나쁘
다고 대답한 반면, 2012년에는 같은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64%로 줄어들고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에 반대하는 비율이 25%로 증가하
였다(Kohut 2012). 이러한 여론을 감안할 때 이집트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18) Pew Global Attitudes Survey.
19) 튀니지 16%, 요르단 14%, 파키스타 13%, 터키 6%, 레바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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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은 모두 경
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자유정의당이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으로 국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변화에 맞춰 자신들의 정강을 실용주의노선 쪽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Roy
2012). 따라서 이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슬
람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술람주의 정치체로의 변화는 또한 세속주의로 알려진 이집트의 군부
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 혹시라도 자유정의당이 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정치체제를 시도한다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정
의당도 알제리에서 1991년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이 무리하게 이슬람주의
국가를 추진하다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잃은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
한 알제리의 경험은 자유정의당뿐 아니라 아랍 지역 이슬람주의 정당들에
게 큰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체제의 등장을 걱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슬림형제단이다. 하지만 이집트 현지에서 느끼는 무슬림형제
단의 지지기반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못하다. 부분적으로 이
는 1 ․ 25혁명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역할이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반정부세
력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무슬림형제단이 1 ․ 25혁명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
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28년 하산 알-바나에 의해 조직된 무
슬림형제단은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이집트 해방과 이슬람의 원칙에 따르는
국가 수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체이다. 무슬
림형제단은 1928년 이후 계속 이집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
고 많은 반정부활동의 주모자이기도 하였다. 1948년에는 당시 이집트 총리

∙ 350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생과 미래

였던 마흐무드 누크라쉬를 암살하였으며 나세르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였고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기도 하였다(송경근 2009). 하지만 이러한 무슬림형
제단의 극단적인 행동은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과 보복을 불러일으켜 무슬
림형제단의 붕괴 위기를 낳았다. 예를 들어 무바라크 대통령은 무슬림형제
단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도 감시하는 등 무
슬림형제단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 무
슬림형제단은 1970년대부터 온건노선과 대정부 타협책을 점점 추구하여왔
다(황병하 2011). 이러한 온건화 정책과 정부와의 타협으로 인해 무슬림형
제단은 정치적 활동을 허락받아 2005년 총선에서 88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일순간에 이집트 최대 야당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슬림형제단의 제도권 진입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무슬림
형제단을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혁명 초기에는 제도권 진입에 간
신히 성공한 무슬림형제단이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탄압의 대
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나서는 1 ․ 25혁명은 너무
나도 빨리 불타오른 뒤 너무나도 빨리 끝나버려 무슬림형제단은 참여할 기
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무슬림형제단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서 시위를 지원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는 시각(예를 들
어 뺷조선일보뺸(2011)(2월 6일)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다.20) 1 ․ 25혁명을
이끈 세력은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낯선 4월 6일 청년운동이라는 진보적인
청년단체이다. 하지만 무슬림형제단은 이렇게 애매했던 위치 덕분에 혁명
이후의 정세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무바라크에 의해 후임자
20) 현지의 여론은 물론이고 무슬림형제단 자신도 1 ․ 25혁명에서 어떠한 역할도 주장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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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명된 오마르 술레이만은 혁명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슬람형제단을
과도정부협상에 참여하게끔 허락하였고 이슬람형제단은 이 과정에서 주도
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무슬림형제단은 의회의 약 47%와 대통령을 보유한 이집트의 여당
으로서 이집트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게다가 이슬람 근본
주의 세력인 살라피스트 정당이 의회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두 이
슬람 세력이 의회의 약 70%을 점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두 세력이 원
한다면 이집트를 이슬람주의 국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는 살
라피스트 정당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속주의적인 군부
의 쿠데타 가능성 때문이라도 무슬림형제단이 이란식 신정정치체제로의 변
환을 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적 입지는
그 의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이 이러한 큰
정치적 변화를 시도할 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형제단은 1 ․ 25혁명
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혁명 이후 정권을 잡았고 이에 따라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한다.21) 자신들도 이런 사실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인 혁명 주도세력의 의도와는 어긋나
는 이슬람식 신정주의를 밀어 붙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즉 이란에서는
1979년 혁명의 주체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었지만 이집트 2011년 혁명
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혁명의 방관자에 불과했다. 1 ․ 25혁명의 주체
21) 2012년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는 아므루 무사 전 아랍연맹사무총장, 아이만 누르 2005년
대선후보, 엘 바라데이 전 IAEA 사무총장 등이었다. 1차 경선 이전에 무명 주자인 모르시
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았던 사람은 이집트에서 거의 전무했다. 1차 경선에서 후
보자들이 난립하여 표가 흩어진 것이 모르시와 샤피의 2차 경선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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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인 젊은 대졸자들이 결코 이슬람 근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콥틱 기독교인의 존재 역시 이집트에서 이슬
람식 신정주의가 힘든 이유 중 하나이다. 콥틱 기독교인은 이슬람식 신정
주의보다는 군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1 ․ 25혁명을 주도한
청년세력, 진보적인 대졸 여성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 통치보다는 세속적인
군부 통치를 선택할 것이다(송경근 2012).22) 이들 세력이 군부 지지로 돌아
선다면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둘 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이 이들 세력의 지
지를 잃는 이슬람식 신정주의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자유정의당은 콥틱 기독교인들과 진보적인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모로 하고 있다.23)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슬림형제단은 일부 언론이 생
각하는 것처럼 과격 이슬람주의 단체가 (더 이상) 아니다.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국내 보도를 보면 때로는 무슬림형제단을 과격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때로는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보도하는 등 무슬림형제단의 성격에 대
한 오해와 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혼란은 서방언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무슬림형제단을 과격 이슬람주의 단체로 보아야 할지 온건 이슬람단체로
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무슬림형제단이 하나의 이념으로 결속된 조직이 아니라 온건부터 과
격까지 다양한 분파들이 모인 포괄적인 단체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
22) 현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 많은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주의로
의 회귀를 두려워하여 모르시보다는 무바라크 정권 사람인 샤피에게 투표를 했다고 한다.
23) 자세한 내용은 황병하(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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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의 누구를 인터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정치적 발언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 개인의 견해이지 결코 무슬림
형제단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형제단의 과거 행적에 주
목하는 경우 무슬림형제단을 보다 과격한 단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무슬
림 형제단은 1970년대 이후 온건주의 노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황병하
2011, 2012; El-Ghobashy 2005). 자신들이 세운 자유정의당의 문호를 여성
과 기독교인에게 개방하고 기독교인 부통령을 선임하겠다는 등 변화의 제
스처를 내보이는 것도 무슬림형제단의 주류가 온건 이슬람주의자이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다양한 소그룹이 존재하지만 무슬림형제단
의 주류는 온건 이슬람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무슬림형제단
의 이러한 온건주의로의 정책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무엇
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다트 암살 등으로 대표되는 과격 테러 행위의
결과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조직 내 과격 세력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무슬
림형제단은 1954년 나세르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뒤 정치적으로 불법조직
으로 규정되어 정당을 조직하지 못하였다(황병하 2011). 하지만 사다트 암
살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정책 노선을 변경하여 온건주의화되
자 1981년 무바라크 정권은 어느 정도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 주었다(황병
하 2012). 이러한 경험은 무슬림형제단의 지도부로 하여금 과격보다는 온
건주의 정책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비록 이집트가 이슬람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곧 서구식 민
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서구식 민주주
의에 근접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과 종교적 소수는 권리를 제한 받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9일 이슬람 과격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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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공격받은 것을 항의하던 콥틱 기독교인들을 이집트 군이 장갑차로
진압하면서 3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은 앞으로 이집트에서의 민주주의가 어
떤 형태를 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다. 리비아
아랍에서는 여전히 부족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서
구 식민통치의 결과 겉으로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
는 부족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리비아는 그 대표적인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리비아에서는 부족이 국가에 우선한다.
보다 정확히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Paoletti 2011). 서정
민, 인남식(2011)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부족주의 척도를 살펴보면 리비아의
부족주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8.9로 모든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세 번째
로 높았다. 리비아보다 더 높은 나라는 내전이 끝이지 않는 소말리아(9.6)과
예멘(9.3)뿐이었다. 이 정도로 높은 수치는 거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수준
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 2. 아랍 국가들의 부족주의 정도

부족주의 정도

부족주의 정도

리비아

8.9

이집트

2.6

시리아

6.7

튀니지

1.8

알제리

4.5

자료: 서정민, 인남식(2011),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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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가 이렇게 높은 부족주의 정도를 보여주는 데에는 역사적 ․ 종교적 ․ 부
족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리비아는 식민지 이전에 부
족 국가였는데 독립 이후 리비아를 통치했던 리비아 왕조나 카다피 모두
효율적 관료체제나 정치 ․ 경제 ․ 사회제도 건설(state building), 국민 일체감
형성(nation building)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Vandewalle 2011). 1949년 독립
을 성취했을 때 독립적인 세 지방(Tripolitania, Cyrenaica, Fazzan)과의 공존
을 위해 이드리스(Idris I) 왕은 세 지방의 영향력 있는 가문에게 행정적 자
율권을 양도하였다(Anderson 1986). 카다피도 범아랍주의와 사회주의 이상
에 매달려 의도적으로 국민국가 건설을 무시하였다(Vandewalle 2012). 카다
피는 정부를 기본적으로 악으로 보는 무정부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국가라는 제도 없이 국민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체제를 꿈꿨다. 그는 자
마히리야(Jamahiriya) 라는 용어를 직접 고안하여 리비아를 자마히리야의
나라라고 불렀다. 자마히리야는 인민들의 나라(state of masses, peopledom)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국민이 인민위원회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
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정치 제도이다. 물론 실제적
으로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카다피가 자마히리야의 이상을 쫒는
바람에 안 그래도 허약한 국가체제(관료체제, 법원, 경찰 등)가 발전할 기회
를 상실하였다. 카다피는 부족의 리더들을 일종의 조정관인 샤비야트
(shabiyat)로 임명하였는데 이들 샤비야트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
아 지역 사회의 갈등 해결, 중앙정부와의 연락, 정부정책 실행 등을 담당하
였다(Paolleti 2011). 따라서 리비아에서는 효율적인 경찰 조직이나 관료체
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족이 국가를 대신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공
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즉 리비아의 부족주의는 단순히 소속감이나 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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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의 문제이다. 카다피가 시위군중의
무력 진압을 명령했을 때 군인들이 자신의 소속 부족의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서로 전쟁을 했다는 사실은 리비아가 아직도 국가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한 국민이라는 일체감은 더더구나 없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한
국민이라는 일체감이 없는데 자신의 부족이 아닌 다른 리비아 국민에게 똑
같은 권리를 보장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앤더슨이 지적하였듯이 리비
아의 당면 과제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이 아니라 국민국가 건설이다(Anderson
2011). 하지만 140개나 되는 부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는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기에 리비아가 가까운 장래에 통일된 행정체계와 국민들 간의 일체
감을 갖춘 국민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외에도 만연한 부패, 시민사회의 부재, 정부 신뢰의 부재, 낮은 교육
수준 역시 리비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절망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리비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비교적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이지만 석유에
의존한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은 이미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리비아에서 가까
운 장래에 민주주의정권을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 튀니지 혹은 이집트: 누가 먼저 민주화 이행에 성공할 것인가?
비록 이집트가 근본주의 이슬람주의 국가로 가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튀
니지가 이집트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먼저 튀
니지 국민의 25.40%만이 신정일치의 국가체제를 선호한 반면 이집트보다
무려 20%나 많은 64.10%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체제를 선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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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비록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이집트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에 대
해 여전히 다수가 찬성하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법은
꾸란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도 60%나 된다
(<표 3> 참조). 이에 비해 튀니지의 경우 법은 꾸란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하다.
표 3. 법과 꾸란

이집트

튀니지

터키

레바논

법은 꾸란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함

60

23

17

17

법은 이슬람의 가치와 원칙을 따라야 함

32

64

44

35

법은 꾸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12

27

42

무응답/모름

3

2

13

7

자료: 2011년 아랍 바로미터.

또한 이집트의 시민 문화는 많은 점에서 튀니지의 시민 문화보다 덜 민
주적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하는 2011년 아랍
바로미터 설문에 74%의 튀니지 국민이 찬성한 반면 이집트는 국민의 58%
만이 찬성하였다. 참고로 같은 질문에 대해 아랍권에서 상대적으로 세속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76%가, 터키는 84%가 찬성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도 튀니지는 31%인
반면 이집트는 67%나 된다. 즉 각종 여론조사 자료들은 대체로 튀니지의
시민 문화가 이집트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로의 이행도

24) 2011년 아랍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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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뿐 아니라 튀니지는 민주주의 이
행에 유리한 다른 조건들 역시 갖추고 있다. 튀니지는 아랍지역 최고의 교
육제도, 두터운 중산층, 그리고 잘 조직된 노조를 가지고 있다(Anderson
2011). 벤 알리 가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해 부를 축적하고 관료직을 매관매
직하지 않은 까닭에 튀니지의 관료들은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부정부패의
정도가 확실히 덜 하며 매우 비정치적이다(Anderson 2011). 게다가 군대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벤 알리 시
절 진행된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경제 ․ 산업 ․ 금융 부문
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즉
국가의 물리적 ․ 행정적 힘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약하며 이러한 약한 국가의 영향력은 분명히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잘 조직된 노조는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활
동가 그룹과 함께 강력한 시민사회의 밑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집트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고 있다. 나세르의 유사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였지만 그 교육의 질은 매우 낮다. 이
러한 낮은 교육의 질 때문에 이집트의 교육 수준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
다 훨씬 낮다. 대학 졸업자의 수도 지나치게 많아 높은 대졸 실업률이 사회
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료체계는 부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월급이 매우 낮으며 제때에 지급되지도 않아 관료들의 사기는 매
우 낮고 복무기강은 해이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효율적인 관료 체계
를 건설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군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제
헌의회 해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한다. 군이 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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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의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집트 1월 25일 혁명의 결정적 성공요인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 군이 계속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집트 군은 무바라크 하야 이후에도 계속 타흐리르 광장에서 농성하던 혁
명세력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해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집트
대법원을 통해 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해산시켰다. 최근에 국방장관 겸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무함마드 탄타위를 모르시 대통령이 해임한 사건은 이집
트 시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고 민주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탄타위의 후임자를 모르시 대통령이 아니라 군최고회의
(SCAF)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군이 여전히 민간 정부의 통제권
밖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경찰과 달리 비교적 잘 훈련되어있고 병사들
도 상부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시민들도 군에 대한 존
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이 쿠데타를 시도한다면 이를 저지하
기 위한 대규모 군중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호
감도가 70%인데 군최고회의(SCAF)에 대한 호감도도 63%나 된다.25) 따라
서 군은 언제나 이집트 민주화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징
이 정치학자들로 하여금 튀니지가 이집트보다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이다.

3.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
튀니지와 이집트의 집권여당은 모두 이슬람주의 정당임을 천명하고 있
25) Pew Global Attitude Surve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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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연 정치적 이슬람주의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며 이슬람주의를 천명하는 정당들조차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
는지를 알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 이슬람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 버
먼(Sheri Berman)은 이슬람이 사회적 ․ 정치적 ․ 개인적 삶을 인도해야 한다
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Sheri 2003, 서정민, 인남식 2001. 재인용). 이슬
람주의는 또한 꾸란과 하디스에 기초를 둔 이슬람 성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일 수도 있다(이성수 2012). 꾸란에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서구식 근대)민주주의와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장병옥 2012) 이슬람교도들은 (서구식 근대)민주주의와 이
슬람교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민
주주의는 상충되느냐는 2011년 아랍 바로미터 설문에 오지 8%만이 그렇다
고 대답한 반면 83%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의 관심은 이슬람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
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다. 필자의 관심은 이러한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의 부상이 아랍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즉
이슬람주의 또는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의 집권이 이란식 신
정체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권위주의체제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들 들어 리콴유가 아시아의 가치는 서구의 것과 다르다면서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자신의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시킨 바 있다.
많은 권위주의체제들이 ‘~식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통
치를 정당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실제로는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나아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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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염려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이슬람주의 정
당들이 최근에 크게 온건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나흐다당과 자유정의당 모두 국민의 일반적인 참정권
을 보장하면서 터키식 모델을 따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앞에 열거한 이유들로 볼 때 이 정당들이 여성이나 비무슬림에 대해 참정
권을 제한하거나 샤리아에 의해 통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슬람주의가 정치
를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주의에 대해 위협요소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이
슬람주의자들은 정치를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보지 않고 정의
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Gerges 2012). 오스만(Tarek Osman)은 이
슬람주의를 “가난한 대중을 위한 사회적 대안을 제공하며, 미래를 잃은 젊
은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순수
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이념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부유한 기득권세력에게는 온건한 종교의 장을 제공하는 이념”
이라고 정의한다(Osman 2011, 재인용: 서정민, 인남식 2011).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종종 정의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예를 들어
이집트의 자유정의당, 리비아의 정의건설당).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이
들의 정치관이 종종 과격으로 흐르는 이유이다. 정의 실현에 있어서 타협
과 협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주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경제 특히 가난한 자의 복지로 이
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는 설
문에 튀니지 국민의 43.5%와 이집트 국민의 64.4%가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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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체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의
정치관은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때때로 이슬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띠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히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민주주의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뽑은 이집트 국민은 응답자의 불과 6%에 불과했다. 게다
가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경제를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
은 민주주의와 좋은 경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튀니지 국민의
40%가 민주주의를 59%는 좋은 경제를 선택하였다. 이집트 국민의 48%는
민주주의를 49%는 좋은 경제를 선택하였다.
표 4.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튀니지

이집트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 제공/경제 격차 해소

43.5%

64.4%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27.4%

6.0%

부정부패가 없음

12.1%

4.8%

권위주의체제가 모두에게 풍족한 복지를 제공한다면 이들은 이러한 체
제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복지)를 민주주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관은 이들 아랍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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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걸프만 국가들에 미칠 영향
이번 아랍의 자각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
이트 등에는 매우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그럼 이번 민주화 운동이
소위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에 앞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인가?
필자의 견해는 매우 비관적이다. 이번 민주화의 물결을 겪은 나라들은 주
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하여 걸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민주화가 걸프 지역의 아
랍 국가들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이번 아랍의 자각을 겪은 아랍 국가들은 걸프 지역의 나라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공화정 체제였으며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있었고 경제
적으로는 훨씬 낙후되어 있다. 필자는 서구의 식민지 통치가 민주주의 관
련 제도를 식민지 국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볼런과 잭먼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Bollen and Jackman 1985, 1995).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 식민지 경험과 민주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시아 국가를 분석한 결과도 서구의 식민지였던 국가
들이 더 먼저 민주주의를 성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Lee
2002). 하지만 이슬람 사회의 경우 식민지 경험은 신정정치를 주장할 수 있
는 왕조의 몰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 모두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 것이 시위의 한 원인이었다. 이들 국가가 왕
정이었다면 이러한 권력 세습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반정부 시위의
한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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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가 걸프만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이슬람의 정치관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랍인들은 경
제를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시하며 심지어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가치로 보
기보다는 경제와 복지로 생각한다. 이번 혁명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 궁핍
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적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 정권은 성립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 이슬람체계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국민에게 빵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라면 비록 그 체제가 비민주적이라고 할지라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불행하게도 걸프 지역 이슬람 국가들은 석유 덕분에 국민
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사태 직후 카타르 정부가 공무원의 월급
을 120% 인상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300억 달러의 복지 예산을 배
정한 일화는 이들 왕조가 국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
며 혹시라도 있을 민주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능력과 기지
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Ⅳ. 결론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먼저 2011년 반정부 운동이 정
권 타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반정부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새롭게 들어선 정
부가 어떠한 정부가 될 것인가를 민주주의로의 이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았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이제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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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식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실제적으로는 최소한 당분간은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민주주의가 불완전하게 시작하였다. 따라
서 필자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결코 신구교도들의 차별을 끝낸 것은 아니지
만 유럽에서 종교의 관용의 시발점으로 간주되듯이, 이번 민주화 운동은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게 민주화의 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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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연구 목적
최근 들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 사
업이 확대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게재 승인 하에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권 1호에 게재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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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나 관련
금융기관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하여 보다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1)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이슬
람금융에 대한 연구와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국내 이슬람 신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의 문화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이슬람금융
에 대한 수요 역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정부가 일부 이슬람금융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 역시 기독교계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2) 프로젝트 파이낸스 역시 전문 분야이기 때
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하
고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를 활용한 특수한 금융서비스인 이슬
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3)
1)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동 국가에서 대형프로젝트 국가별 수주 규모에서 한국
기업이 전체 프로젝트의 62%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11%인 이탈리아, 3위는 10%인 영
국이 차지하였다. 또한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최대 수주 기업 5위 안에 한국기업이 4개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포함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2012), 뺷PF
Market Watch뺸. (10월 2일).
2) 2009년 9월 정부는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하여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내 소위원회에서 수 차례 보류되었다. 이후 2010년 12월 개정안이 조세법심사위원회
를 통과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가 무산되었고, 이어 2011년 2월 임시국
회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목회자 및 기타 관련자들
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동 법의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였다(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2011).
3)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되었으나 금융학에 기초한 전문적
인 연구는 매우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초기 대부분의 연구는 금융에 집중한 연구라기보다는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개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김종원 (2010), 홍성민(2010), 장건(2011), 김중관(2011) 등은 전반적으로 이슬람금융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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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성격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과 기능, 정의 등을 살펴보고 이슬람금융의 형식을 제시한
후, 이 둘이 결합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와 구조를 제시하였
으며 이후 전반적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통계와 구체적인 주요 이
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2006년부터 최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사
용된 각종 프로젝트를 조사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1995년 이후 사용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 6개 및 기타 중요 사례를 제시하여 이
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발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 이유와 가능성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이론과 이슬람이론, 동남아나 중동지역 연구 등이 종합적
으로 결합한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수립한
정책 및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

및 특징을 소개하였고,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은 이슬람금융을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등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전통적금융이 이슬람 기법으로 어떻게 제공되는가를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보다 세분화된 이슬람금융의 연구로서
양호석, 손성현(2012)은 이슬람 은행과 일반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 차이를 분석하였고, 최
두열(2011)은 2011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슬람채권법의 특혜 여부를 분석
하였으며, 정영규(2010)는 말레이시아와 UAE 금융 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강대창, 박나
리, 김형준, 홍석준, 원순구(2011)는 동남아 이슬람 경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금융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강대창(2012)은 이슬람금융에서 수
쿡(Sukuk)에 집중하여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 김종원은 이슬람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기
초자료를 설명하였고, 최두열, 오규택, 박동규(2010)는 말레이시아 Mukah 발전소 건설 사례
를 활용하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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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에서 이 분야 연구자나 수행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이슬람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안은 이슬람금융의 해외
활용이 유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사례 연구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Ⅰ장에서 서론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Ⅱ장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론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한 주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제Ⅳ장에
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해외 활용 가능성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 및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연구
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론과 현황
1.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론과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는 프로젝트 자산을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로 한정하고,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익을 주된 상환자금의 원천으로 간
주하는 프로젝트 개발자금 조달 방법이다. 전통적인 은행거래가 차입자의
일반 자산을 담보로 간주하고 차입금 사용 대상 사업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수익도 상환자금 원천으로 간주하는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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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에 기초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를 보
인다.4)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많은 경우 프로젝트를 최초에 주도하는 사업
주체와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 위험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회사(project company)를 신설한다. 이때 프로젝트 파이낸스
의 차입주체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C: special purpose vehicle) 형태
의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가 된다.5)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석유, 석탄 등 대형 자원개발 사업이나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많이 사용된다. 이는 자원개발이나 대형 건설 사업
에서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기초한 독립 회사를
설립하기 용이하고, 이들 프로젝트에서 얻어지는 현금흐름이 확연하며, 담
보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자산이 확실하여 상품의 시장성과 가치가 명확하
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6)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 공급은 여
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융자나 채권발행과 은행 대출이 결합된 형태
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대체로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
에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다루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7)
4)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동규(2007), 김창록(2008) 등을 참고.
5)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차입주체는 건설회사나 운영회사, 원자재 공급자, 프로젝트 회사와 대
주 간의 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차입기구 등이 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성공하려면, (1)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능력 (2) 사업자
와 채권자 간의 적절한 위험 배분 (3) 정확한 현금흐름 분석 (4) 원자재 및 산출물 시장의
확보 (5) 프로젝트 경영진 및 건설업체의 전문성 (6) 우호적인 정치 환경 등이 요구된다(박
동규 2009).
7) 국제금융시장에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72년 Britain Petroleum이 북해유전 개발하면
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석유화학 등 공업프로젝트, 대형 사무용빌딩과 같은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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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사업구조나 자금 조달 구조는 매우 다양하나
[그림 2-1]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출자자는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프로젝트 회사는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대
주단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출자자에게는 이윤을 배당한다. 이 경우 프로젝
트 회사는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개발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그림 2-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요

2. 이슬람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는 샤리아(shariah)에 맞추어 행해지

낸스를 담당하는 SPC를 설립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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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을 의미한다.8) 샤리아는 금융 활동에 있어 이자를 금하는 대신 서
비스 제공이나 실물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서 수익을 창출 ․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슬람금융에서는 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금융거래는 인정되지만 이를 부담하지 않는 금융거래, 즉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율법에
적합한 산업에만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때문에 이슬람금융은 전통적인 대출이나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및 공급
보다는 렌탈을 통한 사용료, 상품 매입을 대신하면서 받는 수수료, 이익 공
유상품 제공 같은 업무에 집중하고, 또한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
고기나 주류, 도박 등의 산업에 관한 자금거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슬
람금융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면에서나 사용 용도 면에서 전통적인
금융보다 제한된 매우 제한적인 금융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상품 중에는 전적으로 이슬람금융에 적합한 상품
이 있는 반면, 쟁점이 되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애초부
터 리스크를 부담하고 사업의 수익에 근거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전적
으로 이슬람금융 상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리스나 렌탈 등은 이슬람
금융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일반 대출이나 채권 등은
이슬람금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슬람금융은 직접적인 대출을 대신하여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

8)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으로 이슬람 교도의 삶에 관한 최상의 지침으로서 그 본질은 성전인
코란(Quran)과 순나(Sunnah)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반 금융을 ‘전
통적 금융(conventional finance)’이라 할 때, 샤리아에 맞게 발생한 형태의 금융을 ‘이슬람금
융’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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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카, 이스티스나 등 크게 5가지 상품의 형태로 제공된다.9) 무라바하는
은행이 고객 대신 상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재판매 하는 방식이고, 이
자라는 은행이 고객 대신 상품을 구입한 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
이다.10) 무다라바는 은행이 자금공급자가 예탁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위탁
하고 이익을 사전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무샤라카는 은행과
공동 출자에 의해 공동 사업 운영 및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이스티스나는 상품이 생산되기 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은행
이 기업에게 생산 요청 및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후 고객에게 자금 및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나타낸다.11)
한편 이슬람 금융은 증권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이자 수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은 증권화를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되, 앞에서 설명한 이슬람금융 상품을 사용하여 이자 대신 사용료나 수
익금을 배분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2-2]는 이자라 방식의 증권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먼
저 (1) 증권화기업은 이용 가능한 물적 자산을 구성하고 이를 SPC에 무사
라카 또는 무다라바 형태로 매각한 후, (2) SPC는 구입 자산에 대한 채권
을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절차를 거친다. (3) 이러한 절차
9) 실제로 이슬람금융에는 이보다 많은 종류의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이들은 가장 대표적인
상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을 참고하시오.
10) 무라바하와 유사한 이슬람금융 방식으로는 타와루크(Tawarruq)가 있다. 이는 기업이 은행
으로부터 외상으로 상품을 인수받고, 이를 판매한 후 상품 값을 은행에 납부하는 이슬람금
융 형식이다.
11) 이들 5가지 이슬람금융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을 참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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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SP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4) 모집된 자금을 SPC는
증권화기업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5) SPC는 일정기간 후에 임차인들
로부터 이자라 임대금액을 수취한 후 (6) 수취한 이자라 임대금액에서 무
다리브(mudarib) 분할 또는 wakala 수수료를 공제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
게 된다.12)
그림 2-2. 이자라 방식의 증권화

자료: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 뺷이슬람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뺸,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연구자료 11-04-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슬람금융의 증권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즉 증권화 기업은 출자자가 되고, 투자자는 대주단이 되며
임차인은 자산관리자가 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슬람금융의 이자
라 증권화 과정과 매우 흡사해진다.
이는 이슬람금융이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

12) 이슬람금융거래는 자금공급자와 사업운영 책임자로 구성되는데 자금공급자를 rabb-ul-mal
로, 사업운영자를 mudarib로 부른다. wakalah는 이슬람금융의 거래에서 등장하는 위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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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본투자나 사용료 개념에 입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개별 프로
젝트 혹은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특
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초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프로젝
트 파이낸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슬람금융이 형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유
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은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손쉽
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샤리아에 적법한 사업이어야 하고,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취득하는 형식
이 이슬람금융 형식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
스는 이슬람금융서비스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를 갖추어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13)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사용
할 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샤리아를 준수하는 이슬람금
융 기법인 이자라 방식이라면 이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자라는 부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금융의 리스와 거의
유사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는 대체로 앞의 이슬람금융의 구조에
서 설명한 SPC를 통한 증권화 상품과 거의 같다. 이중 미래 현금흐름이 특
정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본 이슬람금융상품이 무엇인

13) 한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일부에 국한된다. 따라
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일부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
이낸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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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역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즉 특정 프
로젝트에서 이자라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 이는 이자라 방식을
이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되고, 이스티스나 방식으로 수익을 받을 것이
라면 이스티스나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3]과 같이 특정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이자라 형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1) 이슬람금융기관
은 최초 자금공급자부터 자금을 받고 이를 SPC에 지급한다. 이후 (2) SPC
는 이 대금을 조달 혹은 건설 총괄업체에 제공하고, (3) 다시 이를 개별 건
설업체에 제공한다. (4) 이후 인프라의 건설이 완료되면 이 시설은 건설업
체에서 조달 총괄업체를 거쳐 (5) SPC에 전달된다. 이후 (6) SPC는 서비스
구매자에게서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7) 사용료를 지급받
으며 이를 다시 (9) 이슬람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8) SPC는 인프라 관리와 대금 수취 및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서비
스공급자를 선정하고, 이와 계약을 맺는다. 이 서비스 공급자는 향후 이자
회수 및 자금공급자에 대한 수익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사용료 지급 계약 기간을 마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인프라구조물
은 서비스구매자의 소속이 되고, 인프라서비스 구매자는 미리 예정했던 가
격에 맞추어 대금을 SPC에 제공하며 SPC는 이를 다시 이슬람금융기관을
통하여 최초의 자금공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마치게 된다. 또한 인프라구조물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공급자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미래의 예상 수익을 앞당겨서 건설 기간에도 제공하도록
상품이 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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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자라 형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료: Clifford Chance Client Briefing(2011), Introduction to Islamic Project Finance. (Spring:
Summer)

3.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현황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90년 파키스탄의 Hub River Power 프
로젝트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당시 자
금조달에 참여하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Al-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rporation은 총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19억 달러 중 9,200만 달러
를 이슬람금융으로 제공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로 조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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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
한편 본격적으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도입된 것은 1995년 쿠웨
이트의 Equate Petrochemical Company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서이다. 당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PC: Kuwait Petroleum Company)의 자회사인
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PIC)와 Union Carbide Corporation는 조인
트벤처사로 Equate Petrochemical Company를 설립하고, 새롭게 석유정제시
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금융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였다.15)
Equate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말레이시아와 중
동국가를 중심으로 이슬람금융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고, 급기야 2000년대 들어 보다 일
반화되기 시작하였다.16)
이슬람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본 연구는 중동 지역 전체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현황 지
표를 조사하고 2006~12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
낸스가 사용된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17) 이때 사우

14) 그러나 당시 파키스탄의 정치 불안으로 이 프로젝트가 연기됨에 따라 실제로 자금 조달은
1995년에야 이루어졌다.
15) Equate 사업은 8억 달러 주식, 6억 달러 국제상업은행대출금, 4억 달러 쿠웨이트 은행 대
출금 및 2억 달러의 이자라 형식 이슬람 자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였다.
16) 일반적으로 이슬람금융의 현황은 이슬람 은행, 증권, 보험(타카풀) 및 단기금융시장의 현황
을 종합적의로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집중하여 그 현황과 추이
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이슬람금융의 추이 및 현황은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을 참
고하시오.
17)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이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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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라비아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현황 중에서 대체로 전체 파이낸
스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이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제공된 2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슬람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가 지난 2000년대 들
어 크게 증대되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는 현재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전체 중동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와 내부 자금의 비율, 사우디아라비이의 프로젝트 파이낸
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그림 2-4]
와 같이 중동지역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는 2000년도 30억 달러
미만에서 2007년에는 370억 달러 규모로 매우 크게 확대되었고, 2011년에
는 1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18) 한편 이 지역 역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
낸스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06~12년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규모는 [그림 2-5]와 같이 2006년의 17억 9,000만
달러에서 2010년 48억 7,000만 달러까지 증가한 후, 2012년에는 37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 기간 중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8) “중동(MEED)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서는 중동 국영자금(내부 자체 투자)이 평균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약 13%는 해외 조달된 외부 투자로 조달되고, 나머지
15%는 중동 자체 자금과 해외 자금이 공동 투자하였다. 중동 국영자금은 정부, 국영회사,
중동 국영은행, 중동 상업은행의 자금을 합산한 것이다. 해외 조달 외부 투자는 해외 상업
은행, 해외 국영자금, 해외 기업의 투자 전체를 고려하였다.”(이광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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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동지역의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규모

자료: 해외건설협회(2012), 뺷인프라스트럭쳐와 프로젝트 파이낸스뺸. (9월)
그림 2-5. 사우디아라비아의 2006~12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규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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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전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09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타난 프로젝트 파이낸
스의 규모는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에도 전체의 5%에 불과하다.19) 이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
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법인 이
슬람금융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금액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계속하여 새로운 이슬람금융상품이 개발되
는 것을 고려하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미래는 보다 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사용
되고 있으나 이자라 형식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기 때문
에 이를 모두 알 수 없으나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의 2006~08년의 주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종류별로
구분할 때, 이자라 형식이 42.8%로 가장 높고 이어 수쿡이 20%, 이스티스
나 형식이 1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록 표 3-1]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이자라 형식이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
었다.
19) Holtzman(2010)에 따르면 2006~09년 등 4년간 사우디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 조달
은 주식 28%, 국제상업은행 대출 29%, 사우디 상업은행 대출 34%, 수출보증기구 대출 5%,
국제금융기구 대출 1%로 구성되었다. Bank Muscat(2011)은 MEED, IJ Online, BankMuscat
Equity Research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사우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이슬람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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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자라 형식이 사용료 납부 형식이기 때문에 전통금융의 렌탈 개념
과 유사하여 손쉽게 전통금융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제 각종 인프라서비스를 건설한 후, 그 비용 상환을 위하
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활용 지역은 아직까지 중동 및
말레이시아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 프로
젝트 파이낸스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다르, 오만 등 GCC국
가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08년까지 주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구성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34.15%로 가장 높고, 이어
UAE가 26.83% 바레인이 17.07% 카타르가 14.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현재 이슬람금융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고,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이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이슬람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
형화가 이루어졌다. 2006~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
낸스로 조달한 금액은 이슬람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젝트 전체 조달 금액
의 약 36.1%에 해당되며, 이중 일부는 100%를 모두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
낸스로 조달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때 프로젝트 조달 금액 전체를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조달한 것은 대체로 10억 달러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
규모 프로젝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당시 이슬람 프로젝트 파
이낸스의 조달 규모는 대체로 1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으나, 2008년의 Al
Kayan 프로젝트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프로젝트의 지원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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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2006년 9월의 Northern Region Cement Factory 프로젝트에서
는 외부금융 1억 3,300만 달러 전체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사용
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외부 조달 금액 전체가 이슬람 프로젝트 파
이낸스로 제공되는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2-6. GCC 국가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a) 국가별 구조

(b) 상품별 구조

자료: Fatima Rasool Ghulam(2010), Islamic Mega Project Financing in GCC Countries, Open
University Malaysia.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대형화 및 다양화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하였다.
첫째, 이 지역에서 전반적인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크게 늘어났다.20)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성격상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 이슬람국가의 경제성장 및 발전으로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로 대규모의 외화 저축이 이루어짐에
20) 이슬람지역에서 건설이나 플랜트 공사의 규모나 현황은 해외건설협회(2012), ｢인프라스트
럭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9월)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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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동 국가들에서 각종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의 개발 형태가 주
로 대형 토목건설이나 플랜트 수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
하기 편리한 구조였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이 저부가가치의 원유 생산 보
다는 고부가가치의 석유정제나 화학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것도 건설 수
요 증가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슬람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수쿡이 SPC를 설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전통적
인 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용이하였다.
셋째, 이슬람금융 전문가가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슬람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 제한된 수의 전문가가 자금을 운영할
때 대규모의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다. 또한 각종 상품을 개발할 때 샤리아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어려
움 때문에 이슬람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해 소액
금융상품보다는 거액 금융상품에 보다 집중하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였다.

Ⅲ.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사례 분석

1. 쿠웨이트의 EQUATE 사업
쿠웨이트의 EQUATE 사업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쿠웨이트 경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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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중동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이었다. 당시
쿠웨이트 정부는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석
유화학 단지를 건설하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걸프전쟁 이전과는 다
르게 해외 파트너 및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으로 고
려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쿠웨이트의 석유화학 기업인 PIC와 세계
거대 화학 기업 중 하나인 Union Carbide는 20억 달러 규모 석유화학 공장
의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위한 Equate Petrochemical Company를 형성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Union Carbide가 파트너로 선
정된 이유는 Union Carbide의 기술력과 국제 석유화학 시장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었으며, Union Carbide 입장에서는 EQUATE 프로젝트가 전매 프로
세싱 기술을 사용할 기회와 저비용 투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EQUATE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운영과 필수 시설 및 관
련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미국계 건설사인 Fluor Daniel와 계약을 맺고
1994년 8월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4억 5,000만 달
러의 자기 자본과 부채 자금을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조달하였다.
1995년 말, EQUATE 프로젝트 사업주들은 프로젝트의 자금흐름 및 프로
젝트의 장기적 특성에 맞도록 브릿지론(bridge loan)을 더 영구적인 금융으
로 대체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부가적인 부채를 포함하여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의 85%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프로젝트 파이낸스
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쿠웨이트 정부는 자금 조달 원천을 다양
화하고 쿠웨이트 내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이슬람금융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쿠웨이트 내 유일한 이슬람 은행인 Ku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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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House(KFH)가 여기에 참여하였다.21)
KFH는 이후 본격적으로 이슬람금융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스티스
나(Istisnaa), 무라바하(Murabaha), 이자라(Ijara)의 세 가지 이슬람 거래구조를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건설 단계에서는 이스티스나(istisnaa)를, 건설 단계
이후의 자금 상환 단계에서는 이자라(ijara)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22)
결과적으로 Union Carbide와 PIC 모두 영구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
젝트 파이낸스를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PIC는 해외파트너인 Union Carbide가 직접 개입하기를 바라는 반면, Union
Carbide는 당시가 걸프전쟁 이후라는 점을 반영하여 자신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을 쿠웨이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PIC와 Union Carbide는 각각 자기자본의 45%를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쿠웨이트 시민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기위해 1995년 6
월 Boubyan Petrochemical Company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IPO 자금으로
나머지 10%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1996년 9월 15일 완성된 자금 조달 안에는 4억 달러의 역내 은행 자금과
6억 달러의 국제은행 자금이 포함되었고, 각 자금은 12억 달러의 총 일괄거
래를 위해 1억 달러의 이슬람 이자라 금융을 포함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에
위치한 이슬람 투자 은행을 선도하던 국제 투자자와 KFH(Kuwait Enterprise

21) 이때 자금 조달 자문사로는 Chase Manhattan, J.P. Morgan and Chemical Bank 등, 법률자
문이 참여하였다.
22) 당시만 해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와 대
주단, 자문단 등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식 구축을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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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는 각각 1억 2,000만 달러와 8,000만 달러의 이슬람 자금을 조달하였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금 출처 및 자본 사용 내용은 [표 3-1]과 [그림 3-1]
과 같다.
쿠웨이트의 EQUATE 프로젝트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프로젝트는 쿠웨이트에서 국
내 투자자들과 국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시작한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며 둘째, 이 지역에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과정에서
IPO가 사용된 최초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셋째, 걸프전쟁이
종전된 이후 최초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역내 개발
의 시발점이 되었고 넷째, 대규모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의 자
금이 조달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위한 초석
이 되었다는 점이다.
표 3-1. 프로젝트 자금의 출처 및 자본 사용 내용

조달 형태

출자금

(단위:백 만 달러, %)

자금 제공 기관

금액

비중

PIC의 총투자금

349

17.7

Union Carbide의 투자금

349

17.7

Boubyan의 총투자금

77

3.9

합계

775

39.2

국제은행

600

30.4

지역은행

400

20.3

이슬람금융

200

10.1

합계

1,200

60.8

1,975

100.0

차입금

총계

자료: Benjamin Esty(2000), “The Equate Project: An Introduction to Islamic Project Finance,”
Journal of Project Finance, Vol. 5,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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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쿠웨이트의 EQUATE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

자료: Benjamin Esty(2000), “The Equate Project: An Introduction to Islamic Project Finance,”
Journal of Project Finance, Vol. 5, Issue 4.

2. Al-Waha Petrochemical Company 프로젝트
Al-Waha Petrochemical Company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l-Zamil
그룹이 LPG(liquid petroleum gas)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도한
LPG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ABC Islamic Bank와 Arab Bank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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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International Bank, Bank Saudi Fransi, Bank Saudi Hollandi, Bank AlJazeera 및 Saudi British Bank 등의 은행이 자금 조달에 참여하였다.23)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원한
대형 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이 공장이 완성됨에 따라 사우
디아라비아 내의 LPG 수요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LP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Al-Zamil 그룹은 PDH(propane dehydrogenation) 공장과 PP(polypropylene)
공장의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Saudi Aramco로부터 일정 할당량만큼의 프
로판(propane) 원료 공급권을 획득한 후, 2004년 5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Sahara Petrochemical을 자본금 4억 달러로 설립하고, 잠재적 공동
투자자들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Al-Zamil 그룹은 Basell을 이 프로젝트의 적합한 파트너로서 선택하
고, 조인트스톡회사(joint stock company)인 Al Waha를 설립하고 Jubail &
Yanbu의 Royal Commission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동
부의 Al-Jubail 산업도시에 공장 건립을 시작하였다.24)
Al-Waha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프로판가스에서 수소를 제거한 중합체
수준의 프로필렌 스트림(propylene stream)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때 생산된
프로필렌은 단독중합체(homopolymer)와 혼성 중합체(copolymer) 생산을 위
해 폴리프로필렌(PP) 공장에서 사용된다. 이에 이 공장은 PDH(propane dehydrogenation) 유닛과 단일 PP(polypropylene) 유닛의 두 가지 기본적인 생
23) 이때 금융자문사로는 HSBC가, 법률자문사로는 영국의 Norton Rose가 각각 참여하였다.
24) Basell은 2000년 BASF와 Shell의 50:50 합자회사(joint venture)로 형성된 세계적인 폴리프
로필렌(polypropylene) 생산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생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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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유닛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력 공급 및 폐수 처리, 냉각수 공급을 위한
다양한 추가 설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Al-Waha 프로젝트에 사용된 총 비용은 9억 3,920만 달러로서, 이
중 자기자본은 3억 2,870만 달러로 총 비용의 35%를 차지하고 사우디 산업
개발기금이 1억 670만 달러를 제공하여 약 1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은행
및 공공투자자금의 자금 공급 규모가 5억 380만 달러로 총 프로젝트 비용
의 53.6%를 차지하였다.
이중 이슬람 금융으로 제공된 총 자금 규모는 5억 2,650만 달러로, 이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본 자금 5억 380만 달러와 향
후 잠재적으로 추가될 프로젝트 비용을 위한 예비 자금 2,275만 달러로 구
성되었다. 또한 사업주(Sponsor)가 기본 프로젝트 비용의 잠재적인 증가를
위해 1,225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자금 규모로 3억 2,870만 달
러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는 크게 무샤라카와 이자라 방식의 이슬람 금
융이 사용되었다. 무샤라카는 공장 건설을 위해 Al-Waha가 동의하는 모든
필요 단계에 대해 은행 및 참여자로 지칭되는 투자 기관과 Al-Waha 사이에
서 체결되었으며, 참여자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
하에서 Al-Waha에 의해 초래되는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제공한 자금 및
미수 자금 비용만큼 공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후 건설 기
간이 만료되면 참여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소유권을 Al-Waha에게 11년 동
안 임대하게 되며,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Al-Waha는 6개월간의 자산 구입
착수 기간을 거쳐 참여자들이 소유한 자산을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Al-Waha Petrochemical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샤리아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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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민간 석유화학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며,
프로젝트 전체 금액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기금인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과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을 제외한 민간투자기금 전체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의의를 가진다.

3. 말레이시아의 Mukah 발전소25)
말레이시아 Mukah 화력 발전소 건설의 프로젝트 사업주는 말레이시아
내 사라와크 주 내에서의 전력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SEB(Sarawak Energy
Berhad)이다.26) SEB는 2006년 8월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회사로 자본금 200만 링기트를 출자하여 Mukah Power
Generation(MPG)을 설립하였으며, MPG는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RHB Islamic
Bank를 금융 주간사로 선정하여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한 다층구조 프로젝트 금융 방법을 사용하였다.27)
25) 말레이시아 Mukah 발전소의 자금 조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두열, 오규택, 박동규(2010)
을 참고하시오.
26) SEB(Ssrawak Energy Berhad)그룹은 자회사들 간에 역할 분담으로서 사라와크 지역 내 독
점권을 가지며,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SESCO와 상업적
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발전자회사 사라와크 발전소(SPG), 석탄을 연료로 하는 소
규모 발전소인 세이징카트 발전회사와 PPLS 발전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27) SEB가 Mukah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다층구조 프로젝트 금융
을 이용한 이유는 첫째, 발전자회사 SPG를 통한 기업금융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SPG의 차입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수쿡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발행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MPG가 한 가지 수쿡만을 발행하여 자
금을 조달하는 경우 MPG는 현재 건설 단계로 운용 단계에 있는 발전소에 비해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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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G를 통해 Mukah 발전소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을 배분하는 우선순
위가 다른 두 종류 수쿡을 발행함에 따라 SEB는 Mukah 발전소 건설에 따
른 위험을 MPG를 통해 부담하되 필요한 자금을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수
쿡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어 발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렸다. 이러
한 측면에서 Mukah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사례는 다층구조를 사용한 구조
화 기법이 이슬람 율법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Mukah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MPG는
무다라바 방식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 ․ 후순위 채권구조를 프로젝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건설
단계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운용 단계로 구분하여 구조화 방식을 달리하
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순위 수쿡의 높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현금 지급 과정에서 MPG는
선순위 수쿡에 이스티스나 방식을 적용하여 후순위 무다라바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슬
람금융에서 사용되는 계약 형태가 무라바하 계약 또는 이자라 계약 형태임
을 고려할 때, Mukah 프로젝트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스티스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MPG는 두 종류의 후순위 수쿡을 발행하여 이를 모두 SEB의 발전
자회사인 SPG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한 수쿡을 활
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선순위 수쿡 소지자에게 프로

크며, 이러한 이유로 수쿡의 신용등급이 낮아 발행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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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건설 기간 동안 지급될 이스티스나 이윤 지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SPG가 MPG의 후순위 수쿡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한 자
금 조달 방법은 무샤라카 형태의 수쿡 발행이었다. 무샤라카 수쿡 발행을 통
해 SPG 발전 사업에 대해 파트너십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
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투자자의 출자 대상은 SPG가 이미 상업적으
로 발전하고 있는 가스터빈 발전소 자산에 대한 수익권이며, 명목상의 소
유권은 SPG에 남아 있었다. 이후 수쿡의 상환이 만료되면 자산에 대한 수
익권은 다시 SPG에게 환원되며, 이를 통해 SPG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한편 Mukah 발전소 완공 후, 운영 단계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때
문에 건설 단계와는 상이한 수익배분 구조가 형성된다. 선 ․ 후순위 수쿡에
대한 상환이 만료될 때까지 투자자들과 MPG 간의 수익 배분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첫째, 이익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초과
할 경우, 기대수익률만큼을 분배하고 나머지 이익을 MPG가 취득하며, 둘
째, 이익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과 MPG의
이익 배분은 99 : 1의 비율로 배분된다. 셋째, 투자자들의 경우도 선순위 수
쿡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모두 충족된 다음에야 후순위 수쿡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며, 만약 이익이 선순위 수쿡에 대한 기대수익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선순위 수쿡에 대한 배분만 이루어질 뿐 후순위 수쿡에 대한 투자수
익은 지불하지 않는다.
Mukah 화력발전소의 자금 조달 사례는 이슬람금융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도 전통적인 서구금융이 사용하는 선 ․ 후순위 채권의 구조화 과정을 이용
하여 SOC 건설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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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udi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SABIC
(Saudi Basic Industries)이 Jojnt Stock Compnay 형태의 자회사인 Saudi Kayan
Petrochemicals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사우디
아라비아 주바일(Jubail)의 카얀지역에 설립하는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초
대형 프로젝트이다.28)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원유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실시
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일환이다.29)
Saudi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에 따라 PC(Polycarbonate) 생산시설
등 9개 플랜트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한국의 대림산업 및 삼성 엔지니어
링과 KBR(미국), Simon Carnes(영국), HQCEC(중국), Technicas(스페인)등 6
개국 8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였다.

28)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수의 사우
디아라비아 사업가들이 Project Management Development Company(PMD)를 설립하여 추진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면서 2006년 6월
SABIC이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자회사인 Saudi Kayan Petrochemicals
설립을 주도하였다. 한편 주식 발행을 통한 IPO는 2007년 5월에 이루어졌고, 2007년 6월
주식시장에 등록하였다. 2008년 5월 상업은행, 수출지원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자금 조
달 계획이 확정되었다.
29) 사우디아리비아는 석유화학산업에서 기존의 원유 수출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석유정
제업, 비석유 부문 광물 개발, 제조업 육성, 관광산업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비석유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7억 달러 규모의 Ma’aden Alcoa Aluminum 프로젝트 1차
사업을 2010년에,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2차 사업을 2012년에 추진하였고, 관광사업을
위하여 Medina 공항 확장에 1억 5,000만 달러, Haji 터미널확장사업으로 3,000만 달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정책은 주동주, 김계환, 민혁기, 민영진, 빙현지
(201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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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C은 2006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0년 10월에 완공하였고
이후 연간 590만 톤 규모의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24개 석유
화학 산출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저
부가가치 원유 위주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석유정제품 수출로 전환하게 되
었다.30)
이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00억 달러(SAR37.5 billion)에 이르고 SABIC은
이중 40%인 40억 달러를 주식으로, 60%인 60억, 1,000만 달러(SR22.5bn)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외부자금으로 조달하였다. 이때 SABIC은 내부자금 중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 금액의 35%를 제공하였고, 45%인
40억 달러를 IPO를 통하여 사우디국민주 방식으로 조달하였으며, 20%를
Kayan Petrochemical Company가 출자하게 하였다.31)
한편 SABIC이 외부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한 60억 달러는 [표 3-2]와
같이 15년 상환으로 상업은행, 수출신용기구,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지기
금, 사우디산업개발기금 등이 참여하였다.
SABIC은 Arab Banking Corporation, BNP Paribas and Samba를 금융자문
기관으로 선정하고, 금융주선기관으로 ABN AMRO Bank N.V., Arab
Banking Corporation, BNP Paribas, HSBC Bank plc and Samba Financial
Group을 선정하였다.

30) 한편 Saudi Kayan Petrochemicals은 이 지역에 연구개발단지를 건설하여 향후 석유화학산
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31) 당시 사우디 인구 약 350만 명이 주주로 참여하였다. 2011년 현재 사우디인구가 2,65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3.2%의 인구가 참여한 것이다. 2007년 5월 사우디주식시장
에서 IPO가 이루어지면서 18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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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

형태

주식
(40%)

차입금
(60%)

(단위: 억 달러)

자금공급원

금액

SABIC

14.0

주식 전체의 35%

IPO

18.0

주식 전체의 45%

Kayan
Petrochemical
Company

8.0

주식 전체의 20%

소계

40.0

-

상업은행
이슬람금융

16.8

Al Rajhi Banking & Investment가 working capital 6.4억
달러를 murabaha 방식으로 조달, Arab Banking와
Samba Financial Group 등이 10.3억 달러를 이자라 방
식으로 조달

상업은행
전통금융

7.3

수출신용기구

20.0

Korea Export Insurance Corp. Export Import Bank of
Korea, SACE, UK's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각 5억 달러

공공투자기금

10.0

-

사우디산업개발
기금

5.4

-

소계

59.5

-

99.5

-

총액

비고

ABN AMRO, HSBC, BNP Paribas 등이 참여

자료: NCB(2011), The Kingdom’s Comparative Advantages Propel its Global Position in
Petrochemicals. (September)
Laurent Devin and Antoine Gustin(2008), Kayan–Orchestrating funding sources, IFR
Middle East Report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Review.

일반 상업은행 자금으로는 ABN AMRO, HSBC, BNP Paribas 등 해외상
업은행으로부터 7억 3,000만 달러가 조달되었고, 이슬람금융 형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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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억 8,000만 달러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이 중에는 Al Rajhi Banking &
Investment가32) 운영 자본으로 6억 4,000만 달러를 무라바하 방식으로 조달
하였고, 바레인의 아랍은행(Arab Banking Corporation)과33) 사우디아라비아
의 Samba Financial Group이 10억 3,000만 달러를 이자라 형식으로 제공하
였다.
수출신용기구로는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Italy’s Gruppo Sace and the UK’s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등이 포함되었고, 각 기관은 5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Saudi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총액 100억 달러에 이
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중 이슬람금융으로만 2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까지 사상 최고의 금액이 이슬람금융으로 제공
된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걸
맞게 전통적인 금융과 수출신용기구가 결합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제공
할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32) Al Rajhi Bank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이슬람은행으로 본점은 수도인 리야드에
있으며 약 7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Al Rajhi Bank는 1957년 개인기업으로 은행업
을 시작한 후, 1978년 Al Rajhi Trading and Exchange Corporation으로 확대되었고 1987년
조인트 스톡회사로 전환된 후 1992년 Al-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rp로 개명하였
으며 결국 2006년 오늘날과 같은 Al Rajhi Bank가 되었다.
33) 아랍은행(Arab Banking Corporation)은 바레인의 조인트스톡금융회사이다. 1980년 7월 바
레인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 허가를 받고 2011년 말 현재 ABC International Bank plc,
ABC Islamic Bank and ABC Tunisie의 자회사를 두었으며 21개국에 지점 및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주로 중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아랍은행의 자산은 281억 달러
를 기록하고 있다.
34) 2012년 8월 현재까지 단일 프로젝트에 제공된 이슬람금융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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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bail 수출정유프로젝트
사우디 Jubail 수출정유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프랑
스의 토달(Total)이 공동으로 사우디의 주베일에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프로젝트 자금 조
달 규모 및 방법이 결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 토달
은 SATORP(Saudi Aramco Tota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라는
회사를 2008년 6월에 설립하고, 총 128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때 Saudi Aramco는 SATORP 지분의 62.5%를 프랑스 Total은 37.5%를 각
각 보유하였다.
SATORP는 하루 40만 배럴의 정유를 정제하고 동시에 연간 70만 톤의
paraxylene와 14만 톤의 벤젠, 20만 톤의 propylene를 생산하는 설비로 2013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소요기간 4.5년과 완공 이후 11년에 걸쳐 수익으로
상환하는 총 16년 상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는 [표 3-3]과 같다. 즉 총 128억 달러의 필
요자금 중 주식 발행으로 35%인 44억 8,000만 달러가 조달되었고, 외부자
금으로 65%인 83억 2,000만 달러가 조달되었다. 이때 이 사업은 31개 은행
과 7개의 수출신용기구,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사우디 산업개발기금
(SIDF), 이슬람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매우 복잡한 자
금 조달 구조를 가졌다.35)
35) 해외 상업은행으로는 Barclays, HSBC, Citibank, Deutsche Bank, Société Générale, J.P.
Morgan,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Bank of Tokyo-Mitsubishi UFJ, Mizuho Corporate

4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표 3-3. 주베일 수출정유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

차입금

(단위: 억 달러, %)

구분

규모

비중

주식

44.8

35.0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증기구

30.5

22.4

국제상업은행

14.0

6.9

사우디상업은행

6.5

5.0

이슬람금융

14.0

10.9

공공투자기금(PIF)

13.0

10.1

사우디산업개발기금(SIDF)

5.3

4.1

소계

83.2

65.0

합 계

128.0

100.0

자료: 은종철(2010),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프로젝트, 세계 최고 파이낸스,- Jubail 정
유설비 프로젝트｣. 뺷무역보험뺸, 164호, 한국무역보험공사. (11 ․ 12월)
Isla Binnie(2010), “SATORP Launches First Project sukuk,” IFR Asia - Middle East
Report,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국제상업은행으로는 Royal Bank of Scotland, BNP Paribas, Societes General
등 유럽계 은행이 참여하였고, 채권시장에서는 Citigroup, Goldman Sachs,
JP Morgan Chase 등 미국계 금융기관이 주관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증기구가 전체 프로젝트 규모의 22.5%에 해당하는 30억 5,000만 달
러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Bank, SMBC 등의 해외은행이 참여하였고, 이슬람금융기관으로는 Al Rahji, Crédit Agricole
CIB and Banque Saudi Fransi 등이 참여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7개 수출입보증기구 및 수출
입은행에는 스페인의 CESCE(Compañía Española de Seguros de Crédito a la Exportación),
프랑스의 COFACE(Compagnie Franç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독일
의 Hermes (Euler Hermes Kreditversicherungs-AG), 일본의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한국의 KEIC(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및 EXIM(Export-Import Bank of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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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서 이슬람금융으로는 총 14억 달러가 조달되었는데 무사라카,
이스티스나, 이자라 등의 이슬람금융 방식이 사용되었다. 무샤라카 방식을
통하여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지분 참여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였고, 이스
티스나 방식으로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슬람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며,
자금에 대한 회수는 이자라 방식을 사용했다.36)
한편 본 사업에서는 1억 달러가 프로젝트 수쿡 형태로 조달되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금융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
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수쿡을 발행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슬람은행들이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 발행되는 수쿡은 사우디아리
비아 최초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증권시장에 미상장된 SPC
가 수쿡을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즉 기존에 사우디아라
비아는 조인트스톡회사(joint stock company)만이 수쿡 발행이 허용되었었
기 때문이다.37)
이러한 이면에는 본 사업의 사업주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와 프
랑스의 토달(Total)이 본 사업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책임진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SPC가 플랜트 예정일까지 건설
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부담할 이자와 원금, 수수료
등을 전액 지불하는 무제한 채무상환의무(DSU/Debt Service Undertakings)
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본 사업에서 프로젝트 수쿡이 성공적으로 발행됨에 따라서 사우디아라
36)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황/아민/산성처리 설비는 Wakala의 기초자산으로, 탱크팜(refinery’s
storage facilities)은 수쿡에 대한 기초자산으로 사용되었다.
3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인트스톡회사의 설립 자본요건은 5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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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에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도입
되었다.

6. 기타 사례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외에도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GCC국가에서 수많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수행되어왔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앞서 살펴본 Al-Waha Petrochemical Company
프로젝트 및 Saudi Kayan Petrochemicals 프로젝트 외에도 Shuaibah independent water and power 프로젝트(IWPP)와 Yansab petrochemicals 프로
젝트가 2006년에 수행되었고 2007년 3월 Prophet’s Mosque Expansion 프로
젝트와 Shuqaiq IWPP 등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왔다.
이중 2006년 Shuaibah independent water and power 프로젝트(IWPP)는 총
프로젝트 비용 25억 달러중 부채와 자기자본 간 비율이 80 : 20으로 구성되
었고, 이중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이슬람금융 자금이 Al-Rajhi Bank,
National Commercial Bank 및 Riyad Bank로부터 제공되었다. 이 프로젝트
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해안에 설치되었고, 설비의 소유주는 Shuaibah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SWEC)이었다. 또한 Yansab petrochemicals
프로젝트는 Yanbu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가 Yanbu 산업도시에 석
유화학 단지 건설을 위해 공적 투자 자금(PIF: Public Investment Fund), 지
역은행 및 국제은행과 35억 달러의 일괄 융자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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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8억 4,680만 달러가 이슬람 자금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여러 금
융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중 가장 큰 이슬람 자금 지원 규모에
해당된다.
2007년 3월 Prophet’s Mosque Expansion 프로젝트는 Saudi Binladin Group
이 Medina의 Holy City에 위치한 Prophet’s Misque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10억 달러 자금 중 8억 달러를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Samba Financial Group, Union National Bank, Abu Dhabi Commercial
Bank, Mashreq Bank, Dubai Islamic Bank,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이에 무라바하와 이자라 방식이 금융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Shuqaiq IWPP는 2007년 초 19억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
중 이슬람 자금으로 약 1억 4,000만 달러를 Al Rajhi Banking, 투자공사
(Investment Corporation), Riyad Bank를 통하여 조달하였다.
또한 카타르는 2005년 1월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인 Qatargas IILNG
프로젝트를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을 포함한 57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
달하였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는 15년 만기 5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이자
라 형식의 이슬람 자금이 조달되었다. Qutar Energy City 프로젝트는 2008년
1월에 수행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자금의 규모는 26억 달러였다. Lusail의
중심에 위치한 Energy City Qatar는 Qatar Petroleum의 새로운 설비들과 나
란히 건설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바레인의 Gulf Finance House의 후원을 받
았으며, 이슬람금융의 원칙에 따라 최초 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수행
되었다. 이 밖에도 2008년 12월 Qatar Real Estate 프로젝트는 카타르 National
Bank의 이슬람 지사(branch)와 카타르 International Islamic Bank가 카타르
Real Estate Investment Co.에게 2억 7,500만 달러의 이슬람 자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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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되는 등 다양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사용되고 있다.
2010년 6월 착수될 리야드 PP11 프로젝트는 사우디 전력회사의 건설프
로젝트로 정부의 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순수 민간의 협력으로 추진되었
다. 이는 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
도 리야드 근처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21억 달러 비용중 15억 5,000만
달러를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고 이중 6억 4,500만 달러를 이슬람금융을 조
달하였다. 이때 이들 금융기관과 사우디 전력회사는 상호 간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미래 수익에 기초하여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고 민간이 이슬람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규모가 크고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의 보중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의 평가에 의해서도 이러한 이
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1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공항 건설은 새로운 공항터미널과
허브 기능 확충을 위한 공사로 총 150억 달러의 소요 자금 중 80%가 외부
자본으로, 20%가 내부자본으로 조달되었다. 이때 외부자본 조달액 중 전체
인 120억 달러가 이슬람금융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을 통하여 조달되어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사업에서 외부자금이 모두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
스로 제공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완공 후 이 공항은 25년간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레인의 Al Hidd IWPP 프로젝트(2002), Bahrain Financial
Harbor 프로젝트(2004), Addur IWPP 프로젝트(2009) 등이 수행되었고, 오만
에서는 2005년 Sohar Aluminum Smelter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의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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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hin UAE/Qatar pipeline 프로젝트, 2006년 Dubai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프로젝트, 2009년 Zayed University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수행되어왔다.

7. 사례 분석 종합
본 절에서는 이슬람지역에서 나타난 개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선발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
별 프로젝트의 규모와 구조 및 사업 수행 과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점차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본 절에서 설명한 쿠웨이트의 EQUATE 사업은
중동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으로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것이고, 사
우디아라비아의 Al-Waha Petrochemical Company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
아의 첫 번째 민간 석유화학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며, 프로젝트 내 민간투
자기금 전액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조달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
한 말레이시아의 무카(Mukah) 화력발전소 사례는 이슬람 금융 원칙을 준수
하면서도 전통적인 서구금융이 사용하는 선후순위 채권의 구조화 과정을
이용하였다. Saudi Jubail 프로젝트는 128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슬
람금융이 참여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프로젝트 수쿡이 발행되는 형
태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8월 메디나 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150
억 달러의 공사 중 외부자본 조달액 전체인 120억 달러가 이슬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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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자금을 통하여 조달되었고, 리야드 PP11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
보증이 없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유럽의 투자은행이나 로펌 및 이 지
역 은행들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는 샤리아에 기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로펌이나 금융기관
이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로펌이나 투자은행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Clifford Chance, Towers & Hamlins, Linklaters와 같은 국제대형로펌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전체 주관사로 유럽의 Deutsch Bank나 BNP Paribas 같은
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의 National Commerical Bank나 Al Rajhi Bank와 같
은 대형 이슬람 은행이 수행하고, 자금 제공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변국의
이슬람 은행이 제공하고 있다.38) 따라서 최근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는 서구의 지식과 이슬람 지역의 자금이 결합하여 추진된 금융 혁신의 과
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8) Clifford Chance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로펌 중의 하나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
계 24개국에 34개의 사무소와 3,200명의 법률자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Trowers & Hamlins
은 영국 런던의 로펌으로 1777년 법률자문을 시작한 후, 1875년부터 Hamlin & Grammer
의 이름을 사용하여 운영하였고 1987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Clifford Chance는
Arabian Amines Company, Ma’aden Phosphate Company, Saudi Kayan petrochemical
complex,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Equate Petrochemical Plant 등의 사
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다. 한편 Trowers & Hamlins은 Etihad Etisalat (Mobily) financing,
Prophet’s Mosque Expansion, Hajj & Umrah Terminals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mpany, Shuqaiq IWPP 등의 사업에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Linklaters는 Makkah-Medina
High Speed Railway 프로젝트, SARTOP/Jubail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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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그 의의

Ⅳ. 국내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해외 활용 정책 및 전략

1. 이슬람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용 필요성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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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금융 방식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활용되는 금융 방식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나 금융
기관 및 정부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 역시 이 지역에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관련 경제 활동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즉 이슬람 프
로젝트 파이낸스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 조달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의 대규모 건설 및 플랜트사업
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게 된다.
먼저 국내 기업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지역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수주하려 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
스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때 국내 기업은 (1) 건설 및 프로젝트 수
주 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
거나, (2) 수주 후 필요 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이슬람 프로젝트 금융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39)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주관사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상환 문제와 프
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만약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후보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까지 해결하여
준다면 발주사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되는 이점을 얻게 된
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주 후보자는 입찰에서 우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 힘쓰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 기업 역시
39)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도입 준비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9년 정부
가 이슬람 채권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1년 국내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와 2011년 3월 관련 법의
국회 통과 무산 등으로 인해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은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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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자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자의 입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지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
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슬람 지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이들과 단기적으로 직접 사업을 연결하여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은 본질적으로 상호 간의 신용과 믿음에 기초
하는데 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국내 기업에 이 지역 이슬람금융기관이 상
호 협력하여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대형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시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
스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자신이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전체 자금 조달에 일부 참여하는 과정
에서 이 국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이 지역 이슬람금융기관과 상호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관과 이 지역 이슬람금융기관
사이의 협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국내 기업이 이 지역 주요 이슬람금융과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금
융거래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거래는 신용을 기초로 하여 최초에는 소규모 자
금거래에서 시작해서 일정 신용이 축척된 후 정상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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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지역 이슬람금융기관과 이러한 협력을 하려면 이
지역 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를 예측
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특정한 국가의 특정 이슬람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서도 국내 기업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
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수주한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슬람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본 프로젝트
를 이슬람금융으로 해결하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해당되지 않는
다. 그러나 사업 선정 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이슬람금융을 통하여 현지
에서 조달한다면 이 역시 간접적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환 시
환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지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통하여 현지화를 촉진하
여 미래 신규 사업 진출 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이 이슬
람 프로젝트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통하여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 역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
외에서 전통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에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전통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에서 이슬
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40) 전자는 국내 금융기
관이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전통금융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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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슬람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제공하는 경우
이고, 후자는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해외 이슬람금융기
관을 통하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모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이슬람금융기관과의 협력하에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41)
국내 금융기관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42)
첫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체로 대규모 사업에 사용되고, 이
에 관련된 금융서비스 역시 투자은행이 개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시 소규모 인력으로 대규모 자금을 활용하는 고부가
가치의 금융사업, 즉 해외 도매금융시장 진출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00년
대 들어 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장에 대
40)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 활동을 전통금융 및 이슬람금융 등 금융 방식과
국내 및 해외 등 사용 및 조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한 결과 <부록 2>의 표와 같
이 16가지의 가능한 조합이 나타난다. 이때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활용 가능한 조합은
(2) 해외에서 전통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서 이슬람금융을 제공하거나 (10) 국내
에서 전통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
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41)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이슬람금융기관으로서 조직과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해당 지
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내에 샤리아
위원회를 갖추어야 하나 국내 금융기관은 이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42) 한편 국내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이슬람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슬람 경제권과 미국과 유럽 경제권의 상관관계나 경기순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점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득보다는 전반적인 이슬람금융 도입의 이점이기 때문
에 본 절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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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가 매우 독려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이슬람금융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이
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 면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이슬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들은 많은 경
우 이슬람 지역의 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슬람금융이 1990년대에 등장하고, 2000년 들어 급격히 팽창하는 금융서비
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구의 금융기관에게도 이들 금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선진국
금융기관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금융
에서는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관이 규모나 경쟁력, 역사 등에서 매
우 큰 차이가 있지만 이슬람금융 분야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자
금을 조달하는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43) 따라서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44)
셋째, 국내 금융기관은 이 지역 투자를 통하여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
43) 2011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자금 공급 규모에서 한국의 KDB가 10위를 차지하
였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5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 중 Mitsubishi UFJ, SMBC, Mizuho
Financial 등 일본계 은행 3곳이 2~4위를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유럽계 은행의 순위가 하
락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뺷PF Market Watch뺸. (7월 23일)).
44) 실제로 이슬람 지역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에는 많은 국제 금융기관이 참
여하고, 국제적인 로펌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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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의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 현재 국내 이자율이 낮
고 국내 투자의 수익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금융시장에
국내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이 이 지역의 많은 건설 플랜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건설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현재는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이루
어지나 사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이지역 내의 소규모 사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슬
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국
내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대규모 해외사업에 진출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신용사업으로 대출자의 신용 분석에 그 수익성
과 위험이 결정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 진출하려면 여러
종류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진출
역사가 짧고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프로
젝트 파이낸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 사업 중에는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때 국내 은행들은 이들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자금
력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과의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 힘든 해외 기업을 상대하는 것보다 위
험이 낮은 금융거래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들 국내 기업
에 대한 상당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
들 기업 역시 현지 사업에 대해 많은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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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관리가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방향
이상과 같이 국내 금융기관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 진출하
는 것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
직까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험이 매우 적고 준비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이
슬람 문화나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슬람금융에도 생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 이슬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이슬람금융 및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
슬람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그 발전 단계로 보아도 아직 초창기라
고 할 수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5)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을 전문하는 금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국내 금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슬람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슬람개발은행이나 중동지역에서 활발하게
45) <부록: 이슬람금융의 정의와 구조>에서 살펴보듯이 아직 이슬람금융으로 전통금융을 대체
하지 못하는 상품이 많이 있다. 또한 이슬람금융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이슬람은행
의 자산이 전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총액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슬람 금융
시장의 비중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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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이슬람 은행과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고, 이는 단
기적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이슬람금융기관이 일부 참여하고
전통적 금융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이슬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한 협력이 된다. 이들 이슬람금융기관 역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크
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이슬람 관련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금융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국내 기업이 이슬람 프
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려면 이슬람금융기관과 연결되어야하고, 이를 위
해서는 국내 금융기관과 이슬람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현재로
서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
럽의 투자은행과 같이 국내 민간은행의 참여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목표와 수단을 갖고 이 시장에 접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
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대두된다. 정기적인 이들 간의 포
럼이나 회의 등이 필요해지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금융 관련 지식 및 인력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 금융 산업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인력 확충이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슬람금융이
21세기 들어 급격히 확장되는 분야이고, 아직까지 국내에 관련 숙련인력
및 지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확충 및 관련 지식 축척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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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기초한 금융이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지식 및 인력
확충은 1) 프로젝트 금융 관련 이론, 2) 이슬람 법, 3)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지식 4) 동남아 지역 지식을 전반적으로 갖춘 전문가 및 관련 지식 확
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슬람금융 관련 지식 및 인력 확충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이슬람 법에 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
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나 동남아 이슬람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각 부분에
대한 지식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지식이 융합한 이슬람금융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대체로 전통금
융과 이슬람금융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과
전통금융 간의 연구와 협력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지식과 인력 확충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슬람 금융 관련 연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다. 장기적으로 이슬
람금융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슬람금융의 발전이 지속된다
면 이를 위한 연구와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슬람금융이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지식이 결합해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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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다. 현재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슬
람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앞의 이러한 사
업들은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시행하기 쉽지 않다.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
유하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약한 정보력이나 인력 문
제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 간 스카우트 경쟁 등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이나 연구는
특정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개별 지역
및 분야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아우르는 융합이 가장 필요하므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인력 양성 문제는 특정 금융기관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 연구기관 및 교육
기관이 협력하여야 풀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론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
전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적인 프로
젝트 파이낸스와 이슬람금융을 조사한 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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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이론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현
황을 총괄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 모두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2000년대 들어 중동지역에서 매
우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분야로 이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장기 소규모에서 보다 전문화 ․ 대형화되었
으며 1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전체 외부자금 금액을 모두 이슬람 프로
젝트 파이낸스로 조달할 정도로 규모도 확대되었고, 그 형식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외에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
스의 일부로 포함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추진 시 이슬람 국가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국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크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나 국
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매우 많다. 관련 사업
은 대체로 이슬람 지역인 중동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의 대규모 건설 및 플
랜트 사업에 국한되고, 아직까지 현지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업무협력을 많
이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사업 규모 및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향후 이슬람 프로
젝트 파이낸스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요가 커질 것
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화 사업의 발
판으로 삼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 ․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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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즉 이슬람개발은행이나 중동지역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슬람 은행들과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둘째, 이슬람 관련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금융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이
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려면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결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이슬람금융 혹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지식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전략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슬람 금융 관련 종합 연구 및 교육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이슬람
금융이 금융이론과 이슬람 법 및 제도, 중동 지역학 및 동남아 지역학 등 4가
지 지식이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
한 종합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다. 현재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개별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며, 관련 분야를 어우르는 종합적인 교육이나 연구는 특정 교육기관이
나 연구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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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이슬람 금융의 정의 및 구조46)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는 샤리아(Shariah)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을 의미한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으로 이슬람교도의 삶에 관한 최상
의 지침으로서 그 본질은 성전인 코란(Quran)과 순나(Sunnah)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반금융을 ‘전통적 금융(conventional finance)’이라 할 때, 샤리아에 맞게 발생한 형태의 금융을 ‘이슬람금융’으로
부르고 있다.47)
샤리아는 생산 참여 또는 직접서비스 활동 등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
만을 인정하므로 금융거래에 있어 샤리아 원칙을 준수한 ‘적격금융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원칙은 이자(Riba) 지급 금지의 원칙, 마이시르
(Maisir) 혹은 도박 금지와 같은 불명확성(Gharar) 배제의 원칙, 도덕 ․ 사회
․ 종교적 판단에 부합하는 거래 가능 원칙, 수익 및 손실의 공동분담 즉, 조
합계약의 원칙, 물건이나 화폐 등을 쓰지 않고 묵혀두는 행위를 금지하는
46) 본 부록에서 설명하는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2011)을 참
고하였다.
47)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따라 금융 활동에 있어 이자를 금하는 대신 서비스 제공이나 실물
자산을 동반한 거래의 대가로서 수익을 창출 ․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코란이나
순나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 혹은 발전 등은 법률적 추론과 샤리아에 의거한 샤리
아 학자들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과 같이 신기술에 의한 것들은 코란이나 순나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 샤
리아학자들의 논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즉시 샤리아의 일부가 된다. 이를 파
트와(Fatwa)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종교적 결정으로 일종의 판례법이다. 한편 특정 사
안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이슬람 학자, 학파,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학파
또는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많은 금융상품들이 서로 다른 모델로 개발될 수 있는 이
점이 있으나, 이슬람금융상품의 표준화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
시아에서 적법한 이슬람금융상품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학파가 다른 중동지역에서는 부
적법한 상품으로 시장에서 취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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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샤리아위원회의 승인 획득 원칙 등이다.48)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슬람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업무 면에서 크게 차
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
이고 채권의 기능인데 원천적으로 이자 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으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
장에서 이슬람금융의 역할은 [그림 부록1-1]과 같다.
이슬람금융에서 은행은 기존의 은행 업무 대신 렌탈을 통한 사용료, 상
품 매입을 대신하면서 받는 수수료, 이익 공유상품 제공 같은 업무에 집중
하게 된다. 이때 은행이 예금자가 위탁한 예금을 활용해 융자와 직접투자
및 단기금융시장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최초 거래 시 약속된 만
큼의 지분을 운영 수익에서 배당하고,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gift)의
개념인 히바(hibah)를 제공한다. 이때 직접적인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이스티스나 등 크게 5가지 상품의
형태로 제공된다.
48) 이자(Riba) 지급 금지의 원칙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특정한 경제행위 없이
자산이 증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또는 기생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신 실물자산을
매개로 할부판매 또는 리스거래구조나 수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는 이용이 가
능하다. 불명확성(Gharar) 배제의 원칙은 거래당사자 간에 모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래 자산 변화가 계약 당시에 불명확하며 우발적 사항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파생상품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이슬람금융에서는 비
록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라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하람(haram)으로 구분
되는 도박, 주류,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업무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
다. 수익 및 손실의 공동분담 원칙은 이슬람금융거래의 기본구조가 원칙적으로 ‘공동투자
(Partnership)’를 근간으로 하여 사업 성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미리 계약에서 합의한 비율로
분배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샤리아에 의하면 보유한 자금은 모두 경제행위에 투
입되어야 하며, 자금의 저장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금융기관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샤리아 적법 여부를 이슬람율법학자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Sharia
Committee, 혹은 Sharia Supervisory Board)로부터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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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1.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의 간접금융시장 비교

직접금융시장에서는 [그림 부록1-2]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의 콜(call loan)
은 이슬람 인터뱅크 시장의 콜시장으로, 환매부조건매매시장은 이슬람 Repo
로 대체되며, CD(양도성예금증서), 어음과 같은 것은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과 같은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자본시장에서 이슬람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즉,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익에 따라 이윤배당을 받
기 때문에 샤리아에 적법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기업이 샤리아에 적법한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슬람 주식시장에 편입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의 수취를 전제로
발행되므로 이슬람 금융에는 포함될 수 없다. 다만 수쿡과 같은 형태로 발
행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은 각국 통화 간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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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외환시장에서도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통금융은 파생금융상품 부문에서 이슬람금융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고, 계속하여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단계로 아직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슬람금융이 실물을 기초한 금융상품거래만
이 허용되고, 불로소득이나 도박과 같은 거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
반적인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림 부록 1-2.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의 직접금융시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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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국내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본의 조
달과 운영 측면을 이슬람금융과 전통금융으로 구분하고, 조달 및 운영처를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한 결과, [표 부록2-1]와 같이 16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1) 해외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2) 해외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해외에서 자금을 전
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경
우, (4) 해외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이슬
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6) 해외에서 자금을 이슬
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7) 해
외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전통금융으로 활
용하는 경우, (8) 해외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
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9) 국내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10) 국내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
하는 경우, (11) 국내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
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12) 국내에서 자금을 전통적인 금
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13) 국내
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에서 전통적인 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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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경우, (14) 국내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해외
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15) 국내에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전통금융으로 활용하는 경우, (16) 국내에서 자금
을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후 이를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경
우 등이다.
이때 이를 (a)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 (b) 현 제도하에서의 활
용 가능성, (c) 이슬람 금융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제도 개편 이후의 활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16가지 경우 중 전통적인 금융
만을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1), (3), (9) (11)은 분석 대상
에서 제외된다. 이때 이론적으로 이슬람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통금융
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 (7), (13), (15) 역시 제외된다. 한편 현 제
도하에서 국내에는 이슬람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으
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4), (8),
(12), (14), (16)가 제외된다. 따라서 (2), (6) 및 (10)이 가능한 서비스가 된
다.
이때 (6)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외에서 이슬람금
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이슬람금융 라
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직접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이슬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간접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2)와 (10)은 전통금융으로 조
달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활용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슬람금융 활용 방법은 대부분 전통금융으로도 활용이 가능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순수 수익성이나 위험 분산 측면에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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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른 이유로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
자체 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대출기업과의 관계
를 맺거나 추가적인 사업 확보를 위한 연결고리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전통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슬람금융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수익이나 위험관리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와 연결되
는 경우가 많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슬람금융기관이 국내에 설립되고, 이슬람금융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새롭게 (8) 서비스가 가능해진
다. 즉 해외 이슬람금융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국내에서 이를 이슬람금융
기법에 적합한 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
우, (2), (6), (8), (10)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가 된다.

∙ 432

이슬람금융의 해외 활용 가능성 및 사례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부록 2-1]
표 2. 이슬람 금융의 활용 가능성
원천

사용

장소 방식 장소 방식
해외
전통
국내

해외

경우

이론
분석

비고

해당사항 없음

이슬람

2

가능

가능

전통

3

제외 해당사항 없음

제외

이슬람

4

가능

전통

5

이슬람

6

전통

7

이슬람

8

가능

전통

9

제외 해당사항 없음

제외 해당사항 없음

가능

정치 사회적 이유로
정치 사회적 이유로
가능
가능
실현이 부정적
실현이 부정적

제외 해당사항 없음

제외 해당사항 없음

이슬람 10
전통

11

이슬람 12

해외
이슬람
전통

불가능

정치 사회적 이유로
정치 사회적 이유로
가능
실현이 부정적
실현이 부정적
해당사항 없음

제외 해당사항 없음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수요 부족, 할 필요
불가능
가 없음
관이 없음

이슬람금융으로 조
이슬람금융으로 조달
이슬람금융으로 조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불가능 한 자원은 전통금융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융으로 사용 불가능
으로 사용 불가능
융으로 사용 불가능
가능 간접 사용 가능

간접 사용 가능, 정
간접 사용 가능, 정치
가능 사회적 이유로 실현 가능 치 사회적 이유로 실
부정적
현 부정적

이슬람금융으로 조
이슬람금융으로 조달
이슬람금융으로 조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불가능 한 자원은 전통금융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융으로 사용 불가능
으로 사용 불가능
융으로 사용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해외 이슬람자본 유
가능
관이 없음
치
제외 해당사항 없음

제외 해당사항 없음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수요 부족, 할 필요
불가능
가 없음
관이 없음

이슬람금융으로 조
이슬람금융으로 조달
이슬람금융으로 조
13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불가능 한 자원은 전통금융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융으로 사용 불가능
으로 사용 불가능
융으로 사용 불가능

이슬람 14

국내

제외

제외 해당사항 없음

전통

국내

비고

제외 해당사항 없음

국내

국내

제도
개선후

1

이슬람

전통

비고

전통

해외

해외

현제도

가능

불가능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불가능 공급 부족
관이 없음

이슬람금융으로 조
이슬람금융으로 조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15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불가능
불가능 달한 자원은 전통금
관이 없음
융으로 사용 불가능
융으로 사용 불가능

이슬람 16

가능

불가능

국내에 이슬람금융기
불가능 공급 부족
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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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표 3.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현황(2006~12)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조달금 이슬람조 이슬람금 이슬람
총액($) 액 ($) 달금액($) 융비율 금융수단

이슬람금융기관

Ijara
Al-Rajhi Bank, National Commercial Bank and
Mausufa Fil
Riyad Bank
Thimma

Shuaibah IWPP
2.0
2.5 billion
(2006. 1)
billion

210
million

10.50%

Rabigh project
(2006,3)

9.9 billion

5.8
billion

600
million

10.34%

Yansab
petrochemical
project (2006, 6)

5 billion

3.5
billion

846.8
million

24.20%

Northern Region
Cement Factory
project(2006, 9)

347
million

133
million

133
million

100%

Tawarruq Arab National Bank

Prophet’s Mosque
Expansion Project
(2007, 3)

1.07
billion

800
million

800
million

100%

Samba Financial Group, Union National Bank,
Murabaha Abu Dhabi Commercial Bank, MashreqBank,
and Ijara Dubai Islamic Bank and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

Shuqaiq IWPP
(2007, 3)

1.9 billion

1.38
billion

150
million

9.40%

Ijara
waiqtina

Marafiq IWPP
(2007, 6)

4.1 billion

3.5
billion

600
million

17.14%

Ijara

Riyad Bank,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and National
Commercial Bank

Hajj Terminal
project at King
Abdulaziz Airport
(2007, 10)

315
million

205
million

205
million

100%

Ijara

Bank al-Jazira, Credit Suisse and the Islamic
Development Bank

eddah Islamic Port
project (3rd
650
terminal) (2007, million
12)

455
million

341
million

75%

Ijara

Al-Rajhi Bank and Saudi Fransi Bank

Etihad Etisalat
(Mobily)
financing(2008, 3)

2.876bil

1.6bil+
735mil

81.2%

Tawarruq+
SAMBA and NBC
Muarbaha

Al Kayan
1.3 billion
petrochemical 10 billion 6 billion + 0.64
project (2008, 6)
billion

28.0%

Ijara &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urabaha
Arab Banking Corporation
(wc)

Ma’aden
3.96
phosphate mine
5.5 billion
and
billion
fertilizer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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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bil

640
million

Istisna’a

APICORP, Bank Al Bilad, Calyon, Citibank, Islamic
Development Bank, Gulf International, Bank, Riyad
Bank and SABB.

Istisna’a and
ABN AMRO, Saudi Hollandi Bank 등
Ijara

na

Al 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rporation
and Riyad Bank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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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조달금 이슬람조 이슬람금 이슬람
총액($) 액 ($) 달금액($) 융비율 금융수단

이슬람금융기관

production project
(2008, 6)
Arabian Amines
Company Project
(2008, 8)

$289
million

Ras al-Zour IWPP
5.5billion
project (2009, 2)

$195
million

$195
million

100%

Murabaha
Saudi Hollandi Bank
and Ijara

4.2
1.2 billion
billion

28.6%

na

75,6%

Wakala Ijara

National Commercial Bank
Alinma Bank, NCB, Al Rajhi Bank(SABB, Samba and
Banque Saudi Fransi. the Bank of China, CALYON,
HSBC, Standard Chartered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Rabigh IPP
(2009, 7)

US$2.7
billion

1.92Bil

Jubail Refinery
(2010, 6)

12.8
billion

8.3
1.4 billion
billion

16.9%

Sukuk, ijara,
Deutsche Bank, Samba and Banque Saudi Fransi
istisna

Riyadh PP-11
IPP(2010, 6)

2.1 bil

1.553 bil

US$645m
illion

41.5%

Istisna’a
Ijara and Alinma Bankkala, NCB, Saudi Fransi and Samba
Wakala Ijara

Ma’aden Alcoa
Aluminum Project:
Smelter(2010, 11)

5.0

3.256

1.3

38.4

ijara and
wakala

Ma’aden Alcoa
Aluminum Project:
rolling mill(2010,
12)

2.5

1.25

0.22

17.6

Ijara

Bank AlJazira, Banque Saudi Fransi, Riyad Bank, The
National Commercial Bank and The Saudi Investment
Bank.

SEC 시설 개선
project
(2010, 12)

1.3

1.3

1.3

100%

Murabaha

the National Commercial Bank, Saudi British Bank,
Samba Financial Group, Banque Saudi Fransi

Medina Airport
PPP
(2011, 8)

1.5

1.2

1.2

100%

Ijara

National Commercial Bank, Arab National Bank, Saudi
British Bank

na

National Commercial Bank, Riyadh Bank, Saudi French
Bank, Al Rajhi Bank, SAMBA Financial Group, Al Inma
Bank, Arab National Bank, Saudi British Bank, Bank
AlJazira, Saudi Hollandi Bank, Saudi Investment Bank,
Emirates Bank

Ma’aden Alcoa
Aluminum Project:
3.585 bil
Phase 2
(2011, 10)

1.45 bil

2.151
bil

999.1 Mil

46.4%

Saudi British Bank

Banque Saudi Fransi, National Commercial, Bank,
Murabaha
Samba, Arab National Bank, Saudi British Bank and
and Ijira
Saudi Hollandi Bank

Qurayyah IPP
(2012, 4)

2.72

2.0 bil

1.0

50%

Sadara Chemical
Company Project
(2012, 9)

20

12.5

1.4

11.2%

na

Jubail Acrylates
scheme
(2012, 진행)

1.9

1.9

1.3

68.4%

na

Deutsche Bank, Riyad Bank, Alinma Bank and Bank Al
Bi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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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Rating Digest.
[온라인 자료]
Trowers＆Hamlins. http://www.trowers.com
Clifford Chance. http://www.cliffordchance.com/legal_area/islamic_finance/ islamic_finance_
banking_fin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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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말 내연기관 발명과 함께 시작된 자동차산업은 130년의 역사 동
안 세계 최대 제조업 중 하나로 성장, 발전해왔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
기 이후 주춤했던 세계 자동차 수요는 서서히 회복되어 2010년 7,570만 대
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73만 대 수준을 넘어섰고 2015년 9,400만
대, 2020년 1억 대, 2025년엔 1억 1,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게재 승인하에 뺷한국중동학회논총뺸, 제33권 2호(2012.
10)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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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MC Automotive 2010, p. 11). 자동차의 석유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1)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도 개인용 수송기관으로서 자동차의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0년
대 들어서는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의 자동
차 수요가 세계 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표 1-1. 세계 자동차 수요

(단위: 천 대)

년도

2007

2009

2010

2013

2015

2020

2025

승용 및
소형상용차

70,424

59,670

66,097

83,218

89,781

95,955

104,304

대형 상용차

3,305

2,479

2,869

3,920

4,218

4,800

5,388

합계

73,729

62,149

68,966

87,138

93,999

100,755

109,692

자료: LMC Automotive, Global Car & Truck Forecast(2010), p. 9, First Quarter.

중동국가에서의 자동차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동
차수요 예측 전문기관인 LMC Automotive2)에 따르면 터키의 승용차 수요
는 2011년 57만 대에서 2015년과 2026년 각각 62만 대, 109만 대로 늘어날
것이며 이란은 2011년 138만 대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03만 대와 275만
대 그리고 이집트는 2011년 20만 9,000대에서 28만 대와 42만 7,000대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국가들은 자동차산업 발전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3)
1) 수송 부분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1%,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
2) LMC Automotive(2011), LMC Automotive는 예전 J. D. Power Automotive Forecasting의
새 이름. www.lmc-auto.com.
3) 터키 고유모델 자동차 개발계획(KOTRA(2012), 해외시장정보, (1월 26일), 사우디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국가 5대전략산업으로 집중 계획(주동주 외 2012, p. 213), 요르단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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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기술자립전략으로 1995년 세계5대 자동차 생산국에 오른
한국의 자동차산업 발전 경험은 중동국가를 포함하여 자동차산업을 발전시
키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동은 북미,
EU와 더불어 한국 자동차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2010년 경우 한국 자동
차의 중동지역 수출은 57만 6,000대로 북미 수출 67만 7,000대 다음으로 많
다.4) 중동은 또한 한국산 중고차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2010년의 경우 요
르단과 리비아는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 1,2위 국가로서 각각 7만 4,530대
(한국산 중고차 전체 수출 중 31.1%)와 2만 6,531대(11.1%)가 수출되었다.5)
요르단에 수입된 한국산 중고차는 자체 소비와 더불어 시리아 및 이라크로
재수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한
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중동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동이 한국의 신차는 물론 중고차의 중요한 시장임을 감안하여 중동국가
에서 한국의 완성차 생산은 물론 부품산업, 자동차 재처리 및 재제조업
(remanufacturing)6)의 진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 연구 목적 및 배경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신규 진입에 대해 살펴보고 3장
에서는 중동국가를 자국 자동차 생산 여부 및 시장 크기에 따라 4개 그룹
및 부품산업 발전 방안 연구(KOICA 2011) 등.
4)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2012), ｢2012 한국의 자동차산업｣.
5) KOTRA(2012), ｢요르단, 3년 연속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 해외시장정보, 암만무
역관. (3월 10일)
6) EU연합 및 선진국은 폐차의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2006년 85% 2015년 95%로 두고 폐차
부품을 재활용 및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 수는 727개
이다(목학수 외 2008,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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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한 후 이란,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의 자동차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략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중동 진
출 현황과 향후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Ⅱ. 개발도상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

1. 자동차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자동차산업은 전후
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가 큰 산업이다.7) 한 대의 승용차 생산에는 완전
분해부품(CKD: Complete Knock Down) 수준으로는 2~3만 개 부품이 필요
하다. 한편 한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50~400개8) 납품업체
(vender라 부르기도 함)에서 공급하는 부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산
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금속, 전자, 화학, 섬유 등과 같은 소재 및
기반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자동차산업을 잘 발전
시키면 소재 및 기반산업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계효과로 인하여 직간접 관련 산업에서 고

7) 2000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한국의 경우 1.4718로 26개 전체 산업 중 단연
1위이며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효과에서 58.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7911로
단연 1위이며 전체에서 61.8%를 차지한다.
8) 자동차산업 모듈화 확대에 따라 1차 납품업체가 2, 3차 업체를 통합하게 되면서 완성차 업
체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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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9)
셋째, 선진국 독점산업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제품기술 및 경영관리기술이 필요하다. 그
러나 선진자동차 회사들은 생산기술과 경영관리기술은 어느 정도 후발기업
에게 이전하나 제품기술 이전을 원천적으로 꺼리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후
발 국가나 기업이 제품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렵다.10) 이 결과 19세기 말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이 태동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에서 세계 자동차시장을 독
과점해왔다.
넷째, 자동차산업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8년 금융
위기로 GM이 도산하자 미국 정부가 즉각 구제금융과 자본 참여에 나선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 르노자동차를 국유화한 일 등은 국가의 역할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또한 자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일본 및 한국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대 중국 정부가 ‘자동
차산업 3대3미’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기업들을 통합한 사례(Chu 2011,
p. 1243)와 2010년 발표된 러시아 정부 주도 ‘2020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11)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해주

9) 참고로 2009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170만 1,000명으로 총고용인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1, 뺷2011 한국의 자동차산업뺸), 2010년에
는 한국제조업 전체 고용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2, 뺷숫자로 본
자동차산업뺸).
10) 자동차산업에서 합작기업의 기술 발전과 제품기술의 중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있으나 Nam Kyung-Min(2011)의 중국 자동차산업 기술 발전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11) Russia: Strategy 2020 for the Russia domestic car Industry Measure #1232, 23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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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섯째, 자동차는 수명주기가 매우 길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폐차까지
평균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운행된다. 자동차의 생산, 판매 이후
폐차 처리가 될 때까지의 긴 수명 동안 자동차가 원활히 운행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사후정비와 보수용 부품 공급이 필요하다.

2. 자동차부품 재제조업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산업과 부품산업으로 구분되는데 부품산업의 경우
다시 완성차 조립용 부품(OEM), 보수용 부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수용
부품은 순정품, 모조품, 불법모조품, 재생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자동차 보수용 부품 중 재생품을 생산하는 재제조업(re-manufacturing)은 단순재제조, OEM재제조, 제3자재제조, 통합재제조의 4가지 형태가
있다. 단순재제조는 재제조된 제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재제조만
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OEM재제조는 원제조업자가 재제조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제3자재제조는 재제조업자가 독립된 업체로서
재생부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통합재제조는 신제품과 재제조품을
한 기업체 내에서 병행 생산하는 것이다(목학수 외 2008, p. 188). 재제조업
선진국의 경우 ISO9000/9001, TS 16949, ISO14000 등의 품질인증제를 활용
하여 재제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Alternator, Start Motor
등속조인트, 에어컨컨프레셔 등이 2008년 1월 지식경제부 ｢환경 친화적 산
업구조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자동차부품 재제조업 품질
인증 품목으로 등록되었다(목학수 외 2008,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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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동차산업: 완성차산업 및 부품산업

구분
완성품

자동차산업

비고

자동차
승용차 (승용차, SUV)
상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자동차생산용 (OEM)

부품

보수용 After Service
순정품 (Genuine parts)
모조품 (Imitation parts)
불법모조품 (Fake imitation parts)
재생품 (Used parts)

∙ 순정품 :자동차 생산회사가 승인하는 보수
용 부품
∙ 모조품 :순정품 생산 부품업체 승인 현지
생산품
∙ 불법모조품: 순정품 부품업체 승인 없는
모조품
∙ 재생품: 폐차처리, 재제조를 거쳐 획득하
는 부품

자료: KOICA(2011), p. 386.

3. 개발도상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매력 때문에 1960년대 이후에도 여
러 나라에서 자동차산업 신규 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60년대
동남아국가에서 시도된 저가자동차(low cost vehicle) 개발 시도는 이 지역
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다국적기업의 조직적인 방해와 반대로 인해 실패
로 끝났다.12)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 자동차산업에 진입한 후, UN(1983),
UNIDO(198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자립전략으로 1995년 세계 5대

12) UNIDO(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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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국에 진입했다. 그 후 2011년 현재까지 세계 5대 생산국의 위치
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수준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가 2011년 672만 대를
판매하여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에 들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신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내수와 해외수요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면
서 필요한 경우 수요가 있는 곳에 현지 공장을 세우는 글로벌전략을 구사
한다. 이에 반해 신규 진입 기업은 선진국의 자동차 모델과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DKD, SKD, CKD13) 방식으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면서 수입대
체를 하고 또 제한적인 지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규 진입 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립전
략, 생산전략, 부품생산전략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KOICA 2011, p.
388). 자립전략은 혁신적 경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한국이 좋은 사례이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 고유모델 개발과 1980년대 미국시장 진출 성공이 원
동력이 되어 자립전략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제품원천기술이 없거
나 취약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외국모델 자동차의 현지 생산과 제한적 수출
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 DKD → SKD → CKD 순으로 생산 방식의 진화 과
정을 거치면서 외국모델자동차의 계속 생산에 머무르게 된다.
자동차 수요가 적은 국가 경우 보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을 통해 점진적
으로 자동차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부품생산전략을 택할 수 있으나, 완성차
산업이 없는 부품산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완성차를 판매하거나 현지
13) 자동차 현지 조립생산은 현지공장에 조립용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분해 정도에 따라
단순조립(DKD: Dissembled Knock Down), 부분분해부품조립(SKD: Semi Knock Down),
완전분해부품조립(CKD: Complete Knock Down)로 분류된다.

∙ 446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생산하는 업체는 보수용 부품시장도 자사 자동차 생산에 사용한 순정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현지 부품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표 2-2. 신규 진입 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전
략

자립전략
(자국모델 개발전략)

생산전략
(외국차 생산전략)

[혁신적 경로]

[진화적 경로]

유모델 개발

외국모델자동차 계속 생산

정
SKD 조립 → CKD 생산 → 고 DKD →SKD →CKD 생산
의

성공: 일본, 한국

부품생산전략

[점진적 경로]
보수용 부품 생산 → 생산
용 부품 → (CKD 생산)

사
성공 중: 중국
례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터
키, 슬로바키아, 이란

∙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환 ∙ 대량수요(내수, 수출) 창출
경 ∙ 기술 발전 능력
∙ 소재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

∙ 중소국으로 자동차 내수
∙ 큰 내수시장
∙ 유리한 수출 환경(FTA, 규모 상대적으로 적음
WTO, Custom Union 등) ∙ 자동차 정비용 부품
∙ 우호적인 통상정책
수요

∙ 자동차산업 자립화
이 ∙ 수출산업화
점 ∙ 국산화율 제로
∙ 부가가치 창출

∙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
∙ 수입대체
∙ 제한적 수출

∙ 투자 위험 감소
∙ 소규모 투자

∙ 외국기업 의존
∙ 기술 의존

∙ 산업 파급효과 제약
∙ 내수 중심
∙ 부품수입 대체

실패: 타이완, 인도네시아

∙ 기술적 어려움

문
∙ 기초소재산업 육성
제
∙ 부품 국산화
점

∙ 관련 산업 발전

자료: KOICA(2011),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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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도상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 사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매력 때문에 1960년대 이
후에도 신흥국가에서 자동차산업 진입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중 성공 사례
와 함께 실패 사례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에 신규 진출
했거나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사례로 우즈
베키스탄과 슬로바키아 그리고 실패한 사례로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자동차산업에 신규 진입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산업 성공사례는 WTO나
FTA와 같은 국제통상협약과 관계없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국가가 강력
한 산업정책을 구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 자
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여 자국산 자동차
수요를 크게 진작시켰다. 여기에는 구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었
던 항공기산업 등에서 유래한 제조업 및 기계공업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한국 대우자동차의 첫 해외공장으로 대우가 부품업체
동반 진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을 보인 결과이기도 하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와 한국 대우자동차가 50 : 50 합작으로 UZ-Daewoo Auto를 설립한 후 1996년
연산 25만 대 자동차공장을 완공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설계
한 800~1,000cc급 미니카 ‘마티즈’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10년, 2011년 생
산량이 각각 21만 7,733대, 22만 2,022대로 늘어났다. 2008년의 경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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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5,030대 중 8만 2,900대가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었다.
나. 인도네시아
196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25년 동안 외국자동차를 생산해온 인도
네시아는 낮은 생산성과 선진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이전 회피에 크게 실망
하고 1996년 인도네시아 국민차 개발을 위한 ‘Timor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다. 1995년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수요는 연간 38만 대 수준이었으나 일본,
유럽 등 22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다.
표 2-3. 1995년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점유율

(단위: %)

국가

승용차

상용차

일본

63

99

EU, 미국

32

1

한국

5

0

자료: Ahn(2002).

1995년 당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국산화율은 11%로 다른 아세안국가
의 평균 56%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자동차산
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마침내 자국 고유모델 자
동차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65%를 한국 기아자동차가
35%를 투자하는 합작회사 Timor를 출범시켰다. 한국 기아자동차로 부터
‘세피아’ 모델 기술을 도입 3년 후인 1999년 9월까지 국산화율 60%를 달성
하면서 국민차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동안 30년 이상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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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일본, 유럽, 미국 등이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하여 이 계획은 실
패로 끝나게 된다. 1990년대 인도네시아의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 자립 시
도는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가 1980년대 이후 일본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을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시킨 데서 자극받은 측면이 있다
고 판단된다.
다. 슬로바키아
1990년대 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는 자동차산업
발전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기아자동차와 프
랑스 푸조가 EU 회원국이 되는 EU시장을 목표로 하여 슬로바키아에 자동
차공장을 건설한다. 기아는 연산 30만 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2억 달
러를 투자하였고 2006년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뒤 생산량은 2010년 22만
9,000대, 2011년 25만 2,000대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슬로바키아 전체 자동
차 생산량도 2010년 55만 6,000대, 2011년 63만 9,000대로 급격히 증가했
다. 2009년 슬로바키아 자동차생산량 43만 3,314대중 95%가 EU를 포함하
여 다른 나라에 수출되었다.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가가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적극 진출하여 외
국기업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국가로,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
생산이 전혀 없다. 이 세 나라의 자동차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표 2-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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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 요약

구분/ 국가
일반
환경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239,871

5,400

16,000

인구
(1000.)

기본정책
정부
정책
자동차산업정
책
자동차
생산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2010)
주요
목표시장

∙ 고유모델 개발
∙ 자동차산업 외국 투 ∙ 통상자유화
∙ 외국인투자 적극
자 50% 미만 허용
∙ 정부 주도 합작사 설 유치
립: 기아(35%)

정부 주도 기업 추종 기업 주도 정부 지원 정부 주도 기업 추종
(Gov. Lead Corporate (Corporate Lead Gov. (Gov. Lead Corporate
Follow)
Support)
Follow)
합계 702,692
승용차 496,558
상용차 206,134

합계 556,941
승용차 556,941
상용차 0

합계 217,733
승용차 196,833
상용차 20,900

국내

수출(EU), 국내

수출(CIS), 국내

73,833

233,574

개방
WTO, EU 가입

제한
WTO 불가입

2010
764,710
내수시장(대)
자동차
수요

공급

자동차
통상정책

강력한 정부 개입
중고차 수입 금지, 국
산차 구매 인센티브

∙ 수입 금지(’71~’93)
∙ 수입 제한, 고관세
175~275%(’94)
40~60% (’08)

수출시장 크기,
성격

작다

크다,
경쟁적 시장

중간
덜 경쟁적

자동차회사

22 firms (Japan, EU)
Timor

Kia, Peugeot, V.W

UZ-Daewoo
정부-지엠 합작사

주요
경쟁자

인도네시아 외국
업체(Japan, EU )

유럽업체

Russia LADA
러시아 내 해외자동차
합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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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정책 실행
성공 및 실패 요인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 WTO 방해로 고유모 ∙ EU 가입
델 개발 실패
∙ 자유무역
∙ 산업기반
∙ 저임금
∙ 정부 통상정책

우즈베키스탄

∙ 정부주도 산업 육성
∙ CIS 지역 수출

자료: KOICA(2011), pp. 389-390을 기본으로 필자 작성.

라. 중동 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에 주는 시사점
90년대 자동차산업에 신규 진입 또는 기존 산업정책을 전환한 상기 3개국
자동차산업의 사례가 중동 자동차산업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 역사가 비교적 길고
자국시장이 크며 외국기업의 영향력이 큰 국가는 자립전략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자동차 다국적 기업의 방해가 주요 원인이
며, WTO, FTA같은 다자 간, 양자 간 무역협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2년 터키가 시도하고 있
는 자국산 고유모델 자동차 개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집
트의 경우에도 31개 외국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향후 자동차산업 발
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슬로바키아의 경우 EU 가입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결정적이었
고 기존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SKODA가 이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업 기반도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
는 1990년대 중반 EU관세동맹 가입 이후 유럽 수출용 자동차 생산을 늘리
고 있는 터키 사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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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신생국
가로서 국제통상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주도 발전전략을 택할
수 있었다. 또한 구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지역 내에 축적된 공업기반의
활용과 CIS 지역 시장 개척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기초산업, 제조업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동국가에서 자동차산업을 육성시
키는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 현황과 전략
1.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 현황
중동국가에는 이란, 터키, Levant 국가(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GCC 6국(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스라엘, 예멘, 아
제르바이잔 등이 포함된다. 중동국가들은 기초 소재산업 기반과 부품산업
바탕이 취약하며 자동차산업 발전 수준도 낮은 단계에 있다. 세계 자동차
수요 중 중동국가의 비중은 2000년 2.60%, 2005년 4.14%, 2010년 5.52%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 비중도 2000년 1.31%, 2005년 2.43% 2010년 3.59%로
증가하고 있어 중동 자동차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중동국
가 중 자동차산업 선도국가는 이란, 터키, 이집트 등이며 자동차 수요와 보
유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국가 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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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마련을 위해 우선 2010년 현재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여부와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에 따라 중동 16개 국가를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나눈다.
이 논문에서는 Y축을 자동차시장 규모, 연간수요량 50만 대로 구분하여 자
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가능성을 판단하
는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동국가 중에서 자동차산업 통
계(예를 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뺷2102 한국의 자동차산업뺸, 통계청의
KOSIS DB, World Motor Vehicle Data 등)에 나타나고 있는 16개국을 대상
으로 한다. 터키의 경우 유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동으로 분류한다.
Group I은 자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연간 자동차 수요가 50만 대
를 넘는 이란, 터키이다. Group II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연간
자동차 수요가 50만 대 이하인 이집트이다. Group III는 자국 내에서 자동
차를 생산하지 않으나 연간 수요가 50만 대 이상인 국가로 사우디가 해당
된다. Group IV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고 연간 수요가 50만
대 미만인 이스라엘, UAE, 오만, 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예멘 등이다. 이중 시리아는 자국 내에서 자동
차 조립을 시작했으나 수량이 미미하고 통계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 Group
IV로 분류하였다. Group IV 국가는 다시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며 자동
차 보유 대수가 100만 대 이상인 시리아, 이라크를 Group IV-A 그리고 나
머지 국가들은 IV-B로 구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Group IV를 양분한 것은
우선 해당 국가가 너무 많아 세분할 필요가 있었고 인구와 보유 대수 100만
대라는 기준은 자동차 정비 및 정비용 부품 수요 등을 고려해 자동차산업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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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동자동차산업 현황(2010)

국가

Levant

기타

자동차
생산(대)

자동차수요*
(대)

인구
(1,000명)

자동차
보유/
1,000명

터키

11,265,751

1,097,793

797,195

72,752

154.9

이란

3,905,000

1,599,454

1,457,708

73,974

52.8

이집트

3,862,422

116,683

248,917

81,121

47.6

요르단

546,000

0

57,236

6,187

88.2

레바논

546,000

0

32,403

4,228

128.6

시리아

1,425,000

0

100,157

20,411

27.8

이라크

1,043,000

0

55,700

31,772

34.1

사우디

5,425,000

0

520,939

27,448

197.6

427,000

0

211,805

7,512

56.8

1,180,000

0

92,211

2,737

431.1

56,815

1,759

164.1

UAE
GCC

자동차 보유
(대)

쿠웨이트
카타르

289,000

오만

442,500

0

172,503

2,782

159.1

바레인

463,500

0

34,503

1,262

367.3

예멘

650,000

0

14,230

24,053

27.0

아제르바이잔

963,712

0

33,744

9,188

104.9

이스라엘

2,399,797

0

225,821

7,413

323.5

중동

34,833,782

2,813930

4,077,846

474,784

86.4

1,016,674,434

78,366,013

73,823,010

6,895,889

147.4

세계 전체

주: * 자동차 수요는 신차등록 기준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와 현대자동차 사내자료를 종
합하여 작성. 중동국가 국가별 자동차 수요는 자료마다 상이한 실정임. 또한 상기 표의
자동차 수요가 신차만을 집계하고 있어 중고차 수요가 많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의 경우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2), 뺷2012 한국의 자동차산업뺸; 현대자동차 사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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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동국가 자동차산업 분류

자동차 내수 규모
자동차 생산 여부
생산 안 함

생산함

Group III
사우디

Group I
이란, 터키

Group IV
UAE, 오만, 쿠웨이트,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예멘, 이스라엘

Group II
이집트

자동차 생산 안함

생산 함

50만 대
이상
50만 대
이하

자동차
수요 규모

생산여부

2. 중동 주요 국가의 자동차산업
가. Group I 국가

1) 이란
이란은 1959년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후 2005년 연산 100만 대
를 달성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은 오일 ․ 가스 분야 다음으로 정부가 육성하는
국가 중요 산업이다. 이란은 2009년 현재 중동국가 1위, 세계 12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2009년 현재 이란에서는 25개 자동차회사와 1,200개 부품업체가 운영 중
에 있다. Peugeot, Kia, Renault, Nissan, VW, Hyundai, Citroen, Suzuki, Mazda,
Isuzu, MAN, Scania, Volvo, Lifan, Kamaz와 같은 다수의 외국 업체들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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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생산 또는 합작 형태로 진출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 업체인
Lifan과 러시아 업체 Kamaz도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이중 3대 국영자동차 회사(Iran Khodro, Siapa, Par Khddro)가 전체 시장점
유율 92.9%를 차지하고 있다(윤서영 외 2010, p. 51). 이란은 2010년 153만
8,000대를 생산하였고 2015년 231만 8,000대, 2026년에는 271만 5,000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LMV Automotive 2011, p. 11). 2009년 3월 기
준 자동차 생산용 CKD 수입은 프랑스 34%, 일본 21%, 중국 6%, 한국 5%
수준으로 프랑스차가 많은데 1977년부터 수입을 시작한 프랑스 푸조 모델
이 시장점유율 1위이기 때문이다.
현대 아반테,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 리오 등이 아란에서 생산되고 있다.
자동차는 2010년 우리나라가 이란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이었으나 이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2011년도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2012년 현재는 수출
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표 3-2.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이란 수출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2007

2008

2009

2010

수출
(1,000 US $)

136,056

364,178

379,269

344,094

성장률 (%)

75.9

167.7

4.1

-9.3

수출
(1,000 US$)

297,268

290,226

266,060

299,945

성장률 (%)

51.5

-2.4

-8.3

12.7

Note: KOTIS(MTI code: automobile-741, automobile parts-742.
자료. KOTIS; KOTRA KB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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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산화율이 약 94%로 비교적 높으나 품질 수준이 낮다. 국산화
율이 높은 자동차의 품질이 더욱 낮다는 조사 결과는 이란 자동차 부품기
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 국
산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차량(NGV: Natural Gas
Vehicle) 보급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산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1963년 설립된 이란 최대의 국
영 자동차 회사인 Iran Khodro사는 프랑스 제휴사인 Peugeot 405 모델을 이란
자체 모델에 가깝게 변형하여 2002년부터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의 경우 이 모델의 9.8%에 가까운 5만 5,000대가 수출되었고 이 회사는 향
후 시리아 및 아랍 걸프 지역 자동차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목표
를 갖고 있다(윤서영 외 2010, pp. 78-79).

2) 터키
터키는 유럽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중동에 포함시킨다.
터키 자동차산업은 1950년대부터 포드, 르노, 피아트 등 유럽기업 기술로
조립생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터키에는 2009년 현재 15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으며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터키
최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터키 자동차 생산량은 2007년 109만 9,000대에서
2010년 생산량은 109만 4,000대로 증가하였다(KOTRA 2011, 해외투자속보
(6월 29일)). 포드, 르노, 피아트의 합작사인 Ford Otosan, Oyak Renault, TofasFiat와 Toyota 등 4대 회사가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터키
자동차산업의 빠른 발전 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 증가와 1996년 EU
와의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 458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표 3-3. 터키의 자동차산업

2007
생산

2008

2009

2010

2011

1,099,413

1,147,110

869,605

1,094,557

1,234,637

내수판매

634,206

526,544

575,865

793,172

910,867

국내차

278,454

220,457

261,948

327,764

413,815

수입차

355,752

306,087

313,917

465,408

414,031

56%

58%

55%

59%

50%

818,349

910,270

628,970

763,670

801,112

74%

79%

72%

70%

65%

내수 수입차 비중
수출
수출 비중

자료: KOTRA; 터키자동차협회(OSD).
표 3-4. 2011년 터키 업체별 자동차 생산

회사

생산대수

비중

비고

Oyak Renault

330,994

26.8%

Renault 합작

Tofas-Fiat

307,788

24.9%

Fiat 합작

Ford Otosan

295,850

24%

Ford합작

Toyota

91,639

7.4%

Toyota 단독투자

Hyundai Assan

90,231

7.3%

Hyundai 합작

Honda

12,341

1%

Others

105,794

8.6%

1,234,637

100%

합계

Honda 단독투자
Mercedes Benz, MAN,
Peugeot, Rand Rover,
Isuzu, Mitsubishi, Tata

자료: KOTRA(2012), 해외시장정보. (1월 26일)

터키 자동차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70~80%가 수출되며 주요 시장은 EU
다. 활발한 수출이 이뤄지는 이유는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이 글로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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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따라 터키 공장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96년 체결된 EU와의 관세동맹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터키 자동차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형 버스, 트랙터를
제외하고는 순수 자국 브랜드 자동차가 없다. 터키 정부는 자국 브랜드 자
동차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최근 이탈리아 피아트와 합
작으로 피아트 모델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Tofas-Fiat사가 터키 자체 브
랜드 자동차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Tofas-Fiat는 기존 생산시설이나 Fiat
승용차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국 브랜드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KOTRA 2012, 해외시장정보(1월 26일)). 이는
중동 국가 중 최초의 본격적인 자립모델 자동차 개발계획으로 이것이 성공
할 경우 이란, 이집트 등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동 자동
차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Group II 국가: 이집트
인구가 8,500만 명에 달하는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최
대의 자동차 시장이다. 현재 31개 자동차 조립업체(승용차 12사, 트럭 9사,
버스 9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는 공기업인 NASCO를 비롯하
여 현대자동차, 한국GM, 푸조, 다임러, 스즈키 닛산 등이다. 2010년 이집트
는 연간 1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30만 대를 판매하였다. 전체 판매 중
65%는 현지에서 생산한 차이고 35%는 수입차이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지역의 자동차 및 부품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
로 2020년까지 연 100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2000년 이집트 정부는 승용차 45%, 버스 70%, 트럭 90% 이상으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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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무 국산화율을 제시한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하여 이집트 산
업청은 2011~21년까지 자동차 부품 국산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국산화율
(국산비품 조달 비율 기준)이 45% 이상이면 자동차 한 대당 7,000~8,000이
집트 파운드의 인센티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간 발생한 교통사
고 중 기술적 결함 이유가 40%에 육박함에 따라 이집트 내 자동차 품질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테스트 절차를 3단계로 강화하
고 6단계의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집트는 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제도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내의
생산 허브로 여겨지고 있어 향후 자동차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자동차 부품 총생산액은 13억 달러로 70%가 내수용이며 30%는 수출용이
었다. 수출은 대부분 유럽에 보수용으로 판매된다. 이집트에서 운행되는 자
동차 중 7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로 보수용 부품은 주로 중국산 비순정
부품(대부분 불법위조품)을 사용한다.
표 3-5. 이집트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3

114

127

108

133

176

207

- 승용차

68

72

100

72

90

120

141

- 상용차

35

42

26

36

43

56

66

230

333

315

326

404

512

637

- 승용차

181

261

247

255

315

396

493

- 상용차

49

72

68

71

89

116

144

생산(1,000 대)

수요 (1,000대)

자료: KOTRA(2009), 경제산업동향 (9월 24일), 뺷이집트 자동차산업, 2010년 이후 회복 전망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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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oup III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요는 50만 대를 넘어섰고 이를 전적으로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는 최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국가 5대 전략산
업으로 지정하여 GCC국가 및 중동국가 자동차 생산 허브로 자동차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0년 현재 일본, 유럽, 한국, 미
국의 자동차모델이 수입되고 있으며 10만 대를 판매한 도요타가 시장 점유
율 1위이고 현대와 기아도 각각 7만 5,000대, 2만 2,000대를 판매하여 2위
와 4위다. 2010년의 경우 전체 자동차 수요 중에서 승용차가 28만 5,000대,
상용차가 23만 5,000대로 상용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사막지역
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우디의 자동차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사우디 내에서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6. 사우디 자동차 시장

구분

(단위: 대)

2000

2005

2010

자동차 수요

191,196

397,005

520,939

승용차

92,302

205,677

285,666

상용차

98,894

191,328

235,273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뺷한국의 자동차산업뺸, 각 년도 종합.

KOTRA 중동시장 동향 자료(2011. 12. 26)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한국
계 업체와 합작으로 완성차 업체를 설립하여 고연비 자동차를 생산하고 내
수시장은 물론 인근 걸프만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수출을 계획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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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roup IV 국가

1) 시리아
시리아는 Group 4-A로 분류된 국가다. 2011년 말 시리아에 운행되는 자
동차는 전년도 205만 대에 비해 7.88%가 늘어난 221만 대로, 10년 동안 2.5
배 증가했다. 시리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약 2,200만 명 인구에 200만 대로
약 10%에 불과하여 향후 시리아의 경제 성장에 따라 높은 자동차시장 성장
잠재력이 있다. 2011년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16만 4,000대로서 1,600CC
이하 소형차가 85% 이상을 차지한다. 시리아의 수입차 중 한국 차의 비중
은 2007년 47.9%, 2008년 61.6%, 2011년 62.7%이다. 중고차의 수요가 많아
2011년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전체 등록 대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차량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자국 업체에 대해 생산일로부터
6년간 자동차 관련 세금을 2% 감면하고 2007년 3월 31일부터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소비세를 감면했다. 이는 외국차 수입을 억제하고
시리아 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시
리아에는 현재 Siamco, Hmisho 등 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으나 수입차
량에 비해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 제조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업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리아
자동차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요르단
요르단의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Group 4-B에 속하는 중동 국가
의 자동차산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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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계, 금속,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기초산업 부족으로 제조업 기반
이 취약하여 자동차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이 취약하다. 둘째, 국가 수준 산
업정책이 미비하고 국가 수준의 추진력이 미약하다. 이 결과 요르단은 완성
차 및 자동차 부품이 대량 수입되고 있어 2009년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
가 수입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승용차만 해도 54개 모델 2만 2,039대가
수입되었다. 중고차 수입이 증가하여 2009년의 경우 전체 수요의 75~80%를
차지한다. 셋째, 국내 자동차 생산은 관광용 버스 단순조립 수준이다. 부품
업체 수가 전체 15개 내외로 적고 품질 수준도 낮다(KOICA 2011, p. 349)
신차 시장 점유율은 도요타, 현대, 닛산, 미쓰비시, 벤츠, 기아 순이며 중
고차시장의 경우 한국 차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한다. 2009년 신차 및 중고차
점유율이 등록 기준으로 현대차 41%, 기아차 23% 합계 65%로 한국자동차
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요르단의 자동차 부품산업 연간 시장 규모는 약 9,000만 달러로 국가 규
모에 비해 시장 규모는 크다.14) 요르단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매년 크게 성
장하는 이유는 전체 수입차 중 70%가 중고차이기 때문에 부품 교체를 위
한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요르단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국
가별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23%로 가장 많고 독일 21%, 한국 20%, 중국 11%
미국 6%, 터키 4%, 나머지는 기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KOTRA 2011, 상
품시장, 3월 2일).
14) 요르단은 2008년 2009년 각각 8,900만 달러, 9,2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
고, 2009년의 경우 부품 수입액의 22%는 재생부품임(KOTRA Amman KBC 2010, “The
Trend of Automobile Parts in Jordan.” (Augu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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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동 자동차산업의 특징
중동 자동차산업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내수 수요
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동국가의 자동차산업은 다른 개발도상국가 유사하게
EU, 미국, 일본 및 한국 자동차업체의 모델을 완성차 형태로 수입하여 다
양한 모델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다.
둘째,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EU, 미국, 일본 및 한국 자동차 모델과 부품
을 도입하여 현지 업체 또는 합작업체가 DKD(dissembled Knock Down),
SKD(Semis Knock Down),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조립생산하
고 있다. 현재 외국 자동차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5)
셋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일부 국가의 경우 신차와 함께 중
고차 수입으로 자동차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되었던 독일 및 일본 자동차에 비해 값싸고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산 중고차가 중동지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넷째, 자동차 현지 조립생산의 경우에도 여러 업체의 다양한 모델이 현
지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중동국가에서 부품산업 기반도 취약하며 보수용 부품
은 OEM, 현지 생산품, 한국산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 부품
이 혼용되고 있다.

15) 자동차업체 수(승용차, 상용차 포함): 이란 25사, 터키 15사, 이집트 3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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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란에 리판자동차 조립공장 진출, 요르단 승용차 조립 타당성
조사 및 MOU 체결. 시리아 자동차 판매망 확충 및 자동차 보수용 부품의
판매 확대 등 중국의 중동지역 자동차산업 진출이 활발하다.
표 3-7. 중동국가에 대한 해외 자동차 기업 진출 현황

중동국가

진출회사

비고

이란

Peugeot, Kia, Renault, Nissan, VW,
Hyundai, Citroen, Suzuki, Mazda,
Isuzu, MAN, Scania, Volvo, Lifan,
Camus

∙ 1992년 한국 기아 Pride 생산설비 도입
∙ 기아 Pride 모델 2009년 승용차 점유율
44%
∙ 중국 Lifan 현지 생산
∙ 러시아 GAZ사 트럭 생산

터키

Oyak Renault, Tofas-Fiat,
Ford Otosan, Toyota, Hyundai,
Assan, Honda, Mercedes Benz,
MAN,Peugeot, Rand Rover,
Isuzu, Mitsubishi, Tata

∙ 2005년 현대합작사 자동차 생산 개시
∙ 유럽 수출 기지 역할 증대

GM Egypt, Toyota Egypt
Nissn Egypt, Ghabbour Auto
Egyptian German Automotive
Arab American Vehicle
NASCO, Automotive Engineering
JAC, Peugeot Egypt
Suzuki Egypt, Fiat Auto
Bavarian Auto, Lada Egypt

∙ 북아프리카 및 걸프 지역국가 자동차생
산 허브 목표
∙ 업체 난립

이집트

자료: KOTRA(2010, 2011, 2012); 윤서영 외(2010, 2011); 이철원 외(2009) 자료를 기본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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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동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GAFTA는 1998년 1월1일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완전하
게 발효된 걸프 지역 18개 국가 간 무관세(일부품목은 제외)를 지향하는 자
유무역협정으로 이 협정이 체결된 아랍연맹16) 국가 인구는 3억 2,000만 명
에 달한다. 중동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국가 차원과 종교, 언어와 같은 문화
적 동질성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여 있는 중동지역 전체 차원 양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중동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중동지역 국가는
국가 단위로는 자동차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연간 내수시장 규모
가 50만 대를 상회하는 이란, 터키, 사우디의 경우에도 외국 조립업체나 외
국 모델 자동차가 난립하고 있다. 이 경우 기득권을 가진 외국 자동차업체
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국 자동차산업 기반을 발전시키느냐가 자동차
산업의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 기업 추종(Government lead corporate follow)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택하거나 기업 주도 정부 지원(Corporate lead government support)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란과 같은 경우 국가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터키
가 고유모델 개발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이란도 고유모델 개발
전략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주도와 더불어 기초산업과 제
조업 기반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부품산업이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요소

16) In 2009, Algeria joined GAFTA as the eighteenth member-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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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CKD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고유모델 개발로 연결되지는 않는
다. CKD 생산량 증가가 고유모델 개발로 발전하려면 우선 업체 난립이 없
어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생산 시 모델당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규모를 토대로 부품 국산화와 자체적인 활발한 기술 개발
활동으로 고유모델 개발에 필요한 제품기술 기반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런
기반을 갖추는 데에는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
요하다. 이러한 여러 조건 때문에 자동차산업에서 고유모델을 개발하는 회
사 수가 많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분류한 중동지역 4개 Group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Group I 국가인 터키와 이란의 자동차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 그 이유
는 자동차 내수 규모가 커서(이란 145만 대 ,터키 80만 대)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경우는 3개
국영합작기업의, 그리고 터키의 경우 르노, 피아트 및 포드 합작기업의 연
간 생산량이 2011년 기준 3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터키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2년 자국산 모델 자동차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주도자인 피아트가 터키 고유모델 자동차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동차산업 자립전략 성공 가능성은 국가의 의지, 기술능력, 부품산업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자동차 회사들의 태도 여부에 달려 있다. 인
도네시아의 경우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자동차산업에서 자립전략으로 전
환을 시도하다가 기득권을 가진 일본 및 미국, 유럽 기업들의 완강한 반대
에 직면해 실패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터키의 고유모델 개발에는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만약 고유모델 개발이 성공한다면 이란도 뒤이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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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델 개발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Group II 국가인 이집트의 경우 진화 경로를 거쳐 외국모델 생산 전
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견되며 CKD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북
아프리카 자동차 종주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에 현
재 31개 자동차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부품사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자동차산업의 순조로운 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Group III 국가인 사우디는 걸프 지역 국가(GCC) 6개국의 중심국가로 자
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을 국가 5대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의지를 갖고
있어 본격적인 CKD 생산을 통해 진화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
우디의 경우도 기초산업 및 부품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발전에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사우디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자국 5대 전
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2010년 기준 자동
차 보유 대수가 500만 대를 넘고 연간 수요도 50만 대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향후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기반에서 전기, 수소연료 자동차로 이
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된 기존 자동차 기술과 모델 그리고 생산 설비를 활
용하는 방법으로 석유 값이 상대적으로 싼 사우디 같은 국가에 자동차 생
산 설비를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사우디
도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중동국가들과 같이 외국 조립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Group VI-A 국가인 이라크나 시리아는 생산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인
구가 2,000만 명이 넘는 이라크나 시리아는 장기적으로 신차 및 중고차 수
요가 늘어나면서 자국 내 자동차 CKD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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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7) 초기에는 상용차 조립을 시작하고 승용차 조립 생산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roup VI-B 국가에 속하는 요르단, UAE,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 아
제르바이잔, 오만 등의 경우 독자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국 자동차업체가 CKD 조립공장을 세우는 경우 최
소 연간 30만~50만 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승용차
조립보다는 상용차를 조립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18) 그러나 Levant, GCC
지역 국가 간 무역협정에 따라 한 국가가 그 지역 국가들의 산업중심지로
서의 역할을 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와 같은 경우 부품산업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
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즉 Group I, II, III 국가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
키는 데 필요한 특정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수용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그 반대 경우로 보수용 부품산업을 발전시킨 다음
중동지역 자동차 조립용 부품 공급자로 나서는 전략도 예상할 수 있다. 실
제로 요르단에서 2009년 현재 라디에이터, 오일필터를 생산 중인 한 부품
회사는 요르단 내수는 물론 시리아, 이라크에 생산량의 50% 가까이 되는
수량을 수출하고 있었다.19)
17) 이라크 및 시리아 자동차 수요 예측 자료가 부족하다. 이라크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01년
84만 1,000대, 2005년 90만 9,000대, 2010년 104만 3,000대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리아
의 경우는 25만 1,500대, 53만 1,400대, 142만 5,000대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유량 증가
가 이 두 나라의 향후 자동차 수요 증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8)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CKD 현
지 생산이 더 용이하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버스와 트럭의 소규모 조립공장을 건설
할 수 있다. 최근 현지 해외 버스 조립 공장 인터뷰 결과 대형버스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30대면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 2010년 7월 요르단 암만 인근에 있는 부품업체 Aljanoub Filters Manufactur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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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주 외(2012, p. 219)는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에 관한 KIET 정책자료에서 UAE는 2009년 현재 2만 2,000개의 정비소가
있고 극한적인 기후 조건과 유지보수의 발달 미비로 부품 수요가 커서, 보
수용 부품시장을 겨냥한 중소 규모의 부품 제조업에 한국의 진출이 단기적
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이 국가들은 자동차 폐차 처리 사업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재제조업 (remanufacturing)20)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요
르단과 같은 경우 한국산 중고차가 많이 수입되어 정비용 부품이 다량 필
요하다는 점과 심각한 폐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재처리
및 재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21)
자립전략인 자국모델 개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터키,
이란이고 외국차 생산 전략을 지속 또는 채택할 나라는 이집트, 사우디, 시
리아, 이라크 등으로 예상된다. 부품생산전략은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UAE, 오만,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예멘 등이 예상되나
이 국가들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인접 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차 생산전략에 뛰어드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를 토대로 중동국가 그룹별, 주요 국가별 자동차산업 예상 발전전략을 요
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 방문 인터뷰 결과. 이 기업은 한국 업체의 기술협력으로 1997년 설립되었다.
20) 재제조업은 OEM재제조업, 제3자재제조업 및 통합재제조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21) 요르단 같은 경우 2011년에 KOICA 2011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폐차 처리
기술 조달 가능 여부와 한국 업체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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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동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구분

국가

Group 3

Group
4A

Group
4B

∙ 472

발전 전망

이란

∙ 국가 중요 산업 육성
∙ 내수 중심 발전
∙ 국영자동차회사 주도
∙ 수출산업화
∙ 부품 국산화 및 품질 제고 문 ∙ 터키 고유모델 개발 성공 시
제
동조 예상

터키

∙ EU와 관세동맹
∙ 유럽, 일본, 한국 기업 산업 ∙ EU 수출용 생산 기지
주도
∙ 고유모델 개발 시도
∙ 터-키 고유모델 개발 (2012)

Group 1

Group 2

주요 산업정책 및 환경

이집트

∙ 민주화, 경제발전 기대
∙ 북아프리카 지역 자동차 수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주도 요 증대
∙ 북아프리카 생산중심(리비
아, 이집트)

사우디

∙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국가
5대 전략산업으로 지정
∙ CKD 생산 본격 개시
∙ 일본 도요타 시장 우위
∙ GCC 국가 자동차 생산 중심
∙ 현대기아 2위 시장

시리아, 이라크

∙ 종전, 정치 안정화 이후 자
∙ CKD 생산 개시
동차 수요 증대 잠재국가
∙ 중국 업체 참여 가능성 높음
∙ 한국 신차 및 중고차 우위 시
장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UAE,
오만, 쿠웨이트, ∙ 보수용 부품산업 육성
리비아,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예멘

∙ 보수용 부품산업 발전
∙ 폐차사업
∙ 재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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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대응전략
1. 한국의 중동 자동차산업 진출 현황
한국은 2010년 기준 중동 16개 국가에 신차를 수출하며 중동지역과 중고
차 수출, CKD 생산(이란, 이집트), 합작투자(터키) 등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과 2010년 중동에 각각 11만 7,000대, 58만 6,000대 중
동지역은 자동차를 수출하여 중동국가 수출 비중이 7.0%에서 18.6%로 늘
어났으며 2010년의 경우 중동지역은 북미 다음 가는 한국의 2대 수출지역
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에는 한
두 개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동지역의 경우 유럽 자동차 시장을
주로 겨냥하는 터키를 제외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생산거점이 없다는 점에서 중동지역에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GCC 6개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품목 1위가 2009, 2010, 2011년 3년 연
속 승용차이며 2011년 수출액은 33억 9,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1.3%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주동주 외 2012, p. 205).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
논 등 Levant 4개 국가에서도 2009년 한국 수출품 중 1위가 모두 승용차이
며 2위는 트럭으로(레바논 제외) 중동지역에서 한국 차의 인기를 잘 알 수
있다(KOICA 2011, pp. 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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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동 국가별 한국자동차 수출 현황

년도

국가

2000

(단위: 대)

2005

2010

사우디

117,228

70,123

145,044

시리아

7,357

17,277

86,992

이스라엘

28,438

34,917

21,903

UAE

5,705

20,491

28,044

터키

19,411

63,034

48,055

레바논

2,088

2,909

14,537

오만

10,294

13,785

27,981

773

1,818

55,734

쿠웨이트

4,304

5,985

14,275

카타르

1,525

3,660

6,979

요르단

1,492

5,672

44,477

이집트

3,445

20,832

60,446

바레인

1,341

2,003

5,791

예멘

627

1,286

2,377

이란

17

1,102

22,818

팔레스타인

743

764

1,359

중동 합계 (B)

117,228

265,658

586,740

전체수출 (A)

1,676,442

2,586,088

3,151,708

7.0 %

10.3 %

18.6 %

이라크

중동비중 (B/A)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0, 2011, 2012), 뺷한국의 자동차산업뺸 종합.

2010년 각국의 자동차 수요와 한국 수입차 점유율(대수 기준)을 살펴보
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는 70~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오만, UAE, 쿠웨
이트, 카타르 지역은 1% 수준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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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동 국가별 한국자동차 신차 시장점유율(2010년)

Levant

(단위: %)

국가

자동차 수요
(대)

한국차 수출
(대)

한국 수출차
점유율**(%)

터키

797,195

48,055

6.0

이란

1,457,708

22,818

1.6

이집트

248,917

60,446

24.3

요르단

57,236

44,477

77.7

레바논

32,403

14,537

44.8

시리아

100,157

86,992

86.8

이라크

55,700

36,699**

65.9

사우디

520,939

145,044

27.8

아랍 에미리트 (UAE)

211,805

28,044

13.2

쿠웨이트

92,211

14,275

15.4

카타르

56,815

6,979

12.3

오만

172,503

27,981

16.2

바레인

34,503

5,791

16.7

예멘

14,230

2,377

16.7

아제르바이잔

33,744

7,961**

25.6

이스라엘

225,821

21,903

9.7

GCC

주: 1) * 중동 국가별 자료가 미흡하여 한국 수출차 점유율을 한국 차 수출 대수/신차 등록 대
수로 집계함.
2) **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 수출량은 공개된 통계자료 미비로 현대기아차 등록대수로 대
체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2), 뺷한국자동차산업뺸 및 현대자동차 내부자료. 자동차 수출량
은 KOTRA 자료.

중동은 한국산 중고차의 최대 수입시장이다. 2010년의 경우 요르단과 리비
아에 한국 중고차가 각각 7만 4,530대, 2만 6,531대가 판매되었다. 요르단에
수입된 한국 중고차는 자국에서 소비되거나 인근 시리아 및 이라크에 재수
출되고 있다.

47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표 4-3. 한국산 중고차 주요 수입 국가

2008

2009

액수
(1,000
달러)

대수

액수
(1,000
달러)

대수

Jordan

188,849

54,954 20.5

378,722

85,962 32.5

326,478

74,530 31.1

Libya

87,488

18,163

6.8

189,570

36,692 13.9

134,537

26,531 11.1

Vietnam

179,682

14,418

5.4

338,318

25,776

9.7

186,960

14,402

6.0

Laos

29,794

8,025

3.0

28,677

9,683

3.7

62,730

11,414

4.7

Ghana

20,124

13,332

5.0

21,951

9,326

3.5

33,528

11,324

4.7

Sudan

36,073

10,892

4.1

45,293

14,014

5.3

40,424

10,168

4.2

Philippines

9,415

3,677

1.4

22,973

7,405

2.8

32,298

8,191

3.4

Kirihistan

53,286

27,645 10.3

18,751

8,895

3.4

16,926

6,896

2.9

1,362,047

264,742

100

1,247,204

239,556

100

국가

합계

1,175,266

267,559

비중
%

100

금액
(1,000
달러)

2010

대수

비중
%

비중
%

자료: KOTRA(2011), ｢요르단, 3년 연속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 해외시장정보, 암
만무역관. (3월 10일)

현대자동차가 합작 투자한 터키 공장에서는 2005년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여 생산량이 2005년 6만 대 수준에서 2011년 9만 231대로 늘어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2, 뺷2012 한국의 자동차산업뺸).

2. 한국의 대응전략
중동지역의 자동차산업과 한국의 협력 방안은 4개 그룹별 그리고 주요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2010년 세계 자동차 보유 대수 10억 1,667만 대 중
중동국가 보유 대수는 3,483만 대(승용차 2,465만 대 상용차 1,017만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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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중동 자동차산업 진출 확대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중동시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지역은 한국의 중요한 신차 및 중고차 수출시장이다.
둘째,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출이 많아 사후정비용 부품 공급 문제 및
폐차 처리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발전한 중국 자동차산업은 서진하여 중
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요르단에 자동차
조립공장 타당성 조사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이란에는 중국 중경 소
재 자동차회사 Lifan이 현지조립을 시작하였다. 또한 중동지역의 보수용 부
품시장에서 중국은 저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한국자동차 생산 3사는 90년대에 현대자동차 터키 합작 공장 설립,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합작사 설립, 기아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개발을 위한
티모르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갖고 있어 중동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자
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동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좋은 예로 중동국가들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한국경제발전경
험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22) 및 KOICA가 주도하는 각
국 WTO 대응 및 산업발전 방안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가. Group I 국가: 이란, 터키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터키, 이란의 자국모델 자동차 개발에 적극 협력할

22) KDI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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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단종된 승용차, SUV, 트럭 모델을 이들 국가에서 고
유모델의 원형으로 채택토록 하여 기술 및 부품 수출을 공고히 하는 전략
이 요구된다. 기아 ‘프라이드’ 모델이 이미 이란의 고유모델화 되어가고 있
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기득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자동차회사들은 물론 일본 및 후발이
기는 하나 자동차산업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 중국이 적극 참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공격 및 방어 차원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란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천
연가스 차 기술 및 부품 개발에도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 Group II 국가: 이집트
이집트는 외국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자동차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
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업체는 우선 CKD 라
이선스 또는 합작 등을 통하여 현지 생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
후 발전에 대비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집트가 북아프리카 걸프 지역
자동차산업 중심국가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고유모델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경우를 예상해 사막국가에 맞는 SUV차종23) 중 한국에서 단종된 자동차
모델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이집트 고유모델로 삼도록 유도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24)
23) 요르단과 같은 경우 쌍용 렉스턴, 도요타 Land Cruiser 같은 SUV 차종의 인기가 매우 높
다. 2009년 요르단 등록차량 중 비중을 보면 승용차 46%, SUV 44% 상용차 8% MVP 2%
의 비중을 차지한다.
24) 한 국가에서 단종된 자동차의 모델과 지그 및 금형과 같은 생산설비를 후발국가에 이전하
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70년대 현대가 도입한 포니경우도 미쓰비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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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oup III 국가: 사우디
사우디의 경우 한국 자동차의 CKD 생산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보다 초기 단계에는 현지 업체가 한국 차를 라이
선스 방식으로 조립 생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사우디는 한국과 건설
및 플랜트 수출 등으로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자동차가
사우디 시장 우위자라는 기득권을 활용하여 우선 CKD 생산을 진행하고 지
역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하면서 기술 및 부품 수출 확대, 나아가서 현지모델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우디는 도요타가 시
장우위자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라. Group IV 국가

1) Group IV-A 국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경우는 Group III인 사우디에서 취할 전략과 유사하
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요가 절대적이라는 상
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가 시장 선도자라는 기득권을 활용
하여 우선 라이선스를 통한 현지 업체 주도 CKD 생산을 시작하고 지역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하면서 기술 및 부품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에 완성차 판매를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중
국 업체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랜서의 구형모델이다. 구형모델을 도입한 회사가 어떻게 이보다 나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품 향상을 통해서 가능하며 현대자동차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저가(entry model)부터 고급차(high end model) 그리고 중고차까지 그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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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동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중국이 후발자의 약점을
해외시장 선점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국 대우자동차가 1990년대 중반 우즈베키스탄 진출할 때의 전략에 대한 논
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적 경쟁력이 있어야 해외에 진출한다는
전통적인 국제경영학 논리에 대응해서 비록 상대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단
계에서라도 해외에 조기 진출하여 현지 생산 기반 및 시장을 선점하는 것
이 부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대우자동
차 우즈베키스탄 진출사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2) Group IV-B 국가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오만과 같은 나라는 요
르단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된 자
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이란, 터키, 이집트 및 사우디에서 생산된 한국 차
를 수출하는 방식이 첫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요르단의 경우 지리적으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Levant 국가의 중심 국가이므로 개방적인 통상정
책을 활용하여 요르단에서의 자동차 부품산업과 폐차 처리사업 진출도 고
려할 수 있다.
중동지역 국가에서 신차는 물론 한국산 중고차의 정비용 부품, 폐차 처리가
한국 차를 수입한 국가들에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르단은 2008년, 2009년 각각
8,900만 달러와 9,2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다. 2009년의 경
우 부품 수입액의 22%는 재생부품으로 재생부품의 활용성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수출된 한국산 중고차의 재처리를 하는 폐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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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또한 재사용(reuse) 가능한 부품을 생산하는 재제조업(re-manufacturing)25) 방면으로의 진출은 자동차 안전성을 제고하고 폐차에 따른 환
경 문제를 해결해주어 중동국가에 한국과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폐차 처리 문제는 중동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나 우리도 참여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고철 소비자 현대제철은 2~3년 전부터 현대 ․ 기아자동차
그룹 계열사는 물론 협력업체에서 나온 철 스크랩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현대 ․ 기아자동차그룹은 ‘자원순환형 제철소’를 선언하고 현대 ․ 기아차에서
나온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인 뒤 철근으로 만들어 그룹 내 건설자재 등으
로 재활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포스코도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은 100% 회수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포스코 P&S는 연간 철 스
크랩 200만 톤을 쓴다. 이중 25~30% 수입하고 있지만 최대한 국산화율을
높여가기로 했다(한겨레21(2012). (8월 10일)). 상기 철강회사들에서 철 스크
랩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중동국가 폐차처리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요르단의 경우 남부 아카만 및 시리아 접경 북부지역에 국가 주도로 산
업공단을 조성해 비교적 싼값26)으로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국인
고용 제한이 없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
폐차사업의 전략적 진출지역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응전략을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25) 재제조업은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재사용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재제조의 의미가 크다. 상세한 사항은 목학수 외
(2008) 논문 참고.
26) 요르단 투자청 자료에 의하면 King Hussein Development Area의 경우 40% 저렴하다
(KOIC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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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한국 자동차산업의 중동 협력 방안

구분

국가

진출 현황

한국 진출 확대 방안

이란

∙ 1992 기아 프라이드 생산설비 이전
∙ 천연가스 차 기술 및 부품 제공
∙ Pride가 최다판매 모델- 현대차 수
∙ 이란 현지화 모델 개발 협력
입 1위

터키

∙ 현대 합작사의 터키 고유모델 개발
∙ 현대차 합작사에서 2005년부터 현
협력 및 주도
대 소형차 모델 생산
∙ 부품산업 합작

이집트

∙ 현대-터키 합작사
∙ 현대, 기아차 현지 생산
CKD 생산 협력 강화
∙ 현대모비스: 알렉산드리아 물류센
∙ 향후 북아프리카 생산허브 적극
터 설립
활용

Group 3

사우디

∙ 한국 부품산업 진출(보수용 부품)CKD 생산 참여 및 확대
∙ 현지합작 생산 적극 참여
∙ 한국 폐기모델 이전 생산
(예)이란의 기아 ‘프라이드’ 모델

Group
4A

시리아, 이라크,

Group 1

Group 2

Group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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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차 수출

∙ 한국 차 수출 우위
∙ CKD 생산
∙ 중고차 수출(시리아, 이라크는 요르 ∙ SUV 또는 트럭 단종 모델 현지 이
단 경유 간접 수출)
전 생산 고유모델화 장기적 지원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UAE,
∙ 한국 신차, 중고차 수출 수위
오만, 쿠웨이트,
∙ 보수용 부품 수출 증대
리비아,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예멘

∙ 높은 한국중고차 점유율 활용
보수용 부품 사업 진출
∙ 폐차 재처리 사업
∙ 재제조업으로 재사용 부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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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국, 인도와 같이 인구는 많으나 자동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가 이른바 자동차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하면서 현재 세
계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자동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
국가는 향후 경제발전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동은 2010년과 2011년 한국산 자동차 신차의 2, 3대 수출지역이며 한
국 중고차의 최대 시장이다. GAFTA 협정과 GCC, Levant 국가 간 무역협
정에 따라 중동국가는 개별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 지역으로도 이해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중동국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국가를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여부와 자동차시장 규
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4개 그룹별로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을 살
펴본 후 그룹별, 주요 국가별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중동국가의 발전전략에 맞추어 자국모델 개발 참여, 합작 및 라이
선스를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부품산업 진출, 그리고 폐차처리 및 재제조업
투자를 통해 중동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16개 중동국가 중 자동차 수요가 적은 국가의 경우 자동차 전문통계자
료27)에서도 별도로 국가별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기타’로 처리하여 자료
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문에서 중동국가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27) Global Insight, LMC Automotive(formerly J. D Power Automotive Forecast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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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그룹 IV에서는 해당 국가 중 대표적으로
요르단만 살펴보아 대표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별 심층연구를 통하여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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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과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배 경 화(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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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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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위
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8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금융시장 안정화 및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신
속하고 과감하게 확장된 금융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
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초 벤처 거품 붕괴와 벤처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그 기반이 붕괴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금융지원은 ‘금융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로 인한 시장개입
논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지원되는 정책금융
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
해오고 있다.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
태의 기술금융정책이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식과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하기 쉬운 환경, 창업 후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실패 후 제기하기 쉬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1)
국내 경제기조가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정
책금융 주체들은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기
존 저금리의 정책금융으로 생존이 연장된 중소벤처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

1) 2010년 동아일보 기업가정신센터의 조사에서는 국내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
확보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창기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기자본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엔젤투자자 또는 은행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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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더 많은 운전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은행 등 민
간금융기관들은 건전성을 중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대출의 양적 확대보다
는 질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2) 또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양
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지원 방식과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정책
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비중이 높
아짐에 따라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더욱이 정부정책
에 의해 지원되는 기술금융과 별개로 민간의 기술금융 지원은 바젤Ⅱ협약
이나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시행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중소벤처기업 대출
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기술정책금융의 한계와 민간기
술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과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민간기술금융의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서도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이자 재
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슬람금융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은 아직 이슬람교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직접 적용하
기 어려워 활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이슬람금융 규모의 계속적
인 확대가 예상되고 동 지역의 풍부한 투자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2)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차등하여 적립하는 바젤Ⅱ의 시행으
로 2011년 실제로 대기업 및 우량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심화되
었다. 상대적으로 비우량 중소벤처기업은 은행들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금융 여건이 악화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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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도 이슬람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원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의 준회원으로 공동 가입하였다. 2009년
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IFSB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 세미나
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 제도적 도입 문제 및 해결 방안,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한국 금융시장의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슬람금융의 국내 도입은 막대한 오일자금을 유치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00년대 들어 IFSB, IIFM, AAOIFI, IIRA
등 이슬람금융 관련 제반 기구들이 설립 및 운영되면서 이슬람금융 상품
개발, 금융 서비스 표준 제정 등 금융 관련 제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금융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수쿡(Sukuk) 등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이슬람금융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의해 실물자산을 매개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전통금융보다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우
월하다. 또한 투기 목적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물, 옵션 등 파생금
융상품의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이슬람금융의 특성
때문에 2008년 9월 미국의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이
슬람금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금융거래상의 구조적 안정성이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3)

3) 손승호(2011),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방안｣, 뺷수은해외경제뺸, 한국수출입은행,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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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정책금융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되는 기술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슬람금융 재원 조달을 통해 국내 중
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체계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문헌과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나 선진 국가에서
거대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이슬람 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
다. 둘째,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회나 국내 금융기관 중 이슬람금융 도입을 검토한 전문가 등
을 통해 자문을 받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
지원 실태와 이슬람금융 재원 조달을 통한 기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금융 재원으로 이슬
람금융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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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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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슬람금융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정책의 의미와
실태 분석

1. 이슬람금융의 의미 및 특징
가. 이슬람금융의 의미
일반적으로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교리 샤리아(Shariah)에 근거하여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즉, 이자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
기관과 자금이용자 간의 거래는 유 ․ 무형자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자금
이용의 대가로 자산에 의한 수익, 자산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처럼 이슬람금융은 이슬람권에서 생성되고 발전한 금융제도이나, 최근에는
비 이슬람권에서도 활성화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다만 [그림 2-1]과 같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중개의
각 단계가 이슬람 교리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샤리아 위원회
(Shariah Board)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샤리아에서는 이자
수수 이외에도 반도덕적 및 투기적 행위에 대한 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샤리아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인
정하지 않으며 금전 자체는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화폐의 자기증식
을 의미하는 리바(Riba)4)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우디아라비아 파하드국왕 꾸란출판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H1422, p. 94. 한국
어판 성 꾸란 2장 275절(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하셨으되 고리대금은 금지)에서는 ‘고리대
금’으로 번역되었으나 해당 주해에는 “리바는 증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 부과되는 이자 행위도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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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슬람금융의 개요도

실제로 샤리아 위원회를 통해 반도덕적 및 투기적 행위에 대한 자금 제
공 금지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슬람금융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
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샤리아가
이자를 금지하고 손익분담제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단순한
대출자로서가 아니라 사업파트너로서 채무의 상환 가능성외에 순이익, 사
업의 건실성, 사업자의 경영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을 제공하
였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5)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나 영국, 일본 등의 국가
에서는 이슬람금융에서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국부펀드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민간금융기관
을 중심으로 이슬람국가의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영국 및 싱가포르는 비이슬람 국가 중
이슬람금융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 차원의 발전전략을

며 불법적 거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5) 한국은행(2011), ｢이슬람금융의 최근 동향 및 전망｣.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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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민간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림 2-2. 이슬람 금융자산 추이 및 국가별 비중

자료: IFSL Islamic Finance Report(2009).

이 같은 이슬람금융은 금융상품 영역으로 산업 30%, 금융 21%, 부동산
18%, 교통 10%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
하고 있으며, 보통 최소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기업대출인 경우 200만 달러도 가능하다. 보통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에 있
어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6~8주 정도가 소요되며, 스폰서가 사업계획
서 및 자금지원 요청서를 작성한다.6)
이슬람금융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금융의 가장
6) 금융위원회(2009), ｢이슬람금융세미나｣,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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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징은 금융 거래 시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슬람법에서
는 금전의 자기증식을 의미하는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금융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실물 자
산의 매매 또는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나 사업 투자를 통한 손익배분 방
식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둘째, 금융 거래 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에
서는 원금 상환이나 사전 확정 수익의 보장이 없으며, 자금제공자는 사업
자의 파트너로서 사업 수익을 배분받는다. 손실 발생 시 금전적 손실은 모
두 자금 제공자의 책임이며, 사업자는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이다. 셋째,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 및 투기는 금지되어 있다. 계약사
항이 불명확할 경우 지배적 거래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투기 목적
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우발채무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지막으
로, 비도덕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비도덕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와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비
도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도박, 술, 돼지, 고기, 무기, 영화, 담배 등
이며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7)
나. 이슬람금융의 형태
샤리아의 원칙하에 운용되는 이슬람금융은 상품거래나 투자라는 형태를
채택하여 이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도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러한 이슬람금융의 거래 형태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7) 김종원(2010), 뺷이슬람금융의 힘뺸, 21세기북스,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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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슬람금융에서 사용되는 ‘수쿡(Sukuk)’이란 아라비아 언어 ‘Sakk’에
서 유래한 것으로 ‘이자 금지’라는 이슬람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제로는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이슬람채권이
다. 이 수쿡은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이슬람금융 계약을 기초로 유통 가
능한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다. 수쿡을 매입한 투자자
에게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수쿡은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뿐
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만을 갖는 전통
적 채권과 차이가 있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를 준수하는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 이슬람자
본시장(Islamic Capital Market), 이슬람보험(Takaful)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
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슬람금융 취급기
관으로 인가 받은 이슬람은행이나 이슬람보험사의 현지 설립 또는 샤리아
적격 판정을 받은 이슬람채권(Sukuk)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슬람
은행은 일반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 또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
달하고 이자 수수 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운용수단에 투자하여 그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이슬람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실물자산 매매
방식을 취하는 무라바하(Murabaha)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신탁금융인 무다라바(Mudaraba), 출자 형식인 무샤라카(Musharakah), 리
스 형식의 이자라(Ijarah)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상품 중 일반
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슬람채권(Sukuk)은 샤리아 적합자산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2,000년까지만 해도 거의 발행되지 않았으나,
이슬람펀드의 성장과 중동 건설프로젝트 급증과 함께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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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8)
표 2-1. 이슬람금융의 기본 형태 및 방식

명칭

주요 내용

비고

무라바하
(Murabahah)

금융회사가 상품판매자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동 자금과 수 소비자
수료를 구매자로부터 할부로 회수
금융

이스티스나
(Istisna)

금융회사가 생산자에게 자금을 미리 제공하고 생산 완료 후 이를 생산자
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
금융

이자라
(Ijarah)

금융회사가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는 사
용권을 이전하고 사용료 수취를 통해 자금을 회수

리스
금융

무다라바
(Mudharabah)

금융회사가 사업자에게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배
분을 통해 자금을 회수

투자
신탁

무샤라카
(Musyarakah)

금융회사가 거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에 공동출자 및 경영에
참여하여 출자 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을 통해 자금을 회수

공동
출자

그림 2-3. 이슬람금융의 지원 방식에 따른 지원체계도

8) 이지언(2010), ｢이슬람금융 활성화 방안｣, 뺷주간브리프뺸, 금융연구원, p. 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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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실태 분석
가.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의미 및 실태 분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
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총칭한다. 즉, 무형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금
융 관행에서 미래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 평가를 통해 기술개
발 및 사업화 혹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 규모(2010년 말 기준)

자료: 김광희(2011),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뺷과학기술정책뺸 제21권 3호,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p. 51.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은 기술 평가에 의한 융자 방식인 정책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정책자금), 보증 방식인 기술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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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보의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 벤처캐피탈의 투자, 한국벤처투자(모
태펀드)의 출자,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방식의 출연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9)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중소 ․ 벤
처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일반 중소제조업에서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과 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융자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10) 중소기업청의 2012년 자료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연평
균 3.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예산이 정부재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11)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미래 유망 분
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R&D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융자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금이 41개 사업 5조
3,000억 원(52.5%), 기술이 39개 사업 1조 7,000억 원(16.9%), 인력이 24개
사업 6,372억 원(6.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 [표 2-2]를 보면, 최근 5년
간 중소기업지원 분야 중 금융지원 분야에 무려 2조 9,485억 원의 정부예산
이 지원되어오고 있다. 특히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총괄
9) 배경화(201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화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운영방안｣, 뺷ISSUE PAPER뺸,
2011-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 6.
10) 조영철(2006),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뺷2006세입･세출
결산 분석뺸, 국회예산정책처.
11)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작업반(2012)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
획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 p. 28. (6월 12일)
12) 상게서,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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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분야별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부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52,532

119,302

59,721

59,762

61,547

4.0%

금융지원

31,934

84,256

31,267

28,815

29,485

△2.0%

기술지원

5,805

8,037

7,426

9,168

10,054

14.7%

무역및투자지원

730

890

812

842

911

5.7%

산업진흥고도화

12,592

24,682

18,773

19,264

19,065

10.9%

중소기업일반

1,471

1,436

1,444

1,673

2,033

8.4%

자료: 중소기업청(2012).
표 2-3. 중소벤처기업 재정 지원 현황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2011

정부재정(조 원)ⓐ

224.1

237.1

262.8

301.8

292.8

6.9%

309.1

중기청 소관(억 원)ⓑ

54.865

54.846

55.556

119.305

61.714

2.9%

59.762

비중(ⓑ/ⓐ)

24.5

23.1

21.1

39.5

21.1

-

19.3

주: 1) 연평균증가율은 2006~10년.
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증대(추경예산) 포함.
자료: 중소기업청(2012).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재정자금 소관예산이 59억 7,62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이라 한다)
에 의해 지원되는 융자 방식의 기술정책금융이 대표적인 금융지원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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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지원 금융 중 기술정책금융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진기금 내 창업초
기기업 지원자금과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우
선 창업초기 기업 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조
달에 어려움을 겪는 설립 5년 미만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
로써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이다. 창업
기업의 증가 추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강조 등으로 인하
여 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조 4,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다음으로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은 중소벤처기
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2000년 3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6,093개사에
1조 2,698억 원을 지원하였다.13)
표 2-4. 중진기금 중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부문 추이(창업초기, 개발기술)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창업초기기업지원

561,00

620,000 740,000 1,150,000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84,906

99,973

120,000

2009년

288,000

(단위: 백만 원)

2010년

2011년

1,180,000

1,400,000

158,000

257,999

주: 1) 2006~08년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 2009년에는 창업활성화자금으로 명칭 변경
2) 2009년도 금액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을 합한 금액,
2007~08년에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06년에는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13) 이기영 외(2012), 뺷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적정규모 분석을 위한 펀딩 갭 연구뺸, 중소기업진
흥공단,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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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15) 첫
째, 재원 조성 및 운영체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중에서 중소기
업청이 관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진기금’은 ｢중소
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그 설치 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중소기
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 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되어 있다. 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영체계를 보면, 중소기업청 소관의 기금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및 운영주체를 별도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중진기금은 국가재정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산운용지침
(IPS), 자산운용 관련 세부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법 ․ 규정 체계를 준용하고 있
다. 이 중진기금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기획
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성과 및 기금 운영주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진기금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주요 재원을 조달하고, 정
부로부터는 이차보전(차입금리-정책융자금리)의 재정 출연을 받아 기금을 조
성하고 있다.16)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조 4,235억 원의 중진기금
14)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에 이슬람 금융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슬람채권의 유가
증권 포함 여부 문제, 이중과세, 자본소득세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자본 도입의 애로사
항은 크지 않다. 다만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이 보조금 ․ 융자 ․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고 일정한 이자를 받고 있으며 지원 후에 채권자로서의 상환보장 등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5) 정부가 도입하려는 채무증권형 금융투자회사가 주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
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상법상 사채로
간주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채무증권’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법무부는 채무증권형 이슬람
채권이 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새로운 유형의 채무증권’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법 개정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
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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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으로서 중진기금 조성 및 운용

항목

금액

비중(%)

∙출연금 및 운영수익

15,381

9.4

∙ 출연금

22,848

13.9

∙ 운영수익 등

△7,467

△4.5

∙차입금

148,854

90.6

967

0.6

147,402

89.7

465

0.3

164,235

100.0

∙ 공자기금차입금
∙ 채권발행
∙ 외화차입금
누계

(단위: 억 원)

비고

일반회계출연: 20,736
공공기관출연: 1,771
민간출연 : 341

외화차입금(IBRD) 465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뺷2011년도 기금운용실적뺸, p. 8. (2월 29일)
표 2-6. 중진기금의 지출 유형

항목

금액(억 원)

비중(%)

중소기업 대출금

145,829

88.8

조합출자, 채권, 출자회사 주식 등

14,515

8.8

사업 및 업무용자산

2,426

1.5

보유예금

1,465

0.9

누계

164,235

100.0

비고

사업용 108/업무용 2,318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뺷2011년도 기금운용실적뺸, p. 8. (2월 29일)

중 채권 발행 금액이 89.7%인 14조 7,402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8%인
14조 5,829억 원이 중소기업 대출금으로 지원되었다.

자금과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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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기금은 대표적인 사업성 기금으로서 주요 지출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집행과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구성된다. 중
진기금의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은 대부분 금융시장에서의 중소기업진흥채
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어, 중진기금이 운용하는 보유자금은 중진기
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재원을 사업 집행이나 차입금 상환 시까지 단
기간 일시 보유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이후 사업 집행
시까지 보유자금을 단기 예치하는 동안 채권 발행 금리와 단기예치 금리
간의 차이에 따라 역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표 2-7. 연도별 채권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발행
구 분 ’94~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

-

-

-

70,650

사모

28,500 7,300 6,000 4,600 5,450 5,800 6,000 7,000

공모

23,380 4,660 6,700 22,100 17,300 24,000 22,629 17,200 24,980 54,400 23,900 25,400 266,649

비실명 10,000
계

-

-

-

-

-

-

-

-

-

-

-

10,000

61,880 11,960 12,700 26,700 22,750 29,800 28,629 24,200 24,980 54,400 23,900 25,400 347,299

주: 해외채권 발행(2006): 4억 달러, 5.75%(원화 3,829억 원, 5.00%, 957.25원/달러 고정).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내부자료.

중소기업진흥법 제65조(채권의 발행)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은
적립된 기금(자본총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 지원 시 리스크를 상당 부문 부담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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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진채 연도별 채권 발행 금리

(단위: 억 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사모채 11.44 12.15 10.67 10.43 13.20 8.65 8.55 6.52 6.45 4.90 4.51 3.97 5.16 5.11 공모채 - 11.70 12.12 12.61 11.16 9.41 8.19 6.51 5.50 4.83 4.20 4.64 5.03 5.77 6.48 5.09 4.41 4.13
비실명 - 5.8 평 균 11.44 11.99 11.38 11.60 9.36 9.01 8.35 6.52 5.95 4.86 4.27 4.51 5.06 5.58 6.48 5.09 4.41 4.13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내부자료.

둘째, 지원 방식 측면에서 중진기금은 기존의 기술정책금융과는 달리 중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신청 ․ 접수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
출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건강진단 지원에
의한 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지원 방식은 경
영 및 기술전문가의 중소벤처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 진
단한 후 개선 방안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그 치
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중소벤처기업 중에서 기술금융 지원이 필
요한 중소기업을 사전 진단하고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자금
이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에 의한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수수한 기술력과 창업 의지만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을
사업화하려 하기 때문에 중진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술정책금융에서 차
별화된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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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기금 지원 방식(건강진단 지원사업)

셋째,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정책금융의 취
지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 대상 기준을 볼 필요가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
은 특성상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평
가 방식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진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
소기업으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기업을 지원하
고 있다. 최근에는 비재무 중심의 평가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등급 기
준의 비교 평가만으로 적정성 여부 판단이 곤란한 상황이다. 중진기금은
2004년 기업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평가업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9]를 보면,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100% 기술 및 사업성만을 평
가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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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진기금의 기업별 재무 및 비재무 평가 비중

구분

기술 ․ 사업성 비중

재무비중

업력 3년 미만 기업

100

-

소자산기업(자산10억 미만)
업력 3년 이상 5년 미만 기업

90

10

업력 5년 이상 일반기업

80

2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내부자료.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 ․ 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 신용위험 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하여 기업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그림 2-6],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신용위험평가모형을 통해 모든 대출기업에 대
해 예상부도율 산출, 주기적인 등급 재산출 등 사전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
화하였다.
그림 2-6. 중진기금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평가등급 산정체계

기술사업성 등급
(J등급, 13등급)
Judgement

+

신용위험등급
(CR등급, 13등급)
Credit Risk

⇒

기업평가등급
(SA~SE등급, 13등급)
SBC Technology & Business Value

주: 업력 3년 미만의 경우 기술 ․ 사업성 등급만으로 기업평가 등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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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소기업청 취급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지원 대상 평가 방식

넷째, 금리 및 이자 결정 방식에서 중진기금은 매 분기별 공자기금 대출
금리(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사업별 기준금리와 업체의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 운영하고 있다.
다.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정책의 문제점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기술정책금융은 이슬람금융에서 금
융을 통한 증식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의 운영
형태이다. 통상적인 일반 금융의 형태로서 흔히들 시장금융론자들이 비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시장금융에 혼란이 오
고 기업의 자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실패 영역과 시장선도 영역
인 창업, 벤처,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책금융은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비대칭성에 따
라 민간에서 적정 필요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 보정 목적으로 조성된 정책금융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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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민간금융시스템을 교란하고 정책효율성을 저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정책금융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민간 은행을 이용할 정도
의 신용도를 지닌 기업들이 정책금융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강화한다는 것
이다. 즉 정책금융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으면 정책금융 수혜기업과 일반
기업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책금
융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정책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17)
둘째, 보증은 고성장 경제시기에 상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
업에 정부가 신용을 보완하여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중소벤
처기업 경기를 조절하는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증은 추가적
인 신용 창출이 성장의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저성장기로 진입한 현 시점에는 보증으로 실현된 유동성 공급
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체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
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은 은행을 통한 대출에 자금 조달을 의존하고 있다.
은행은 물론 정책금융 역시 대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으로 95.8%에 달하고 있다. OECD 평균 88%보다 훨씬 높아 이는 OECD회
원국 중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의 대출의존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18)
즉, 대출에 지나치게 편중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와 대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17)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작업반(2012), 전게서, p. 37. (6월 12일)
18) 기은경제연구소(2012),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과제｣,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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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이 은행보다는 기술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것은
낮은 대출 금리와 신용도가 낮더라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중 중기 대출금리와 중진기금 대출금리의
차이가 무려 2.43%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융자금융은 오히려 지원의 수혜
자인 비우량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 지연 효과와
함께 정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10. 과거 대출금리 비교(정책금융 vs. 시중은행)

(단위: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4

시중 중기대출금리(a)

5.97

5.76

6.20

6.72

7.31

5.65

5.68

6.00

5.97

중진기금 대출금리(b)

4.90

4.40

4.40

4.75

5.35

4.17

4.06

3.82

3.54

금리차(b-a)

1.07

1.36

1.80

1.97

1.96

1.48

1.62

2.18

2.43

주: 중진기금 대출금리는 분기별 공자 금리에서 사업별 가산금리(±)를 가감한 평균값(2008년
부터).
자료: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중소기업 대출금리 연평균 기준)(2012).

넷째, 중소벤처기업의 전체 대출 중 80%가 담보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이 44.7%, 신용보증서 대출이 25.3% 등 담보대출이 전
체의 8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예적금 담보가 5.9%, 지급보증서가
3.9%의 순이다. 반면 연대보증과 순수 신용으로 일어난 신용대출은 20.1%
로 2009년의 18.4%보다는 증가했지만 담보대출 대비 비중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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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중소벤처기업의 담보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부동산
담보

신용
보증서

예적금
담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보
증

2010년(a)

44.7

25.3

5.9

3.8

16.3

3.9

2009년(b)

40.1

32.0

6.0

2.5

15.9

3.4

증감(a-b, %p)

4.6

△6.7

△0.1

1.3

0.4

0.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2).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직접대출에서 담보
부대출을 늘리다보면, 은행은 신용평가 기회와 능력을 상실하고 궁극적으
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에서 담보부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시장실패 및
시장선도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영역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도 대출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로 인한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한계 노출과 함께 담보 없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애로
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19)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지원기관의 지원 대상은 공통적으로 ‘신용등급 B등
급’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 규모별로 지원기관의 기능이 차별화되어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견기업은 정책금융공사, 대기업은
산업은행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시행 기능을 돕기 위해 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증기관은
기업 특성 및 지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19) 2012년 6월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제 대출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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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으로 삼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정적
주체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탄력적인
정책금융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Ⅲ.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실태 및 시사점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부문은 2007년 GDP의 10.7%를 점하고 있으
며, 2001년부터 연평균 7%대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금융 자산은 연간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금융 산업에서의 비중도 2000년 말 6.9%에서 2009년 말 17.2%로 확대되었
다.20)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서비스는 1969년 순례자금위원회(Pilgrim
Fund Board)가 메카 성지순회를 계획하는 이슬람교 신자의 저축예금을 유
통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1983년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이슬람 은행
인 말레이시아이슬람은행(BIMB: The Bank Islam Malaysia Bhd)이 설립되
었으며, 1년 후에는 이슬람보험인 타카폴을 다루는 샤리켓타카폴말레이시
아(STMB: Syarikat Takaful Malaysia Bhd)가 세워졌다.
말레이시아는 1983년 시행된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에서 인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한-말레이시아 금융협력 방
안｣, 뺷산업이슈분석뺸 2010-4.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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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이슬람 은행에서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을 마련했고,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금융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시
장 규모는 6,417억 링킷21)으로 전체 시장의 약 4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슬람계 증권과 수쿡 비중은 각각 75.6%와 24.4%를 차지하고 있다.22) 말
레이시아는 종교적,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1980년
대부터 이슬람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이슬람금융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샤리아에 맞는 다양한 이슬람 금융상품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구적 금융기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제기와 더불
어 그 보완 및 더 나아가 대안으로서 이슬람금융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자본시장육성계획(CMMP)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특혜(인지세, 소득세)를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이슬람금융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채권의 발행이 일반 채권의 발행에 비해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으로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수쿡의 이윤에 대한
소비세 면제와 소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의 주요 특징은 은행과 타카풀, 수쿡, 증권시장 등이 모두 갖추어
져 종합 금융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관련 법이 뒷받
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 8월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이슬람금융 육성책을 전개하고 있
21) 말레이사아의 화폐단위로써 MYR로 표시한다. 1,000억 링킷은 약 300억 달러 규모이다.
22) 이진면 외(2009),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 보험연구원,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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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중인 이슬람 은행 중 대표적인 은행은 쿠웨이트
금융원(KFH)과 메이은행(MayBank), CIMB투자은행이 있다. 또한, 말레이
시아의 수쿡 시장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마스터플랜에서 수쿡 시장 장려
의지를 천명한 것 외에도,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구상에서는 수쿡 발
행 비용의 공제,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세 감면, 이슬람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소득세 면세 등 각종 장려책이 시행되고 있
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일반 채권과 거의 동일하여 거액자금 조달 수요가
높다는 장점과 링깃화 이외 통화 발행 수쿡에 대해 원천과세 의무를 면제
한 조치 역시 수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이슬람 금융상품의 개발에 있어
도 선도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슬람금융의 헤지 장치 부족이라는 지적에
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관계자가 샤리아에 부합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제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정책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은행과 보험이 이슬람법에 위배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들 기관의 선진 금융기법을 이슬람은행과 보험
의 운영에 도입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현대적 이슬람금융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의 발전은 기존의 일반 금융시스템을
부정하는 차원이 아닌 보완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반 은행을 이슬람은행으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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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 금융제도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보다 높은 수익률이 주어지
는 경우 종교적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다
수의 말레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수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레
이시아의 이슬람금융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이슬람의 관점에서 서구적 금융기법을 응용하
고자 하는 이슬람적 현대화 전략이 있다고 할 수 있다.23) 실제로 말레이시
아 정부는 이슬람금융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우선 1983년 제정된 이슬람은행법
에 따라 국제 이슬람은행(IB: International Islamic Banking) 면허를 발급받
은 법인들은 2016년까지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둘째, 국제
타카폴 업무회사(ITO: International Takaful Operator) 면허를 발급받은 법인
들은 국제 이슬람은행에 준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슬
람 펀드 운용사(IFMC: Islamic Fund Management Companies)에 대한 샤리
아 펀드 자금 전액의 해외투자 허용, 외국인 및 말레이시아인 투자자 대상
운용수수료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조치 등을 시행중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이슬람은행(IIB), 국제 타카폴 업무회사(ITO), 이슬람 펀드 운용사
(IFMC)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이슬람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3) 나희량(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뺷2011 전략
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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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고유가의 영향으로 활기를 띤 런던금융시장은 자국 은행을
포함해 이슬람식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24) 영국은 정부와 재계가 협력
하여 비이슬람권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 및 발전시킴
으로써 서구권에서 이슬람금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영국은 이
미 국제금융 센터라는 선진 인프라와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무슬림
의 잠재적 수요를 기존 배경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세제와 규제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 정책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 영국 중앙은
행에서는 이슬람금융 워킹 파티(IFWP)를 설치하였다. IFWP에서는 중앙은
행, FSA, 영국 무슬림평의회, 이슬람은행 및 보험연구소 등으로부터 전문
가를 초빙하여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미 영국에는 이슬람 전업은
행이 5개나 설립되어 영업 중이며 수쿡, ETF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
융상품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하였다. 특히 영국은 이슬람금융에 필
요한 전문적 자문, 법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조직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25)
한편 이슬람금융 관련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 규제체계 내에 수
용하였다. 즉, 이슬람금융도 기존 금융의 한 분야로서 인정하며 이슬람 금
융에 대한 규제상 불이익을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세제상 불이익 제거를
24) 요시다 에츠아키저, 이지원 역(2008), 뺷이슬람금융이 뜬다뺸, 예지, p. 126. 1981년 씨티은행
이 이슬람식 자금거래를 시작하였다. 현재 영국의 이슬람 전담 은행은 영국이슬람은행(IBB:
Islamic Bank of Britanian), 유럽이슬람투자은행(EIIB: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및 런던중동은행(BLME: Bank of London and Middle East)이다. 영국이슬람은행은 2004년
개업하여 개인이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을 하고 유럽이슬람투자은행은 2006년
인가받아 도매 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수쿡 관련 투자 업무를 본다.
런던중동은행은 2007년 7월 영업을 개시하여 도매금융만을 전담하고 있다.
25) 최원근(2010), ｢이슬람금융 현황 및 활용방향｣, 뺷하나 금융정보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
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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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슬람금융 주택금융에 대해 인지세의 이중과세 면제 등을 실시하였
다. 이슬람 전업은행 5개 중 하나는 소매금융 전문이고, 네 개는 도매금융
전문이다. 그리고 이슬람 창구를 둔 일반 은행은 17개로 HSBC 등이 소매
금융 부문, Barclays Capital, Standard Chartered 등이 도매금융 부문에서 이
슬람금융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중동계 은행 등에도 이슬람금융 창구를 설
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이슬람금융을 뒤늦게 도입하였으나, 최
근 이슬람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다. 은행 부문의 경우 2001년
말레이시아의 Maybank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은행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5
월에는 싱가포르 최대의 상업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상가포르
최초의 이슬람은행인 IBA(Islamic Bank of Asia)를 설립하였다. 보험 부문
에서는 1995년 9월 HSBC가 이슬람보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성장세를 지
속하고 있다. 증권 부문에서도 2006년 2월에 아시아 최초의 이슬람주가지
수인 FTSE SGX Asia Shariah 100 Index를 발표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통화감독청(MAS)이 비이슬람국가로서는 최초로 자국 화폐 표시 이슬람 국
채를 발행하였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처럼 일반 금융보다 이슬람금융을 우대하기보다
는 일반 금융과 이슬람금융이 제도상 차이가 없도록 금융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이슬람금융이 제공되지 못하는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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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완전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금융과 차별 없는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
는 점은 영국의 이슬람금융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슬
람금융 관련 거래와 일반 금융상 거래에 세제상 차이가 없는 중립화 정책
을 도입하였다. 2005년 2월에 이슬람금융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인지세의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간주하여
일반 채권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2006년에는 이슬람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가 일반 채권 발행 시보다 초과되
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특별법이 없다. 무라바하 거래
도 기존의 은행법을 수정하는 형태로 합리화하였으며, 이슬람은행의 인가
도 기존의 틀에서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슬람금융은 투자은행업
무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한 도매금융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법 ․ 제도
정비 방식에 있어 말레이시아, 영국, 싱가포르 등이 상이하다. 말레이시아
는 이슬람금융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기존
법규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상품 및 기법을 단계적으로 기존 법규
에 삽입하였다. 세제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거래와 형평
성을 유지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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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자 활용 방안
1. 이슬람금융 도입 시 전제조건
가. 서구식 기술정책금융의 리스크 부담 기능 제고26)
리스크 부담 기능이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다수
의 법칙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지원기관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고 유동성이 낮
은 본원적 증권을 흑자주체가 희망하는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간접
증권으로 교환하고 있다. 다만, 현실의 이슬람 은행에서는 무라바하 또는
바이 이스티스나(bay al-istisan)27)와 같은 비교적 운용 기간이 짧고 상대적
으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은 계약 형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무다
라바와 무샤라카와 같이 비교적 회수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은 작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이 국내 정책금
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 리스크 부담 기능을 보다 더 회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장건(2011), ｢이슬람은행의 금융 이론적 특징에 대한 연구: 자금운용시스템을 중심으로｣, 뺷한
국이슬람학회논총뺸, 제21-3집, 한국이슬람학회, pp. 108-110.
27) 소정의 날짜에 일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당 계약에서는 요금이
미리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 할부 변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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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동화를 통한 신용 창조 기능 제고
신용 창조 기능이란 예금이라는 간접증권을 최종적 대부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수신업무에 의해 설정된 예금 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행의 경우 유동성이 상당히 낮고 개별성이 강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 이상으로 예금유출입의 불확실
성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금 인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준비금으로 유
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은행 제도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국의 유동성의 마지막 장치인 중앙은행의 대출이 금리를 수반할
경우 이슬람은행은 이와 같은 기능의 행사를 이슬람법적으로 볼 때 부적격하
다고 간주하고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
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서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할 경우 투자수익이 감소
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은행이 수행하는 신용 창조 기능도 제약을 받게 된다.
다. 이슬람금융 전문가 육성과 도입 시 사전적 조치 필요
이슬람금융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 지식을 갖춘 샤리아 학자가 다수
필요한 실정이다. 보통 3~5명의 샤리아 학자로 구성되는 샤리아위원회는
상품 개발에서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율법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를 자
문,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는 아직 이슬람의 샤리아 학자뿐만 아니
라 이슬람금융 전문가 등이 상당수 부족한 실정이다.28) 특히 이슬람금융을

28) 심의섭(2009), ｢이슬람 금융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뺷힌국중동학회논총뺸, 제29-3호, 한국
중동학회,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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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정책금융에 적용하여 활용 시에는 기존 기술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역할 확대와 정책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입 시에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중
심으로 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ask-Force Team)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은 일본과 영미식의 금융정책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의 이자 지급
금지 및 실물자산을 활용한 운영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샤리아라는 독
특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 금융시장의 구조적 실패에 대한 보완
지금까지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의 존재 여부와 정
도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
금융은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 측면보다는 시장금
융과 중소벤처기업 금융 간의 간극을 보완하고 완화시켜주는 차원의 상대
적 의미에서 존립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에
서 시장실패 영역은 주로 상업적 논리의 은행 영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
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시장 검증이 용
이하지 않은 대상 기업군에 대한 자금 공급,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증대
할 수밖에 없는 장기 금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기술정책금융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면 기술정책금융의 기능은 실효성 문
제로 인해 타당성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
융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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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슬람금융을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에 도입하여 활용 시 시장기능의 개선
여지 확대를 위해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영역 검토가 필요하다.
마. 기술금융으로서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한 존립 제고
지금까지 우리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시장실패 영역을 보
완한다는 기술정책금융의 존립 목적을 제고함에 있어서, 차별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의 지
원이 필요한 기업은 대부분 시장금융의 기준에서 보면 리스크가 높은 대상
인 반면에 이들에 대한 지원금리가 시장금융에 비해 우대적일 경우, 은행
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술정책금융에
수요가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의 수혜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바. 수익 배당에 대한 회계상 ․ 운영상 사전 준비 필요
수쿡은 이자가 아닌 배당 형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회계법상 이자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배당은 자본비
용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의
재원 조달을 위해 이슬람금융을 유치하려면 실물자산을 동반해야 하는 특
성상 야기되는 금융기관의 실물자산 보유 여부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 동
일한 성격의 일반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관
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국가들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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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감독 당국의 회계기준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 각종 규제와 샤리아
와 같은 이슬람금융의 윤리기준 및 감독시스템 등에 관해 보다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 이미 이슬람금융기환회계감사기구(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에서 이슬람 금융기
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거래의
원칙이 되는 샤리아의 표준을 정의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구에는 회원 수는 45개국에 200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운
영되고 있다.

2. 정책적 활용 방안
이슬람금융 도입을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재원 확보
우리나라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의 재원 조달이 크게 채권 발행을 통
한 중진기금 지원 방식과 정부의 순수한 재정에서 지출되는 방식이 대표적
이다. 그러나 둘 다 정부 재정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
처기업 기술정책금융은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 사업화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어 지원 후에 손실 부문이 발생하고 있다.
중진기금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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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SOC프로젝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부
펀드 형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운
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융자, 출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금융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의 기본적 구조 등을 공공기금에 도입하
여 운영한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중동 산유국에서는 국내개발투자와 해외투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
하고 있다. 국내개발 투자는 다시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으로 나뉘며, 해외투
자는 이슬람금융과 국부펀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내 중앙은행 역시 이슬
람 은행과 국부펀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국내 채권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규제자 역할을 한다. 이슬람금융이 기본적으로 손익분담원칙(risk-sharing)
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운용은 샤리아의 기준에 맞추어 접근하여야 한다. 투자의
목적이나 사용처가 이슬람의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 이슬람금융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경
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해 1970년
대 초반부터 이슬람금융의 국내기반 확충, 국제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
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지역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
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부펀드는 해외
투자를 위해 해당 지역 이슬람국가와의 관계 강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나, 채권 형태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술 개발과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부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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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정책금융 재원으로서 이슬람금
융 도입 시 미국 및 유럽 위주의 차입선이 다변화되고 위험이 분산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차입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재원으로서 이슬람채권인 수쿡의 도입
이슬람채권인 수쿡은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요긴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국내에서 수쿡 발행을
할 수가 없었다.29) 이슬람채권으로서 수쿡은 반드시 자산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 자산은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이슬람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야 한다. 수쿡은 기본적으로 자산에 기초한
증권이다. 수쿡은 자산의 운용 또는 자산을 기초로 하는 공동사업 운용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수익에 기반하여 발행한다는 점에서 자산담보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zation)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30) 우리 정부는 이
채권을 기술정책금융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 채권
의 여러 유형 중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용하기 좋은 구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자라와 무라바하 구조를 이용한 수쿡이자라와
수쿡무라바하를 들 수 있다.31) 실제로 이미 영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29) 정부는 2009년 9월 세제개편안으로 이슬람채권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겠다는 시안을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테러자금 유입 혹은 ‘내국법인이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문구가 이슬람종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30) 최재선(2011), ｢이슬람채권의 도입과 세무상 처리에 관한 연구 -수쿡무라바하 이윤을 중심
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7.
31) 상게 논문,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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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슬람채권 수쿡을 발행하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세계 수쿡 발
행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 많지 않으므로 이슬람
금융상품 전업 이슬람은행 또는 이슬람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채권의 형
태로 수쿡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슬람금융 창구
가 없으므로 시범적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
하는 것이다.
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
국내 정책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이
윤리적이고 샤리아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적합한 것이 중
소벤처기업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동의 석유가 고갈될
때까지는 이슬람금융과 채권이 중동지역 자금 공급의 매개수단이 된다. 중
소벤처기업에게 소요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 이슬람금융은 그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동국가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에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이슬람금융 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슬람금융과
전통금융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비교적 유사하고 잘 맞는다. 중동의 프로
젝트를 한국계 기업이 수주하는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도 좋은
투자저가 될 것이므로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활용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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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큰 유전, 탄광, 조선, 발전소 등의 사
업에 그 수익성을 근거로 실시되는 금융상품이다.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에서 생겨날 수익이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
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
기업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채권자
와 채무자의 이익 및 손실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슬람금융의 대전제와 일
맥상통하는 점이 크다. 이슬람금융에서는 원금 상환이나 사전 확정 수익의
보장이 없으며, 자금 제공자는 사업자의 파트너로서 사업 수익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국
내외 대형 프로젝트 중에는 자금 제공 금융기관의 이탈로 곤란을 겪고 있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자금
제공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32)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이슬람금융이 제공될
경우에는 이스티스나 계약(건설 기간 중 융자)과 이자라 계약(리스 계약)을
조합한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이스티스나 계약은 건설 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건설 판매 계약을 의미한다. 이스티스나 계약에서는
이슬람 금융기관이 소정의 금액으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설비 등을
발주한다. 이스티스나 계약은 건설 계약이기 때문에 대상 물건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이슬람 금융기관은 수령한 리스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완공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근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는 이슬람 금융기관과 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직접 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
고, 이슬람 금융기관과 사업 실시자 간에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실시

32) 김종원(2010), 뺷이슬람금융의 힘뺸, 21세기북스, pp.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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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슬람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플랜트 설비 등을 조달한다. 이렇게 하
여 플랜트 설비 등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이슬람 금융기관은 조달 계약상
의 손해배상에 의해 리스료 상당액을 보전 받게 되어 완공 리스크를 회피
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슬람 금융기관이 플랜트 설비 등을 조달하
기까지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은 이스티스나 계약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
플랜트 설비 등의 소유자인 이슬람 금융기관은 사업 실시자에게 당해 물건
을 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자라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통상
의 이자라 계약에서는 계약 시점에는 리스 대상인 실물 자산이 존재하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물건의 완공, 인도 전에 선일자 이자라 계약
(forward lease agreement)이 체결되어 완공 전부터 리스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 많다. 이자라 계약에서는 대체로 이슬람 금융기관이 리스 대상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에 사업 실시자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를 대비
하여 매각 계약이 체결된다. 이것은 사업 실시자에게 대상물건을 그 소유
자인 이슬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조기 상환뿐만 아니라 융자단을 구성하는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재원으로 활용
이슬람금융과 채권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투자가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금융이므로 조기
수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33) 우리나라는 아직 이슬람금융 시장에 참여한
33) 최두열 외(2007), ｢이슬람 채권의 이해｣, 2007년 재무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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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적으나, 종교적 거부 반응이 적고 오랜 중동 개발과 개발 경험 전
수 등으로 현지 인식도 좋아 이슬람 금융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이 다른 나
라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서구권 및 국내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중소
벤처기업이 중동시장으로 진출하고 할 경우에 이슬람금융을 외화 조달 창
구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에 한-아세안 FTA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07년 6월 1일에 한-아세안 기본협정, 분쟁해결
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등이 발효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에는 금융 부
문을 포함하는 서비스협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서
비스무역협정에서 이미 이슬람금융을 도입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말레이시
아 등의 국가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이슬람금융
을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국가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뒤쳐져 있으므로, 산업 부문의 개혁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국영기
업의 민영화가 핵심이고,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육성, 공공
행정 개혁, 국제회계 관행 교육 등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민간 부문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민간
기업의 노하우 전수, 수출 진흥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이 이슬람금융이 정착되어 있는 아세안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활동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연
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530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과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마.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으로서 중진기금은 창업 초기 기업에 직접 또는
벤처캐피탈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대표적인 투자 재원으
로는 연기금이나 군인공제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
자㈜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하여 민간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원 중 일부 중진기금에서 재원을 조달받고 있다.
다만 기존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이자의 개념보다는 ‘수익 배당’ 형식으로
채권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Fo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개별 펀드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 위험을 감
소시키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모펀드)로 결성
하고, 모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태펀드는 자펀드의 운용사를 결정하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금융 재원을 통해 조성된 이슬람펀드는 샤리아 적격
조건에 맞는 운용자산과 펀드 구조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중 투자 형태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한
국벤처투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 7)｣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2004. 12)｣를 통해 모태펀드 1조 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면
서 시작되었다.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2004. 12)
으로 모태 펀드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모태조합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를 개소(2005. 6)하였으며 2012년 8월 말 현재 총 1조 4,791억 원 규모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림 4-1]과 같이 모태조합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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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총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한국벤처투자
가 그 운영을 맡고 있고, 각 계정별로 투자 대상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표 4-2. 모태조합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중진기금

1,701

1,100

900

800

2,850

1,000

320

8,671

문산기금

-

500

1,000

-

1,200

-

120

2,820

특허회계

-

550

550

-

330

-

-

1,430

영화기금

-

-

-

-

-

110

460

570

방통기금

-

-

-

-

-

100

-

100

고용노동

-

-

-

-

-

-

25

25

계

1,701

2,150

2,450

800

4,380

1,210

925

누계

1,701

3,851

6,301

7,101

10,481

12,691

13,616

주: 중진기금은 한국벤처투자(주) 1억 원 포함.
자료: 한국벤처투자(2011).
그림 4-1.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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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이 조성된 모태조합의 운용 현황을 보면, 2012년 8월 말까
지 242개 조합에 총 1조 7,612억 원 출자 약정으로 총 6조 8,496억 원 규모
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 중이다.
표 4-3. 모태조합 운용 현황

구분

자펀드
결성

(단위: 개, 억 원)

중진계정

문화계정

특허계정

영화계정

방통계정

계

펀드 수

174

41

22

3

2

242

결성총액

54,141

8,549

5,236

370

200

68,496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12,526

3,094

1,722

170

100

17,612

자료: ㈜한국벤처투자(2011).

이렇게 정부에서 중진기금을 통해 이슬람 채권이나 펀드를 운용할 수 있
는 재원을 도입할 경우에 민간은행으로도 확산 효과가 날 수 있다. 특히 투
자 대상도 부동산, 채권 주식 및 비공개 기업투자(private equity) 등에 집중
되는데, 다양한 샤리아 준수 이슬람펀드 상품을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FSB의 이슬람펀드(ICIS: Islamic Collective Investment Schme)는 ① 동일
한 가치를 가진 증권 또는 지분(units or shares)의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것, ② 증권 또는 지분은 투자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투자자산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할 것, ③ 투자
금을 샤리아 율법에 적합하게 운용할 것, ④ 투자자산은 운용기관의 고유
계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계리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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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데, 샤리아 적격 요건34)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전통적 펀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펀드도 개방형
과 폐쇄형 모두 가능하며, 신탁형과 회사형, 엄브렐라펀드형 등 다양한 종
류가 있다.
기존 이슬람 펀드의 투자업종도 우리나라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바이기술(BT), 정보기술(IT) 업종의 이슬람금융 이용이 유망할
것이다. 즉, 바이오산업과 IT 등은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고, 샤리아 법에
도 문제가 없는 업종이어서 채권 발행에 유리하다. 이슬람금융은 투자 성
격이 강해 벤처캐피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IT나 BT 등과 분야나 중소기
업 등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새로운 자금원으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와 함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연구 지원 등 기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은 주로 정부의 각종 기
금에서 출자되어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이슬람금융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이슬람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해야 한다. 즉, 이슬람금융에서 투자 유형으로 ‘이자라
수쿡(Ijara Sukuk)’을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자라 수쿡은
이슬람 차입금융상품으로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산
매매 후 재임대(sale-lease back) 방식을 사용하므로 전통금융의 형식과 유
34) 이슬람펀드는 펀드구조가 샤리아 적격이어야 하고, 펀드 운용자산 또한 샤리아 적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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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자라 수쿡 발행에 사용되는 기초자산이
빌딩, 선박, 공장부지 및 시설, 토지 등으로 다양하여 이자라 수쿡의 발행
기업이 손쉽게 구조화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라 수
쿡 발행을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야 하고, 이 SPV에 자산
소유권을 매도할 때 다른 각종 법규상의 문제와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을 도입 시 국
내의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35)
그림 4-2. 이자라 수쿡(Ijara Sukuk)의 기본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2009), ｢이슬람채권(Sukuk) 지원방안 마련｣, 보도자료. (9월 29일)

35) 2009년 9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이자라 수쿡(Ijara Sukuk)이라는 증권을 도입
하면서,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하여 법인세 원
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처리를 해주며, 기초자산의 매매 ․ 재매매시 양도세, 취
․ 등록세 면제, 자산 매매 ․ 재매매 ․ 임대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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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이슬람금융의 장점을 살펴보고, 이슬람금융이 가지
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많은 법적 ․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주요 선진국이나 동남아
시아 국가들은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정책적 활용 단계는 말레이시아, 영국,
싱가포르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나 중국도 이슬람채권
을 발행하는 등 이슬람금융의 여건이 상당 수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
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 기관의 채권 발행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융자나 보증, 보조금 등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경제발전 단
계가 상이하고, 정책 개입의 필요성 및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명백한 시장실패 영역은 아닐지라도 미흡한 시장기능을
보완하거나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장기능을 정책적으
로 선도하는 것도 제한적인 수준의 기술정책금융의 대상이다. 민간금융시
장의 보수적 성향에 의해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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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 수요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중
소벤처기업 중 경영은 양호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도 기술정책금융의 일상적 기능은 아니
지만 제한적 수준에서 역할이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36)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경제학과 이슬람금융은 198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
작하였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의 은행계와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학
자들에 의하여 이슬람 은행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에 이르고, 이제 금융계
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입하게 된 것이다.37)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내의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에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선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소벤처기업 부문의 기술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만, 이슬람금융의 재
원 조달과 이를 기업에 지원함에 있어 서구식 금융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공공 부문의 정책금융에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체계의 구축에도 각계의
전문가 자문과 노력이 필요하다.

36) 이기영(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p. 29.
37) 심의섭(2009), 전게 자료,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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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행기 정의1)란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2012년)에
게재되었습니다.
1) 이행기 정의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주로 과거 청산으로 불리고 있다. 사실 이행기 정의와 과
거 청산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서는
이행기 정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가 가지는 여러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범위 속에 과거 청산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과거 청산 기구를 운영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포괄적 과거 청산을 위한 기구로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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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거의 오류 및 상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재승(2002, p. 47)은 이행기 정의가 과거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 혹은
전쟁하에서 저질러진 잔혹 행위 혹은 인권 유린을 새로운 체제하에서 어떻
게 청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이행기 정의가
진행된 경우는 전쟁과 (종교와 인종)분쟁, 독재국가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대개 위에서 언급한 시기들이 끝난 후에 과거에 자행되었던
각종 악행과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치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Nuremberg Trials)과 유고
사태 전범 재판(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주요 전범 재판(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아르헨티나의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의 르완다와 우간다, 짐바브웨, 중
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볼리비아 그리고 한국에서 실행되기도 하였
다(Hayner 2002; Roht-Arriaza 2006). 이행기 정의는 ‘특별법정(special court)’
이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등을 설립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전쟁
범죄 및 인종차별, 인권 유린, 대학살, 실종자 문제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주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 ․
보상 실시 등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한다. 이행기 정의는 대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 ․ 보상’, ‘화해와 역사화’ 등의 로드맵을 밟게 된
다. 이러한 로드맵의 특징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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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느냐에 방점이 놓여 있으며, 과거에 대한
청산과 복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더 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
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국가인 파라과이는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진실위원회’격인
진실과 정의위원회(Comisión Verdad y Justicia: 이하 CVR)와 진실과 정의
보상부(Dirección General de Verdad, Justicia y Reparación: 이하 DGVJR)를
통해 이행기 정의를 실시하고 있다. CVR은 니까노르 두아르떼 정부였던
2004년에 발족되었고, DGVJR은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정부가 조
사기간이 끝난 CVR을 대체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한 것이다.
파라과이는 현재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뜨거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개혁을 표방하며 대통령에 당
선되었던 페르난도 루고가 2012년 6월 22일 상하원의 대통령 탄핵에 의해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주변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으며, 향후 중남미 전체의 정치경제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의 외형적 이유는 경찰과 농민의 유혈 사태에 기인하
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파라과이는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까닌데주
(Canindeyú) 주(州)의 꾸루과뜨(Curuguaty)2) 지역에서 경찰과 빈농이 충돌
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파라과이 상 ․ 하원은 이 사건이 루고 정부의 무능한 토지정책과 폭력 방조
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20~21일간 투표를 진행해 대통령을 탄핵하
기에 이르렀다.

2) 이 지명들은 과라니어 발음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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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유혈사태’라는 단순 사건에 대
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과거 61년 동안 파라과이의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던
보수세력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 소위
보수와 독재를 대신하여 개혁과 좌파를 지향하던 파라과이의 정치가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3년부터 군부와의 단절을
지향한 정권 교체가 계속되었다고는 하지만, 보수정당인 홍색당(Partido
Colorado)의 기세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수세력은 최근 10여 년간 파라과이에서 진행된 개
혁 정책이 국가 발전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재분배’를 중심으로 변
경된 토지정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불안감
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파라과이에서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개혁을 표방하였던 2003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3) 개혁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수많은 정책
들을 재고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비전’을 통해 파라과이를 발전시키고
자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현재 남미를 강타하고 있는 새로운 주류의 정치
형태와 다른 것이며, 이에 많은 파라과이 주변 국가들이 탄핵 상황을 부정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4)
3) 파라과이의 상원은 모두 45석이며, 이 중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홍색당(15석)과 청색당
(14석)의 의석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하원도 마찬가지인데, 총 80석 의석
중 홍색당(29석)과 청색당(26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루고 대통령을 지지
하는 ‘변화를 위한 애국동맹’은 하원에서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4) 파라과이 탄핵 사태 이후 주변 남미국가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시
하였다. 남아메리카국가연합(UNASUR)은 탄핵 직후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고, 브라질, 콜롬비
아, 아르헨티나 등은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파라과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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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시작된 파라과이의 개
혁 정치는 보수세력이 말하는 바와 같이 ‘혼돈’과 ‘불안’만을 가중시킨 것
은 아니었다. 사실 파라과이의 과거는 일반적인 중남미 국가에서 볼 수 있
는 전형적인 (군부)독재와 독점자본의 모습이었고, 일반 민중은 극심한 빈
부 격차와 차별,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
었다. 특히 꾸루과뜨(Curuguaty) 사태가 발생하기 수 년 전, 파라과이에서는
이미 2004년에 ‘콩전쟁(Guerra de la Soja)’5)으로 불리는 농민 소요사건과
2010년의 파라과이 민중군(Ejército del Pueblo Paraguayo)6)에 의한 5개 주
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농민의 폭동이 예견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일련의 농민 소요사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농
민의 토지와 결부된 문제로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2003년 8월~2008년 8월까지 운영되었던 CVJ는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유층과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64%가량이 토지부당점

한 원유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Merco sur는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파라
과이의 새 대통령 페데리꼬 프랑코(Federico Franco)의 참석을 금지하였다.
5) ‘콩 전쟁‘은 이따뿌아(Itapuá) 주에 살고 있던 11살의 실비노(Silvino)라는 소년이 죽으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 소년은 가족들의 저녁을 위해 국수를 사러 콩 농장을 지나 슈퍼마켓에
갔다 돌아오던 중 지주가 뿌린 농약에 의해 2003년 1월 8일에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 이전의 대농장지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도 자극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농민조직이 연합하여 국가와 대지주를 상대로 봉기한 사건을 말한다(Zibechi 2005; 김세건
2010).
6) 파라과이 민중군(Ejército del Pueblo Paraguayo)은 맑스 레닌주의를 지향하면서 대농장 지
주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암살과 납치를 시도하는 게릴라 군이다. 이들은 파라과이 동북부의
밀림지역인 꼰셉시온(Concepción)주와 산뻬드로(San Pedro)주, 아맘바이(Amambay)주를 중
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설 시기는 2008년 3월 1일이며, 약칭은 EPP이다. 이들은 주로 브
라질계로 대표되는 외국계 농장을 습격하거나 지주를 암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구경모
2010).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암묵적으로 파라과이 민중군을 지원했다
는 루머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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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Tierras Mal Habidas) 사례이며, 이 토지들은 군부독재 시절 정부에서 불
하받거나 강제로 빼앗은 땅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렇게 불하 받은 땅
은 권력집단과 부유층, 외국인의 손을 거쳐 대농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외
국계 기업농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지과조(brasiguayo)7)라 불리
는 브라질계 기업농은 파라과이 국경을 넘어 거의 모든 주에 걸쳐 토지를
장악하였다. 농민들의 소요사태는 이러한 토지부당점유에 의한 내외국인의
대농장 증가8)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꾸루과뜨의 유혈사태는
토지정책을 둘러싸고 해묵은 파라과이의 정치적 과제인 독재 세력의 청산
과 민주화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토지
정책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농 침투에 따른 파라과이 소농의 빈민화와 이민 현상
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9)
7) 브라지과조(brasiguayo)는 브라질인을 뜻하는 브라질레로(brasilero)와 파라과이인을 뜻하는
파라과조(paraguayo)의 합성어이다. 이들은 브라질계로서 주로 파라과이 국경에 살고 있으
며, 대다수는 콩과 옥수수, 면화,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목축을 위해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
다(Ramon 2005a, 2005b; 구경모 2010).
8) 이러한 대농장의 성장은 스뜨로에스네르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스뜨로에스네르는 대외적으
로 반미(反美) 성향의 파라과이 정치인을 지원한 아르헨티나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친(親)
브라질 정책을 고수하였다(구경모 201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개의 대규모 토목사업은
바로 ‘동진(東進) 정책(Marcha hacia al Este)’으로 명명된 아순시온과 시우닫 델 에스떼를
잇는 국도 건설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이따이뿌(Itaipú) 댐의 건설이었다. 스뜨로에
스네르의 친(親)브라질 외교정책에 힘입어 브라질인들은 불법 토지 불하 정책을 통해 대규
모로 파라과이에 이주하였고 대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중반에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파라과이의 제1교역국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메르코
수르의 영향으로 브라질 대농장이 더욱 늘어났으며, 브라지과조의 수가 50만 명에 달하였다
(구경모 2010, pp. 240-241).
9) 소농들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도시 외곽을 전전하거나 인근 국가의 이주노동자로 가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파라과이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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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와 같은 최근 파라과이 정국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3년 출범한 니까노르 두아르떼(Nicanor Duarte) 정부 시기(2003년 8월~
2008년 8월)와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정부 시기(2009년 4월~현재)
에 이루어진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파라과이 정국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이행기 정의 과정을 분
석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현재 파라과이 개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했으며 나아가 루고 대통령의 탄핵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농지 문제 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과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진 이행기 정의에 관해 고찰
하고자 한다. 이행기 정의는 다른 대륙에 비해 중남미의 정치 문화와 더욱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후반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군사정권
및 독재정치를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비교 ․ 방법적
사례로서 중남미 타 국가의 대표적 이행기 정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
다. 이 고찰에서는 먼저 파라과이에서 이행기 정의가 시작된 정치적 배경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구경모 2011). 이들의 대다수는 20대와 4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유출은 내수 시장 위축을 비롯하여 가족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는 아이들을 조부모 혹은 친척의 손에 맡기거나 방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부족과 가족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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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실질
적 상징이었던 CVJ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 주요 권고사항 등을 분석하
고, 이러한 CVJ의 활동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주요 사건의
진실 규명, 실종자 등 피해자 규모 파악, 주요 가해자 파악 등)일 뿐만 아니
라, 파라과이의 민주주의와 제도 개혁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현재 파라과이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CVR의 토지부당점유(Tierras Mal Habidas) 조사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앞서 2장에서 검토하였던 중남미 국가들과 파라과이 사례의 비교를
통해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파라과이 이행
기 정의의 특수성과 루고 탄핵 정국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찰
하도록 하겠다.

Ⅱ. 이행기 정의와 중남미
1. 중남미 국가의 이행기 정의 사례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실로 다양하다. 하지
만 현재 관점에서 과거사건을 들추어내어 정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과거
의 특이한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또한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주로
과거의 ‘비참한 죽음(tragic death)’과 이의 배경이 된 시스템과 긴밀한 연관

∙ 548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

성을 가지고 있다. ‘비참한 죽음’은 인류학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행기 정의와 연관된 사례는 주로 ‘제노사이드(genocide)’와 ‘대학
살(massacre)’이다. 제노사이드와 대학살은 표면적으로 ‘대량학살’이라는 부
분에서 동질성을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제노사이드가 특정 범주에
속한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두는 데 비해 대학살은 전쟁 과정에서 발생
한 광범위한 범주의 집단 죽음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이행기 정의에 대한 연구는 전쟁과 연관된 제노사이
드와 같은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발생한 홀로코스트(Holocaust)나 르완다 인종분쟁에서의 대학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분쟁 등을 주요한 제노사이드 사례로 연구하
였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민족(national)과 종족(ethnic), 인종(racial), 종
교집단(religious group) 등의 범주에 가해진 폭력행위이며, 해당 범주의 절
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
태인 학살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범죄의 처벌과 방지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여
기서 ‘제노사이드’의 범주는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행위뿐
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주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
부적으로는 a) 집단 구성원의 살해 b) 집단 구성원의 신체 혹은 정신에 가
해지는 위협 행위 c) 어떤 집단의 삶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신체적 파괴
를 가하는 행위 d) 어떤 집단의 출산을 고의적으로 막기 위한 행위 e) 한
집단의 어린이를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
다(Shaw 2003,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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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세계 진실위원회 설치 동향

자료: http://www98.griffith.edu.au/dspace/bitstream/handle/10072/34080/64230_1.pdf?
sequence=1. 전 세계의 이행기 정의는 주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진실위원회 설치 경향이 곧 이행기 정의의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남미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이행기 정의의 원인은 서구 사회에
서 주목한 제노사이드 사례와 비교해 약간의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 중남
미는 20세기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이 출
현한 곳이자 가장 많은 진실위원회가 가동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에서 부상한 ‘미국’과 ‘냉전’(cold war), ‘군
부독재’라는 주요 키워드를 생략한 채 설명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중남미 과두집단의 이해와 결합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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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으며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갔다. 또한 정치적 종속성과 독재정
권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데, 중남미에서
는 주로 민간인 및 좌익 인사들에 대한 강제실종과 암살, 대량학살, 인권
침해가 주를 이루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위와 같은 사회 패턴은 설령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과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발
전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이행기 정의 과정이 서구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제노사이드
사례와 비교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Esparza 2010, pp. 1-10).
중남미 국가의 이행기 정의 과정에 공통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국
가에서 천편일률적인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와의
비교를 위해 중남미 주요 국가의 이행기 정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이행기 정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군사통치위원회(Junta Militar)의 폭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이전에도 수많은 군사쿠데타와 독재정권을 경험하였지
만, 1976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이사벨 페론(Isabel Perón)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1983년까지 약 1만 여 명의 실종자(desaparecidos)를 양
산하며 소위 ‘더러운 전쟁(dirty war)’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공할 만한 국
가폭력을 자행하였다. 당시 실종된 사람의 대부분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인사였지만 이외에도 상당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러운 전쟁’의 군부는 1982년 말비나스 전쟁 패배 이후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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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마침내 1983년 군사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선 알
폰신(Raúl Alfonsín) 정권이 들어오게 되었다. 1984년 알폰신 정권은 ‘더러
운 전쟁’ 당시 수행되었던 수많은 인권 침해와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이행기 정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군부 내에 남아 있던 가해자들과 보수세력은 이행기 정의의 불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결국 ‘기소종결법’(법령 23,492호)10)과 ‘강요에 따른
복종법’(법령 23,521호)11) 등과 같은 사면법을 제정하여 많은 가해자들을
사면해주었다. 또한 알폰신 이후 대통령에 오른 카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 역시 1989년과 1991년에 대사면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더러운 전
쟁’ 관련자들을 사면해주었다. 이러한 ‘침묵과 망각의 협정’은 2003년 5월
키르츠네르(Néstor Carlos Kirchner)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기소종결법’과 ‘강
요에 따른 복종법’, 그리고 메넴 시절의 대사면령을 무효화하는 시도가 진행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박구병 2005, pp. 65-75). 결국 2005년 6
월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986년의 ‘기소종결법’을 무효화하고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또
한 2005년 10월 연방검찰은 인권 유린 가해자 295명 등 약 460여 명 이상
을 구속 수감하고 추가로 76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
한 중남미 국가에서 이행기 정의 과정 중 가장 먼저 피해자 유해 발굴을 실

10) 1986년 제정된 법으로서, 60일 이내에 군정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법
안이다.
11) 1987년 제정된 법으로서, ‘더러운 전쟁’ 시기 중하급 장교들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
로 기소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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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던 아르헨티나는 EAAF라는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활발
하게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광장 어머니회’로 대표되는 시민
사회 역시 미흡한 이행기 정의의 종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나.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1960년대 들어 빈부격차의 증가와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우루과
이 사회당원 출신의 라울 센디꼬(Raúl Sendico) 등이 주축이 된 뚜빠마로스
(Mouvement de Libération Nationale -Tupamaros, 이하 MLN-T)와 같은 무장
도시 게릴라 집단의 등장을 야기하였고, 이후 우루과이 사회는 마치 내전
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사회대립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72년 마리아 보
르다베리(Juan María Bordaberry) 대통령은 이 같은 사회 불안정을 ‘내전 상
황(state of internal warfare)’으로 규정하고, 뚜빠마로스 및 정치적 반대세력
을 제거하기 위해 군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결국 1973년 우
루과이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세력이었던 군부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4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안보평의회
(Ocsena)’를 설립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군부는 198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꼴로라도 당의 마리아 상기네띠(Julio María Sanguinetti)가 당선되
어 군정을 종식하기까지 11년 동안 집권하면서, 수많은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을 자행하였다. 우루과이 독재정권은 1970년대 초반 MLN-T가 괴멸한
이후에도 탄압을 중지하지 않았는데, 이후 탄압의 주요 대상은 정부의 정
책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원이나 기자, 정당 정치인들로 대체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꼬노 수르 국가 사이에서 콘도르 작전(Operación Condor)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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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여서, 피해자의 양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12)
위와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의회의 결정으로 실종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7개월
의 조사 기간을 가졌으며 우루과이 국가보안기구의 개입 증거를 포함하여
164건의 실종 사건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법원에 송치했다. 그러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하여 불법구금, 고문 등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했고, 실종 사건
을 조사하기는 했으나 최소한에 그쳤다. 또한 당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과
거 인권 침해 조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위원회 보고서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공개되었으나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되지는 않았고, 우루과이 국내외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았다(Priscilla B. Hayner 2002, pp. 53-54).
이렇듯 미흡했던 우루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9일, 호르헤 바뜨예(Jorge Batlle) 대통령
은 결의안 ‘858/2000’를 발의해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우루과이에서 발생
하였던 국가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우루과이 진실위원회(Comisión para la
paz)’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몬떼비데오 주교인 니꼴라스 꼬뚜그
노(Nicolás Cotugno)가 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모두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 8월 30일까지 총 120일 동안 가동되었다. 이 위원회

12) 우루과이에서 탄압이 심해지자 많은 이들이 인접국인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탈출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당시 콘도르 작전으로 인해 꼬노 수르 국가들 사이 비밀정보국의 공조
수사 및 검거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이들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
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살해되거나 구속되었다. 2003년 발표된 우루과이 진실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973년부터 1985년까지 55명의 우루과이인이 아르헨티나의 비밀구금소에
감금된 뒤 실종되었고, 파라과이에서도 2명이 구금된 후 실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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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과거 군부독재 기간 중 발생한 실종과 인권 침해 사건 등을 조사
하는 것으로서,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등 외국에
서 발생한 우루과이인 실종자 문제, 어린이 실종자 문제, 우루과이 해안에
서 발견된 변사체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위원회의 최종결과보
고서는 2003년 4월 10일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299건의 실종자 문제가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결론에서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군부에 의해 실종
된 사람들의 다수가 게릴라나 반정치 활동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실종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군부에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결
과와 더불어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을 실시해야 하고, 후속 작업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한 추가 사항을
권고하였다. 이후 우루과이 진실위원회 보고서는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우루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진실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더불어
종료된 것이 아니다. 2003년 4월 16일, 우루과이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보고
서를 채택하기 위한 법률 ‘448/2003’을 발의하였으며,13) 이것은 우루과이에
서 더 이상 과거를 논하지 않고 이행기 정의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행기 정의의 종결을 말하기에는 많은 취약점이 존재했다.
가장 큰 취약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 즉 ‘불처벌’과 관련된 것이었
다. 1989년 우루과이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군 지
도부와 경찰을 기소할 수 없게 한 ‘소멸법(Ley de Caducidad de la Pretensión
Punitiva del Estado)’을 국민투표로 비준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과거 인권
침해를 가한 어떠한 군부나 경찰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즉 불행했던 과거

13) http://www.presidencia.gub.uy/decretos/20030416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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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단절이 사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행
기 정의의 실현 과정에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데 상당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04년, 따바레 바스께스(Tabaré Vázquez)가 대통령
에 취임한 이후부터 민간인 혹은 외국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가해자의 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으나,14) 이것은 ‘소멸법’의 범위를 피해나간 궁여지책에 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데, 우루과이 정부는 2009년 9월 18일부터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상법’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같은 배상제도가 사법적 기소를 원하는
이들을 현혹하는 ‘당근’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종자 유
가족회는 우루과이 진실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이행기 정의의 종점이 아니
라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우루과이
에는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칠레
칠레는 1973년 아옌데 대통령이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피살되고 1974년
6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부가 집권한 후 16년간 군정이 실시되
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폭압정치로 인해 피노체트는 1989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Azócar)에게 패한 후 대통령직
에서 물러났다.15) 1990년 집권한 민선 아일윈 대통령은 16년간의 군부 통
14) 2006년 9월, 8명의 퇴역 군인과 경찰이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실종자 문제로 기소되었으
며, 동년 12월에는 그라시엘라 가띠(Graciela Gatti) 판사가 10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인 보르다베리를 소환하기도 하였다(EAAF 2007: 98-99).
15) 피노체트는 퇴임 후 1998년 신병 치료차 머물던 영국에서 스페인인을 살해한 혐의로 발부
된 스페인 법원 영장에 의해 전격 체포되었으며, 2000년 5월 면책특권이 박탈되어 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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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에서 실종,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진실화해국가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였
다. 위원회는 9개월 동안 제출된 3,40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그 중 2,920
건을 관할 사건으로 결정하였다. 60명 이상의 전문적인 실무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거의 모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었다.16)
1992년 제출된 1,800여 쪽 분량의 위원회 보고서(Rettig Report, 레띠그
보고서)17)는 1974년부터 1977년까지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모두 3,428건의
실종과 학살, 고문, 납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치탄압의 상당 부분
이 비밀정보기구였던 DINA(The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ate)에 의한 것
임을 발표하였다. 아일윈 대통령은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희생자와 그 가족
에게 공식 사과하고 군부에게 과거 폭력에서 했던 역할을 인정할 것을 촉
구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직후 3주 동안 벌어진 3건의 정치적 암살 사
건으로 인하여 정치 위기가 발생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종결
되었고, 정치 분열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이미 인쇄된 보고서 수만 부가 창
고에 묶인 채로 배포될 수 없었다.
하지만 칠레의 이행기 정의는 레띠그 보고서 이후에도 꾸준히 실행되었
는데, 특히 진실위원회의 후속작업을 위해 ‘보상과 화해를 위한 전국재단’
이 설립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재단의 주요한 활동 임무는 피해

구스만 판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면책특권 박탈과 기소, 가택연금 등이
이어지다 2006년 12월 4일 사망하였다.
16) 위원회의 조사 권한에 고문과 같이 실종과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인권 침해는 포함되지 않
았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활동은 국제 인권단체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17) 보고서가 레띠그 보고서(Rettig Report)로 알려진 이유는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Raúl
Rettig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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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배 ․ 보상과 유해 발굴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은 이행기
정의 중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실질적 활동으로서, 칠레에서는 피해
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배상’과 피해자의 법적 ․ 행정적 변동을 회
복시키는 ‘법적 ․ 행정적 배상’, 그리고 치료비와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적 배상’ 등이 거론되었다. 전국재단은 이 가운데서 재정적 배상에 대
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정적 배상은 위원회가 확인한 피해자와 전국재단
이 새로이 확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 생존 배우자, 부
모의 1인, 25세 이하의 자녀(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를 피해자 신청
자격자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월별 지급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월별 지
급액은 약 370달러 수준으로 피해자의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
할되어 지급되었다. 또 피해자들은 국가 보건서비스와 보건부에서 제공하
는 피해자의료특별서비스(물리, 심리치료를 포함)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
으며, 피해자 가족 중 35세 이하의 사람에게 35세까지 학교 등록금과 장학
금 및 월 경상비를 제공하였다(청와대 비서실 2005, pp. 67-68). 배상과 더
불어 전국재단의 임무 중 하나인 유해 발굴은 완료되지 않은 실종과 학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였다.
이렇듯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와는 다르게 위원회 종료 이후 이
행기 정의의 후속 작업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인 활동
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띠그 위원회에서 실시하지
못한 추가 조사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0년 설립된 레띠
그 위원회는 실종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지만, 고문을 비롯
한 다양한 종류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결국 칠레는 2004년 후속조사를 위해 제2기 진실위원회(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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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n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
위원회는 90년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억
압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고문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여기서 조사된 내용은(Valech Report) 칠레 정부가 피해자에게 연금 및 각
종 혜택을 지급할 때 자료로 사용되었다.
라.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1954년 아르벤스(Jacobo Arbenz) 대통령이 미국과 결탁한 지
배세력에 의해 축출된 후 1960년부터 좌익 게릴라 무장단체가 등장하면서
1996년까지 36년간의 내전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루카스 가르시아(Romero Lucas García)와 리오스 몬뜨(Efraín Ríos Montt)
등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게릴라 세력의 토벌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
인 학살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1989년 이후 냉전 해체의 격동
을 겪으면서 정부군과 게릴라 사이에서 평화협정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결
국 유엔의 중재를 통해 1996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평화협정 당시 과테말라 정부와 게릴라 양측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
은 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과거 청
산에 관한 부분이었다. 특히 반군 게릴라는 내전 당시 군부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와 학살의 진실 규명 없이 과테말라의 발전이 있을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1997년 2월 탄생한 것이 ‘과테말라역사
진실규명위원회(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였다. 모두 3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테말라 진실규명위원회의 특징은 위원장이 유엔 사
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외국인(독일)이었다는 것이다. 과테말라 진실규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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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1997년부터 1999년 2월까지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1999년
2월 25일 최종보고서(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를 과테말라 정부와
반군 게릴라, 그리고 유엔에 제출하였다.
과테말라 진실규명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내전 기간 동안 총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되었고, 이 학살의 93%는 과테말라 정부에 책임이 있
음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과테말라 이행기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민간인
피학살자의 대부분이 마야 원주민이었다는 점이다. 군부는 내전 기간 동안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마야 원주민을 게릴라에 동조할 수 있는 존재로
‘잠재적’으로 규정한 후 특수부대 등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계획적인 학
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과테말라 진실규명위원회는 권고 및 후속조치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가해자의 실명이
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 배상에 있어서도 사망자 및 실종자를 추모
하기 위한 위령시설의 건축 및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하였으나 실질적인 배
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과테말라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흡한 이행기 정의의 실현
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2012년 현재까지 주요 마야 원주
민 학살 주범자들에 대한 사법 재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또한 과테
18) 2012년 3월, 과테말라 법원은 1982년 12월 뻬뗀(El Petén) 주 라리베르땃(La Libertad) 지
방의 도스 에레스(Dos Erres) 마을에서 민간인 201명을 학살한 혐의로 전직 군인인 뻬드로
삐멘뗄(Pedro Pimentel, 55세)에게 징역 6060년 형을 선고하였다.1) 이것은 사망자 한 사람
당 30년의 형량과 인륜을 어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0년이 합쳐진 것으로서, 내전 당시
의 전쟁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2011년 8월 2일
동일한 도스 에레스 사건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특수부대 요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060년
및 6,066년 형이 선고된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외에도 과테말라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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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의 전문 유해 발굴 기관인 FAFG(Fundación de Antropologíía Forense
de Guatemala)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치말떼낭고와 바하 베라빠스, 알따
베라빠스, 끼체 등지의 마야 원주민 학살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약 1,300여
건의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노용석 2012, pp. 392-393, 406-407).
마.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국가 중 국토의 크기가 가장 작은 나라지만, 현대
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비극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잔혹하였다. 엘살바도르는 1950~60년 사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국내 과두집단과 군부독재의 폭압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었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 한편에서는 군사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무장투쟁 운동이 확산되었고, 이윽고 1980년 5개의 무장게
릴라 단체가 연합하여 FMLN(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이라는 무장 반군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엘살바도르 정부군과
FMLN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의 내전을 치렀는데, 이 기간 동안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7만 5,0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엘살바도르 내전은 빈부격차 및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만, 그보다도 중미(Central America)지역에 확산되어 있던 냉전의 여파와도
연관성을 가졌다. 미국은 중미 지역에서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하여 천
문학적인 군사 원조를 엘살바도르에 실시하였고, 이렇게 원조된 자금은 민
간인의 피해로 돌아왔다. 과테말라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 역시 1990년

전 당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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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 냉전이 종결되자 더 이상 내전을 치를 명분을 잃게 되었고, 결국
유엔의 중재하에 1992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평화협정 체결 중 가
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바로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이행기 정의 절차였다. 즉 과테말라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의
이행기 정의는 특별한 사회정치적 변화나 권력 구조의 이탈이 없는 가운데,
종식하고자 하는 정부와 반군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노
용석 2011a, pp. 54-55).
평화협정에 의거해 1992년 7월 출범한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 3명 전원이 외국인으로 임명되었다. 진실위원
회는 총 20명의 조사관을 통해 내전 기간의 국가폭력을 조사하였고, 그 결
과 약 95% 폭력의 최종 책임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실시된 엘살바도르 이행기 정의의 후속조치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진실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군부는
‘정당성과 완전성이 결여된 불법적’인 결론에 대해 항거하였고, 당시 대통
령이었던 크리스티아니 역시 진실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적 화해를 이끌어내
는데 실패했다고 단언하였다(노용석 2011, p. 60).
이렇듯 엘살바도르의 이행기 정의는 12년간 이어진 내전을 종식하는 결
과를 가져왔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제도나 법령의 개혁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중대 폭력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대거 생략된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형식적 이행기 정의 이후 사
회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이에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전 당시 게릴
라 반군이었던 FMLN이 제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한 이래 최초로 대통령 선
거에서 승리하기도 하였다.

∙ 562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

Ⅲ.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 과정
1. 니까노르 정부의 등장과 진실과 정의위원회(CVJ)의 설립
파라과이는 1954년부터 1989년까지 홍색당(Partido Colorado) 출신의 스
뜨로에스네르(Stroessner) 체제하에서 군부독재를 경험하였다. 스뜨로에스
네르는 35년간 통치하였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카스트로 다음
으로 오래된 기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뜨로에스네르는 1989년 2월 3일
그의 측근이자 파라과이 권력의 2인자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뻬도띠
(Andrés Rodríguez Pedotti) 장군의 쿠데타로 물러나게 된다. 안드레스는 오
랜 군부독재에 지친 민중과 가톨릭교회,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취
임한다. 1993년 8월 15일에는 와스모시(Wasmosy)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적 혼란은 더 가속되었다. 와스모시는 군부였던 안드레스보다 개혁적
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스뜨로에스네르와 피노체트식의 정책을 계승하였
다. 기업가인 와스모시는 스뜨로에스네르의 아들인 구스따보 스뜨로에스네
르 장군과 사업적으로 긴밀하게 거래를 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와스모시는
안드레스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을 모두 무시하고 구(舊)스뜨로에스네르 세
력과 결합하면서 과거로 회귀하였다. 그는 이미 실패로 끝난 칠레 피노체
트의 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와스모시는 당내의 스뜨로에스네르 계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적 기반이 약하였다. 이 때문
에 와스모시는 같은 정당의 군부 출신 정치인인 리노 오비에도와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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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였다. 결국 리노 오비에도(Lino Oviedo)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1996년 4월에 쿠데타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리노 오비에도는
1997년에 홍색당 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였으나, 와스모시가 리노 오
비에도에 반란죄를 적용하여 10년형을 구형하였다. 이로 인해 리노 오비에
도가 라울 꾸바스(Raúl Cubas)와 러닝 메이트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와스모시는 정적인 리오 오비에도 대신에 아르가냐(Argaña)를 부통령 후
보로 지지하였다. 라울 꾸바스는 아르가냐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1998년
8월 15일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라울 꾸바스는 와스모시 계파인 아르가
냐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아르가냐는 1999년 3월 23일 오전 7시
부통령궁에서 나오자마자 리노 오비에도와 꾸바스를 지지하는 민병대에 의
해 차안에서 살해되었다. 이 사건으로 아르가냐 지지자들과 리노 오비에도
와 꾸바스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충돌하였고, 결국 3월 26일에 7명의 청
년이 서로가 쏜 총에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태는 파라과
이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파라과이 3월 학살(Masacre del
Marzo del Paraguayo)’로 불린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파라과이의 정치
불안정은 문민정부와 군부출신 정치인 사이의 갈등으로 지속되었다. 와스
모시와 라울 꾸바스는 군부 출신이 아니지만, 부통령들은 모두 군부 출신
이었다. 문민출신 대통령들은 군부 출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노
력을 기울였고, 상대 진영에는 가차 없이 보복을 가하였다. 이렇듯 스뜨로
에스네르 이후에도 군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파라과이의 민주
주의는 지연되었다.
‘파라과이 3월 학살’의 책임을 지고 라울 꾸바스는 1999년 3월 2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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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났고 그 다음날 루이스 앙헬 곤살레스 마치(Luis Àngel González Macchi)
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정치 불안정과 남미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이스 마치 정부는 야당인 청색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였
고, 청색당 출신인 훌리오 세사르 프랑꼬(Julio César Franco)가 부통령을 맡
았다. 그러나 연합정부는 오래가지 못했고, 루이스 마치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동력까지 잃게 되었다.
파라과이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인 스뜨로에스네르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
고 군부의 영향으로 약 20년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의 세대교체 세력인 니까노르 두아르떼는 군사독재정권과의 단절
을 선언하고 2003년 8월 15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핵심 경제
정책은 자유무역주의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회복이었다. 또한 민주화를 통
한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인권 회복과 사회 통합 차원
에서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였다.
파라과이는 니까노르 두아르떼 집권 당시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 2004년
6월에 CVJ를 발족하였고, 이 정부의 임기인 2008년 8월까지 위원회가 가동
되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군부독재의 시작인 1954년부터 2003년까지
파라과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각종 인권 유린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CVJ가 발족하게 된 경위는 좀 더 이전으로
돌아가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재자인 스뜨로에스네르를 몰아낸 로드리게스
정부와 1993년 집권한 와스모시 문민정부는 그 성격에 있어서 개혁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정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뜨로에스네르 집권 당시의
독재 및 잔혹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이행기 정의 프로그램 가동이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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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았지만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었다. 로드리게스 정
부는 1992년 6월 20일 제3차 헌법 개정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법제를 비교하여 국가인권위원회(Defensoría
del Pueblo)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스뜨로에스네르 정권 당시에 자행되었던 각종 인권 탄압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1992년 12월 22일, 교육가이며 시민운동가인 마르띤
알마다(Martín Almada)는 호세 아구스띤 페르난데스(José Agustín Fernández)
판사의 도움으로 과거 독재정권의 기록을 추적하던 도중, 아순시온 인근의
위성도시인 람바레(Lambare) 경찰서 지하창고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문서들을 확인하였다(Boccia, Palau & Osvaldo 2008,
pp. 23-26). 이 문서들은 1993년 1월에 ‘테러 아카이브(Archivos del Terror)’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아순시온의 경찰서와 까아과수의 주정부에
서도 유사한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이 문서들도 ‘테러 아카이브’에 포함되
었다. 곧바로 대법원과 검찰청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였다.
문서연구소(CDE)와 긴급구호를 위한 교회위원회(CIPAE)는 전문적인 지원
을 했으며, 국회상원 인권위원회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참관하였다.
1993년 3월에는 대법원의 산하기관인 인권보호위원회가 ‘테러 아카이브’
자료들을 보관하고 디지털화하기 위한 아카이브문서센터(CDyA)를 설립19)
하였다.
이 문서에는 스뜨로에스네르 정권 당시 살해된 50만 명의 명단과 30만

19) 이 센터 설립은 대법원과 검찰청, 미국의 해외원조기구인 USAID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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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실종자 명단, 그리고 40만 명에 이르는 투옥자의 신상이 담겨 있었다.
또한 문서 기록에는 1970년대 중반 당시 미국의 계획적인 공조에 힘입어
남미 국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콘도르 작전(Operación
Condor)’에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권침
해와 잔혹행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곧 파라과이
내부에서 이행기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와
스모시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에 스뜨로에스네르 집권 당시의 인권 피해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률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와스모시는 정부는 스뜨로에스네르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기 때문에 ‘테러 아카이브’ 발견 등 국내외적인 민주화 이행 분위기에 떠밀
려 법률안을 승인했을 뿐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여 가동하지는 않았
다. 비록 로드리게스와 와스모시 정부 시기는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
직이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행기 정의’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
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집권한 곤살레스 마치는 야당과 연합정부 구성 등 국가 통합 노
력으로서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수년 동안 표류 상태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2002년 1월 2일에 발족하였다. 그 이듬해에 집권한 니까
노르 두아르떼는 독재 권력의 잔재와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그에 대한 실천
으로서 CVJ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것은 니까노르 두아르
떼가 다른 전임 대통령과 달리 홍색당 내 스뜨로에스네르의 계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계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CVJ는 2003년 10월 파라과이 의회에서법률 2225(Ley No. 2225)에 의거
하여 진실과정의위원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활동이 시작되었고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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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정부 산하에 조직되었다(Florentín 2006). 진실과정위원회의 설립 목적
은 법안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

제1조 - CVJ는 1954년 5월부로 이 법이 통과하는 순간까지 있었던 인권폭력 조사를 임
무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수단을 강구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민주국가와 인권의 확립과 평화 문화, 파라과이 시민의 화합
과 단결을 촉진하고자 함이다.20)

이렇게 설립된 CVJ는 구체적으로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스뜨로에스네
르 독재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인권 범죄를 조사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더
불어 가해자로 판명된 이들을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CVJ의 조사
대상 범위는 1954년부터 본 위원회의 설립 직전까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파라과이를 장기 군부독재체제로 몰고 간 스뜨로에스네르 정권(1954~89)시
기에 집중하였다. 조사 대상에는 실종자와 즉결 처형자, 고문과 그에 따른
부상을 당한 자, 추방자, 인권에 위배되는 폭력을 당한 자가 포함된다. 또한
아이와 여성, 원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토지무단점
유 사례도 포함한다.
CVJ의 조직은 정부와 시민단체, 피해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서 총 9명
으로 구성되었다.21)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2,059건의 증언조사와
20) http://www.leyes.com.py/todas_disposiciones/2003/leyes/ley_2225_03.php
21) 이 중 위원장은 마리오 메디나(Monseñor Mario Melanio Medina) 신부가 임명되었으며 피
해자 측에서 추천하였다. 부위원장은 의회 추천 대표로서 후안 마누엘 베니떼스 플로렌띤
(Juan Manuel Benítez Floentin)이다. 위원들은 행정부에서 추천한 마리오 산도발(Mario
Sandoval)과 피해자 측에서 추천한 후디스 롤론 학껫(Judith Rolon Jacquet)과 미겔 앙헬
아끼노(Miguel Ángel Aquino), 까를로스 루이스 까사비안까(Carlos Luis Casabianc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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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건의 독재시기 희생자 자료의 분석, 그리고 8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
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CVJⅠ 2008, pp. 23-28). 증언조사는 본부인
아순시온을 포함하여 미시오네스(Misiones)와 까아과수(Caaguazú), 알또 빠
라나(Alto Parana), 꼬르디예라(Cordillera) 등의 각 지역 사무소에서 수집하
였다. 증언을 수집한 도시는 뀐드(Qundy)와 빠라과리(Paraguari), 산뻬드로
델 빠라나(San Pedro del Parana), 산 뻬드로 델 으꾸아만드주(San Pedro del
Ycuamandyyú), 엔까르나시온(Encarnación), 마리아 아욱실리아도라(María
Auxiliadora), 까아사빠(Caazapá), 꼰셉시온(Concepción), 산 에스따니스라오
(San Estanislao), 알또 빠라과이(Alto Paraguay) 등이 있다(CVJⅠ 2008, pp.
22-23).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스페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증언을
수집하였다. 희생자 자료 분석은 ‘테러 아카이브’를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
브문서센터(CDyA)와 긴급구호를 위한 교회위원회(CIPAE), 안또니오 가우
치 파라과이 연구센터(CEPAG)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8번의
공청회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주제는 독재시
기 희생자의 증언과 농민 탄압, 토지무단점유, 망명자, 여성 및 아동, 원주
민 등이었으며, 장소는 아순시온을 비롯하여 지방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되었다(CVJⅠ 2008, p. 25). 특히 위원회는 해외 조사 가운데 아르헨티나에
주로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스뜨로에스네르 독재시기에 탄압받은 대부분
의 인사들이 아르헨티나로 떠났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도 암묵적으로 반(反)
스뜨로에스네르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정부 인사들을 지원한 관계로 독재시
기에 탄압 받은 피해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체에서 추천한 까를로스 뽀르띠요(Carlos Portillo)와 에리베르또 알레그레 오르띠스
(Heriberto Alegre Ortiz), 빅또르 하신또 플레차(Victor Jacinto Flecha)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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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원래 2004년 6월에서 2006년 2월까지였으나, 같은 해 8월까
지 6개월 연장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청원이 일
어나면서 CVJ의 연장이 거론되었다. 그 결과 2006년 8월부터 니까노르 두
아르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8월까지 2년이 연장되었다. 그 결
과물로서 CVJ는 2008년에 총 9권으로 구성된 최종보고서인 ‘아니베 아구
아 오이꼬(Anive hagua oiko)’22)를 펴냈다.
4년 2개월간의 조사 결과, CVJ는 독재정권 기간 동안 1만 9,862건의 불
법 구금과 1만 8,772건의 고문, 최소 59건의 즉결 처분, 336건의 실종 등을
포함해 총 12만 8,000여 명이 학살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들이 모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계
획으로 진행되었으며, 좌파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하기보다 광범위한 일반
대중을 겨냥했다고 발표하였다.23) 또한 조사 결과에는 스뜨로에스네르 정
권 기간 동안 785만 1,295헥타르(19,400,972acres)의 토지가 독재정권에 동
조하는 정치인과 군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문제는 파라과이의 빈곤과 경제침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위원회는 독재 기간 중 발생한 상당수의 인권 침해의 책임이
최고 통치자였던 스뜨로에스네르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2006년 4월
60건의 인권 침해 사건에 스뜨로에스네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24)

22) 이 문장은 과라니어로서 ‘절대로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이다.
23) CVJ의 최종조사 보고서는 2008년 8월 28일 공개되었다.
24) 이 발표에 대해 당시 많은 인권단체들은 결과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며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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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VJ의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파라과이 의회
및 정부는 초기부터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 삭감 등의 방해
공작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조사가 수개월 동안 정지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활동 기간을 종료한 위원회는 파라
과이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중요 사항을 권고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실종자의 유해를 찾는 일
을 계속할 것과 실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센터 설
립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 교과서에 실려 향후 과거의 잔
혹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잔혹행위
의 핵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전격적으로 이행
되지 못하였다(Valiente 2003). 예를 들어 위원회는 스뜨로에스네르를 기소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2006년 8월 스뜨로에스네르가
사망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몇몇 권고사항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상당
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유엔 인권 감시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파라과이의 성차별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독재정권 시기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400여 명이 이행기 정의 이후 정부로부터 총 2,000만 달러(USD)에
달하는 금전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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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고 정부의 등장과 진실과 정의보상위원회(DGVJR) 설치
니까노르 두아르떼 정부는 군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행기 정의’
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니까
노르 두아르떼 정부는 과거 청산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파라과이는 1947년부터 홍색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스뜨로에스
네르가 물러난 이후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뀌긴 했으나 여전히 홍색당 후
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기존 정당의 헤게모니를 탈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대내외적인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테러 아카이브’의 발견 등이 겹
치면서 CVJ가 발족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의 대통령 당선은
파라과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행기 정의’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집권은 구시대의 독재세력을 상징하던 홍색당으로부터 탈피하여 민중
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이 파라과이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며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실제로 페르난도 루고는 토지 개혁을 주요 공약으
로 내세웠으며 인권과 복지, 자주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펼쳤다. 특히 그가
가난한 농민과 민중의 권리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정치적 과
정에서 잘 드러난다.
루고는 가톨릭 사제로서 산뻬드로(San Pedro) 주에서 주교를 역임했다. 산뻬
드로 주는 파라과이에서도 오지로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지역처럼 가난한
농민을 대변하는 반군인 파라과이 민중군(Ejército del Pueblo Paraguayo)들
의 주둔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루고는 거기서 가난한 농민들을 대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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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수식어인 ‘빈자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구
축하였다.
그 후 루고는 압도적인 여론조사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력한 대선주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고는 사제였기 때문에 정치 기반이 매우 허약
하였다. 그는 2007년에 10월에 중도좌파 성향이 군소정당인 기독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기독민주당을 포함한 8개의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이 연
합한 ‘변화를 위한 애국동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다. 그 후 파라과이의
제1야당이자 중도계열인 청색당(PLRA)까지 연합하면서 루고는 야당 연합
을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루고는 청색당의 수장인 페데리꼬
프랑꼬를 부대통령으로 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루고의 등장은 파라과이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그의 개혁적인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였다. 미약한 정당 기반은
집권 기간 동안 그의 정책을 뒷받침해줄지 의문이었다. 특히 의회에서는
보수당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연립정부의 핵심인 청색당도 그다지
개혁적이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농지 개혁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보수정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더구나 루고와 연립정부를 구성
한 청색당조차 나중에는 그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였다. 루고의 적은
단지 군부독재권력이 아니라 파라과이를 백여 년간 지배했던 수권정당들이
었다. 이러한 루고 정부의 실패는 ‘이행기 정의’의 한계와 그 맥을 같이 하
고 있다.
CVJ는 니까노르 두아르떼 정부와 함께 총 4년 2개월간의 사업을 종료했
다. 그러나 CVJ는 희생자의 유해 발굴 문제와 실종자 가족 DNA 검사 등
산적한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다. 또한 페르난도 루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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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공약인 농지 개혁을 위해서는 스뜨로에스네르 시기에 자행되었던
토지부당점유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였다. 이에 루고는 CVJ의 위원장이었
던 메니나 신부와 함께 위원회를 상시적인 정부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결과로 CVJ는 루고가 집권한 지 5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Defensoría
del Pueblo)의 하부조직인 진실과 정의보상부(Dirección General de Verdad,
Justicia y Reparación: 이하 DGVJR)로 편성되었다. 전임 위원장인 메디나
신부는 명예디렉터로 임명되었고 피해자 가족 출신인 유디스 롤론(Yudith
Rolón)이 디렉터로 부임하였다. CVJ와 DGVJR의 큰 차이점은 보상
(Raparació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상은 금전적
인 보상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뜻하기보다는 과거와의 화해 혹은 미
래를 위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성격이 짙으며, 나아가 과거에 대한 교육
과 홍보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DGVJR은 그 역할에 따라 2실 1센터로 나뉜다. 첫 번째 부서는 정치적 보
상실(Coordinación de Politicas Reparatorias)이며, 주요한 임무는 독재자들
거리 이름 바꾸기와 사회에 과거사 알리기를 통해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서는 실종자 및 다른 폭력 희생자 조사실(Coordinación de
Investigación de Desaparecidos y Otras Violencias)이다. 이 부서는 피해자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검사를 통해 희생자 가족
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해 발굴은 CVJ 활동 당시에는 이루어지
지 않았고 DGVJR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발굴은 아르헨티나의 전문기
관인 EAAF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세 번째 부서는 문서자료보관센터
(Centro de Documentación y Base de Datos)로서 CVJ와 DGVJR에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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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자료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관리한다.
DGVJR은 이전의 CVJ와 비교하면 활동 면에서 여러모로 진일보한 측면
이 있다. 먼저 사업 기간에서 정부 직속 상설 기관이 되면서 일시적인 프로
젝트형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업 분야도 확대되고
정교화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교육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신원 확인 작업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그러나
보상과 처벌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후퇴한 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DGVJR
은 사회적 통합과 화해, 상처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어 독재 시기부터 상존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루고
정부는 농지 개혁 등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비해, DGVJR
은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

Ⅳ.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수성
현실적으로 이행기 정의의 성공 여부는 과거 청산 후 해당 국가의 민주
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이행
기 정의와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및 인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행
기 정의의 주요 의제 및 과제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이 ‘이행기 정의 데이터베이스(TJDB)’이다((Payne 2009, p. 74). ‘이행기 정
의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이행기 정의 프로세스 중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는 5개 핵심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5개 핵심 개념은 ‘재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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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위원회’, ‘사면’, ‘배상’, ‘청산’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앞서 분석하였던
라틴아메리카 5개국과 파라과이를 비교하면 [표 4-1]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중남미 6개국의 이행기 정의 데이터베이스

국가명

재판

진실위원회

2003년 이후 가해자 진실위원회

사면

배상

2003년 이후 각종 사 2004년부터 불법구

전체 청산
프로세스

아르헨
에 대한 체포 및 재판 (군사독재 이후 민선 면법에 대한 무효화 금 피해자 등에 단계
티나

진행형
(정부)

1989년 ‘소멸법’과
2009년 ‘보상법’ 공
같은 사면체계가 아
포
직 존재함

진행형
(정부)

재개.

정부에서 출발)

가 진행

적 배상

우루
과이

2006년 전 대통령 보 진실위원회
(1, 2기)
르다베리 기소

칠레

군사독재 핵심 가해
진실위원회(1, 2기:
1978년 피노체트 정
자에 대한 사법처벌
군사독재 이후 민선
권이 만든 ‘사면법’
시도가 있었으나 원
정부에서 출발)
이 아직 효력을 가짐
활하게 진행되지 않
후속재단
음

아일윈에 의해 배상
통과.
법(19,123)
2009년 11월 ‘인권과
배상을 위한 재단’ 설
립 법률(20,405) 통과

과테
말라

2000년대 이후 가해
자에 대한 사법재판 진실위원회
이 계속 늘어나고 있
음

배상기구가 있으나
진행형
거의 활동을 하지 않
(시민사회)
음

소수의 인권 침해 가

엘살
해자만이 국내에서 진실위원회
바도르

처벌 받음

파라
과이

∙ 576

진실위원회
스뜨로에스네르에 (1기, 2기: 2기는 정
대한 법적 기소 실패 부 산하기관 소속으
로 재편)

최종보고서 발표
5일 후 의회에서
‘사면법’ 통과

진행형
(정부)

이행되지 않음

소극적

약 400명만이 2,000
만 달러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음

진행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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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이행기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중남미 6개국의 전체
이행기 정의 프로세스를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전의 평화협
정이 체결되어 이행기 정의가 실시되었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민선 정부에 의해 이행기 정의가 실현되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칠레 등의 이행기 정의 프로세스는 군사독재 정권
이 몰락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
부가 직간접적으로 이행기 정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파
라과이를 제외한 5개국은 전체적으로 느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소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동안 주춤
했던 이행기 정의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라
과이의 경우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으로 말
미암아 이행기 정의 과정이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변 국
가의 이행기 정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지속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남미 5개국에 비해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가 획기적인 ‘이행 시점’을 겪지 않은 채 정치적 ‘중재’에 의해 시작되
었기 때문이다(노용석 2011a, p. 53).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이행기 정의는
‘더러운 전쟁’을 수행한 군부 및 피노체트 정권이 새로운 정부에 의해 몰락
한 이행 시점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행 시점이 분명하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청산 역시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
라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위의 사례처럼 명확한 이행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파라과이는 이행기 정의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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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통일된 정치적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미세한 역량만이 투여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특
수한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부당점유 문제이다. CVR은
스뜨로에스네르 독재 시기에 불법적으로 토지가 권력층과 외국인에게 대규
모로 불하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CVR의 최종보고서에서
토지부당점유가 하나의 책자로 따로 출판될 정도로 파라과이에서는 이 문
제를 인권 폭력과 함께 독재 시기 주요 국가권력 남용 사례로서 중요하게
다뤘다.
CVJ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토지부당점유(Tierra Mal Habidas)는 785만
1,295헥타르로서 파라과이 전체 국토 면적의 19.3%를 차지하며 이는 파라
과이 전체 농지의 32.7%에 해당한다(CVJ Ⅳ 2008, p. 25). 스뜨로에스네르
는 1974년과 1976년 등 두 번에 걸쳐 알또 빠라나 주에 소재한 1,575헥타르
상당의 땅을 불하받았으며, 후임 대통령인 로드리게스는 1963년과 1975년,
1980년 등 세 번에 걸쳐 꼬르디예라(Cordillera)와 알또 빠라나(Alto Paraná),
쁘레지덴떼 아제스(Presidente Hayes) 주에 위치한 총 7,695헥타르의 농지를
수취하였다. 니카라과의 독재자인 소모사(Somoza)도 파라과이 망명 중이었
던 1980년에 에우헤니오 아 가라이(Eugenio A. Garay)와 누에바 아순시온
(Nueva Asunción)에 소재한 8,000헥타르의 토지를 불하받았다(CVJ Ⅳ
2008, pp. 34-39). 이밖에도 많은 군부와 정치인들이 토지를 아주 싼값에 불
하받거나 강탈하였다. 또한 홍색당은 1950년대와 1980년대에 23개의 당지
부를 설립하기 위해 알또 빠라나(Alto Paraná)와 까아과수(Caaguazu), 꼰셉
시온(Concepción), 꼬르디예라(Cordillera), 과이라(Guairá), 쁘레지덴떼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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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Presidente Hayes), 산 뻬드로(San Pedro) 주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
다(CVJ Ⅳ 2008, p. 40).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
후 파라과이 사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무단으
로 토지를 점유한 장군과 정치인의 명단과 그 과정이 보고서와 언론을 통
해 낱낱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루고 정부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지 개혁을 최우선 공
약으로 삼았으나, 그 정책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 예가 바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과 원주민의 끊임없이 시위와 폭동이었다.
이는 루고 정부의 딜레마였으며,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가 갖고 있는 딜레
마이기도 하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의 잔상을 지우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과 군부의 주요 장성
들을 학살과 실종자 문제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아르헨티나
와 칠레, 과테말라 등은 이러한 어려움을 정치 ․ 문화적으로 겪고 있는 중이
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파라과이가 겪고 있는 토지의 재분배 문제는 위에
서 언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몇 사람의 처벌
로 끝날 수 없으며, 법률 조항 몇 개를 수정하거나 신설했다고 해서 근본적
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파라과이가 겪고 있는 토
지문제의 재점화는 비단 이행기 정의의 성공적 이행 여부를 떠나 파라과이
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결국 주변
국가에 비해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 동력이 약화된 것은 바로 과거 청산
과 관련한 좀 더 본질적 문제에 파라과이가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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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글
이행기 정의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과연 이행기 정의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독재정
권 이후 안정되고 발전된 사회상을 만들 수 있는 가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일부 세력은 이행기 정의 과정 중 실시되는 독재정권 시절 핵심 가해
자들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및 불안을 조장하여 종국에는 사
회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몇몇 국가에서의 이행기 정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군부와 독재 잔재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들은 이행기 정의의 최종 목표인 ‘화해’와 ‘발전’을 위
해서는 과거를 용서하고 ‘망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정의(justice)’의 실현과 ‘안정(stability)’의 추구라는 두 가지 대립
관념 중 ‘과거를 망각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거를 망각한 안정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스페인은 과거 내전과 프랑코 독재 시기에 자행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인권 유린과 폭력을 정리해야 했으나, 소위 ‘망각협정’이라는 과거 청산 방
식을 채택해 과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스페인 사
회에서는 지속적인 과거 청산의 요구가 분출하였고, 결국 2002년 이후 과
거 청산을 위한 ‘역사적 기억협회’, ‘과거 기억 회복 운동’, ‘내전과 프랑코
체제 희생자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위원회’ 등이 구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과거기억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김은중 2006). 이렇듯 사
회적으로 합의된 ‘망각’이라 할지라도, 뒤틀린 과거의 잔상을 존속시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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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CVJ를 거쳐 DGVJR로 이어지고 있지만, 앞
서 보았듯이 우선적으로 안정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거시적인 측
면에서 파라과이에서는 ‘이행기 정의’를 통해 민주화와 61년 만의 정권 교
체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이행기 정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6월 말에 발생한 루고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이러한 ‘이행기 정의’의 실효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회에 상정된 탄핵의 표면적인 사안은 꾸루과뜨(Curuguaty)에서 벌어진
농민과 경찰 간의 유혈사태이지만, 심층적인 요인은 독재 시절의 권력집단
이 처벌 없이 지속된 탓이다. 탄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루고의 권력은 독
재 세력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잘 알 수 있다. 탄핵 결과는 하원에서 총 80표
중 찬성 76표,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상원에서는 총 45표 중 찬성이
39표이며, 반대 4표, 기권이 2표였다. 파라과이의 주요 정당인 홍색당(Paritido
colorado)과 홍색당에서 분리된 우나세(UNACE)는 우파이며, 빠드리아 께
리다(PPQ)는 중도우파이다. 중도 성향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청색당
(PLRA)까지 이미 루고와 결별을 선언한 상태에서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루고를 지지한 상원의원은 고작 각각 다른 군소 좌파 계열 정
당의 의원 3명과 청색당 의원 1명뿐이었다.
파라과이는 1887년 홍색당과 청색당의 양당체제가 꾸준히 지속되었다.
현재는 우나세와 빠뜨리아 께리다가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나세의 경우는 홍색당에서 분당한 사례로서 여전히 파라과이 정당의 헤
게모니는 홍색당과 청색당 양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은 상원의

58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총 의석 45석 중 28석, 하원의 총 80석 중 60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나세
가 상원 9석과 하원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홍색당 계열과 청색당은 상하원
의석을 각각 37석과 70석 확보하고 있다. 빠뜨리아 께리다는 상하원 의석
을 각각 4석씩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좌파계열 정당은 상하원 각각 3석과
2석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의 루고 당선은 61년 만의 정권 교체이며 파라과이 최초의 문민
좌파 정권25)라는 의미에서 파라과이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또한 정치
사적 의미를 떠나 사제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
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고는 ‘빈자의 어버지’답게 농지개혁과 의료 및 빈민
복지에 치중했으며, 파라과이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주변 강
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려고 노력하였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이따
이뿌 댐(브라질과 공동소유)과 자시레따 댐(아르헨티나와 공동소유)의 전력
수출비용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러한 루고의 개혁정책은 기득권 정당의 반
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연립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청색당이 기존의 패권 집
단인 독재 권력과 손을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의 구조적 모순과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탄핵
은 바로 해묵은 독재 권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는 꾸루과뜨 유혈사태와 ‘이행기 정의’에서 토지부당점유 부문의 상관
관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루고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꾸루과뜨
유혈사태는 바로 스뜨로에스네르 독재 시기에 토지를 불하받은 블라스 리
껠메(Blas Riquelme)의 농지에서 일어났다. 리껠메는 1974년과 2003년 등
25) 파라과이 최초 좌파정부는 1936년과 1937년 사이에 정권을 잡은 2월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Febrerista)의 라파엘 프랑코 장군(Rafael Franco) 집권 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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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에 걸쳐 3,978헥타르의 농지를 불하받았다(CVJ Ⅳ 2008, p. 37). 그는
정치가이자 기업가로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홍색당의 상원의원으로 활
동했으며, 곡물과 맥주, 유리 공장 및 대형슈퍼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리껠
메는 꾸루과뜨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1985년에 바으아 과라니(Mbayá
Guarani) 100명을 자신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서 몰아내기도 하였다. 꾸
루과뜨 유혈사태는 가난한 소농들이 국유지를 점유한 리껠메의 땅에 무단
침입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하여 십여 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하였고, 그 책임 소재를 물어 바로 루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현재 파라과이의 토지는 2.5% 인구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26)
이러한 토지 소유 불균등은 앞서 보았듯이 스뜨로에스네스 독재 시기 때
정치인과 군인, 기업가, 외국인에게 양도되거나 싼값에 불하된 토지 때문이
다. 이러한 토지부당점유 문제는 지속적으로 파라과이 사회의 양극화와 더
불어 계층 간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CVJ와 DGVJR을 통한 파라과이 ‘이
행기 정의’ 과정에서의 한계는 토지부당점유에 관한 사례만 밝혔을 뿐 실
제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루고 정부 때 출범
한 DGVJR은 독재 정권이 모순 알리기와 화해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독재 세력들로부터 토지를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과 그에 따른 농민
과 원주민에 대한 배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구호에 지나
지 않으며 진정한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10년간 파라과이에서 수
많은 농민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26) http://www.nasaacin.org

58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때문이다. 이는 바로 루고가 추진한 농지 개혁이 실패했던 원인과 그 맥이
닿아있으며, 결국 탄핵이라는 결말로 이어진 것이다.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가 단순히 권고와 화해 차원에 그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 ․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평등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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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1956년 허버트(King Hubert)가 석유 정점(Peak Oil)의 개념을 제시했던
시기에 그의 이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BRICs 국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이베로아메리카 제14권 2호(2012), pp. 147192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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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등장과 함께 에너지 고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자 석유 정점에 대한
논쟁은 부활했다. 현재에도 석유 정점의 시기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무한정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운송수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고갈은 새로운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 논문은 화
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탄올 개발 및 생산을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에 대
해 수많은 논쟁이 존재한다.1) 1973년 제1차 및 1979년 제2차 국제 석유파
동을 계기로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그 중에서도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대체에너지로서 에탄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면서 화석연료의 에너지 자원 수급에 대한 관심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뿐
만 아니라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안보에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에탄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은 최고조에 이르렀다.2) 이런 상황에서 에탄올 연료의 개발과 생산은 현재
미국과 브라질이 선두 주자이다. 2011년 양국은 세계 에탄올 생산의 87%를
점유하고 있다.3) 하지만 양국의 에탄올 생산이 각각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1) 기술적 문제는 에탄올이 가솔린에 비해 열에너지가 약 35% 낮고 주행거리도 15~20% 적다
는 점이다. 환경적 문제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급원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다. 경제적
문제는 식량과의 상관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이다.
2) Barry D. Solomon et al.(2007), “Grain and Celluosic ethanol: History, economic, and energy
policy,” Science Direct, Biomass and Bioenergy, 31, 2007, p. 416, “Another Inconvenient
Truth,” Oxfam Briefing Paper # 114, 2008-06-28. http://www.oxfam.org/files/bp114-inconvenient-truth-biofuels-0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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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는 점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첫째,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과 미국
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분석될 것이다. 둘째, 2008
년 60% 상승한 멕시코의 ‘토르티야 위기(tortilla crisis)’가 보여주듯 에탄올
과 식량자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4) 브라질의 경우는 사탕수수로부
터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지만 브라질에
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의 대부분을 사탕수수 재배에 집중하기 때
문에 브라질의 에탄올이 식량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양국의 에탄올 생산이 과연 세계 식량위기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에탄올 생산과 식량안보 차원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가 지니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논의될 것이다.

2. 기존 문헌에 대한 비평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고갈 위기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과 환경 문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브라질의 에탄올 관련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국제 에너지시장에
서 에탄올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브라질 에탄올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
3) Renewable Fuels Association(2012), Acelerating Industry Innovation: 2012 Ethanol Industry
Outlook, p. 3, http://ethanolrfa.3cdn.net/d4ad995ffb7ae8fbfe_1vm62ypzd.pdf
4) Milton B. Bastos(2007), “Brazil’s Ethanol Program: An Insider’s View,” Energy Tribune.
(Jun. 20), http://www.energytribune.com/articles.cfm?aid=534

58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하고 있는 권기수 박사의 논문이 있다(권기수 2007). 이와 함께 브라질에서
의 에탄올 관련 연구를 역사적 차원에서 최근의 환경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은 윤택동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윤택동 2009, 2010, 2011).
교토협정 이후 글로벌 온실가스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
환으로 브라질 정부가 바이오 에탄올 산업에 대해 펼쳐온 정책에 대한 논
문도 있다(권기수 2010).
곽재성 교수의 경우 브라질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을 제시하면서 브라질 에탄올 산업이 브라질의 식량 주권을 별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곽재성 2010). 하상섭 교수의 경우 브라질의 에탄올 산
업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대체재가 아
닌 보완재로서 에탄올의 역할을 강조했다(하상섭 2010). 주형민 교수는 외
교적 차원에서 브라질 에탄올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주형민 2011).
한편 미국에서 옥수수로 생산되는 에탄올이 옥수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문헌도 존재한다(윤범석 외 2010). 그리고 옥수수를 포함한 전반
적인 글로벌 차원의 식량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도 있다(농촌
진흥청 2011). 옥수수를 식량 차원이 아닌 단순한 국제곡물가격 변화의 주
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제적 차원의 분석도 있다(서진교 외 2011; 김화년
2012).
위에서 보듯 브라질의 에탄올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역사적 발전 과정
과 최근의 현황, 에탄올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 에탄올과 식량 문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에탄올 문제, 에탄올 외교 등이다. 한마디로 에탄
올 이슈에 관련하여 주로 하나의 설명변수를 가지고 실시한 개별적 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국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에탄

∙ 590

에탄올 개발과 식량안보: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올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는 글로
벌 차원에서 선도적인 에탄올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비교를 통해 유사
성과 차이성을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에탄올과 식량, 에너지,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Ⅱ. 에너지 위기와 에탄올 개발과 생산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보
다 값싸고 생산하기 쉬운 석유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급감했다.5)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에탄올 생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발생하는 최초의 전환점이 되었다. 1986년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부터 2001
년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까지 글로벌 차원
의 에탄올 생산은 완만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에탄올의 생산도 또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이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차원의 에탄올 개발 및 생산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2005년의

5) 이상 다음을 요약. Barry D. Solomon et al.(2007), “Grain and Cellulosic ethanol: History,
economics, and energy policy,” Biomass and Bioenergy, no. 31,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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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에탄올 생산은 약 20%, 바이오디젤 생산은 60%가 증가했다. 이들 바
이오 연료는 전 세계 운송연료의 1%를 담당하고 있다.6) 이 수치는 2020년
까지 5~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7) 미국의 옥수수, 브라질의 사탕수수, 혹
은 유럽의 밀 등과 같이 다양한 곡물을 사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8) 그러나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사용하는 에탄올과는 달리
국제유가(배럴당 140달러 이상일 경우 수익성), 기술, RFS(Renewable Fuel
Standard) 시행, 원료 공급 등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곡물원료를 사
용하는 에탄올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생산에 한계가 있다.9)
현재 옥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의 경우 미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
가로 약 40%를 생산하고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의 경우 브라질
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로 약 40%를 생산한다. [그림 1]에서 보듯 곡물원
료와 관계없이 글로벌 에탄올의 생산은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브라질
을 추월했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에탄올 수출국이다. 2005년도
기준 브라질과 미국은 에탄올 총 생산량에서 각각 약 45%를 차지했지만,
2011년에는 미국이 65%, 브라질이 25%로 비중이 변화되었지만 이 두 국가
가 여전히 총생산량의 거의 90%를 차지했다.

6) Worldwatch Institute(2006), Biofuels for Transportation: Global Potential and Implic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 Energy in the 21st Century, Jun. p. 1. (June)
7) Julian Cribb(2010), 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24.
8)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성단계는 7단계(milling-liquefaction-saccharification-fermentaion
-distillation-dehydration-denaturing)이고 사탕수수는 4~5단계(milling-pressing-fermentaiondistillation, lus 알콜 혼합의 경우 dehydration)이다.
9) Farzad Taheripour and Wallace E. Tyner(2008), “Ethanol Policy Analysis: What Have We
Learned So Far,” Choices, 23(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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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0~11년 미국과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 비교

1. 브라질의 에탄올 개발과 생산
브라질에서 원유와 에탄올을 합친 총생산량은 2012년 280만 배럴이었고
2013년은 300만 배럴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량 중에서 원유가 75%, 에탄올
이 25%를 차지한다. 2010년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원 중 석유와
에탄올과 같은 유체연료는 약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운송연료 중에서 에탄올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계 최고인 약 40%이다. 에탄
올 생산은 2001년 하루 약 20만 배럴에서 2010년 역대 최대인 약 50만 배
럴을 생산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듯 2011년 가뭄에 의한 수확량 감소
에 따른 국제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7년 수준인 약 40만 배럴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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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다. 이 때문에 2011년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에탄올을 수입해야 했다.10)
브라질은 에탄올의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리터당 22센트이다. 이것
은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조건, 낮은 노동비용, 그리고 오랜 기간 에
탄올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림 2.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2001~11)

자료: EIA(2012), Country Analysis Briefs: Brazil, p. 4. (Feb. 28)

브라질에서 사탕수수로부터 정제된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최초로 사
용한 시점은 1920년대 말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이 석
유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에탄올 연료의 생산은 최고조에 이르
렀다. 또한 1943년 당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연료에 에탄올을 50%까지

10) 이상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2), Country Analysis Briefs: Brazil, pp. 2-4 요
약. (February 28)

∙ 594

에탄올 개발과 식량안보: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혼합 사용하도록 강제했다.11) 그러나 전쟁 후 값싼 석유 가격
으로 인해 에탄올은 설탕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에만 산발적으로 사용
되었다.
브라질에서 에탄올 개발 및 생산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제1차 석유파
동 때문이었다. 당시 가이젤(Ernesto Geisel, 1974~79) 군사정권은 크게 두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1973년 말 중동의 OPEC 국가들이
친미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브라질의 석유 수입 비용이 세
배로 상승한 점이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상승하
던 국제 설탕 가격이 1974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12) 이런 두 가지 경제
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가이젤 정권은 1975년 말 국가알코올프로그램
(PROALCOOL)을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로부터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탄올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료를 석유 대신 에탄올로 대체하면서 해외로부터 석유 수입을 줄이는 동
시에 사탕수수를 위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가이젤 정권은 다섯 가지 국가정책을 실시했다. 첫째,
정부는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 달
러에 달하는 신용보증 및 손실보증과 저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혜택은 대규모 에탄올 생산자
에게 돌아갔다. 둘째, 국영석유회사(Petrobras)가 휘발유에 비해 에탄올에

11) William Kovarik(2008), “Ethanol’s first century,” Radford University, 2008. http://ww
w.runet.edu /~wkovarik/papers/International.History.Ethanol.Fuel.html presented in the XVI
International Synposium on Alcohol Fuels.
12) Sandalow(200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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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에탄올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소
비자에게는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에탄올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 때문에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는 총 40억 달
러의 손실을 입었다. 셋째,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한 광고와 슬로건(“Let’s
unite, make alcohol”)을 통해 에탄올 사용을 장려했다. 넷째, 에탄올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끝으로, 국영석유회사가 에탄올의 전국적 소비
를 위해 주유소 건설 등 에탄올 분배구조에 투자하고 모든 주요소에서 의
무적으로 에탄올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국가지원정
책의 결과로 1975~79년 동안 에탄올 생산은 500% 이상 증가했다.13)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이란 혁명 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로운 군사정권(Joao Baptista Figueiredo)
하에서 석유수입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
해 외채를 빌렸고 이것이 1980년대 브라질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330%)
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14) 이 때문에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주요 외국계 자동차회사들과 100% 에탄올을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에
대해 합의하여 1980년에 25만 대에서 1982년까지 35만 대의 에탄올 자동차
를 생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지원을
감행했다. 즉 국영석유회사를 통한 에탄올 차량의 구매를 보장하고, 사탕수
수 관련 농촌-산업 연계 회사에 대해 저금리 혜택을 주고, 에탄올 가격을
13) 이상 다음을 요약. Sandalow(2006), pp. 1-2; Marcus R. Xavier(2007), “Issue Analysis: The
Brazilian Sugarcane Ethanol Experien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 4. (Feb.
15)
14) Milton B. Bastos, “Brazil’s Ethanol Program: An Insider’s View,” Energy Tribune. http://
www.energytribune.com/articles.cfm?aid=534 (Ju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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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대비 59%로 고정했다.15) 두 번째 단계를 위한 필요자금은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런 정책을
펼친 결과 1975~85년 동안 에탄올의 생산은 세 배 이상 증가했고 1985년에
에탄올은 브라질 유체연료 공급의 약 50%를 차지했다.16)
그러나 1986년에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에탄올 프로그램은 두 가지 문
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1985~86년 동안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
이다.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전자는 석유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대신 에탄올로 대체하는 정책을 후퇴
하게 만들었다. 후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진했던 에탄올 프로그램을 위
한 지원정책에 반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에탄올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된 정책은 에탄올 생산을 정체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1980년대 말 국제 설탕 가격이 상승하여 사탕수수 재배 농장주들이
에탄올 생산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설탕 수출에 집중하였고 정부도
설탕 수출을 자유화했다. 결과적으로 에탄올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했다.17)
1975~89년까지 정부가 에탄올 프로그램에 투자한 총액은 123억 달러이다.18)
흥미로운 사실은 에탄올 생산 변화가 브라질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크게 영
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에탄올만을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0년대 말 전체 자동차에서 약 1/3이 100%
에탄올 차량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1990년 심각한 에탄올의 공급 부
15)
16)
17)
18)

Amory B. Lovins, Winning the Oil Endgame, Rocky Mountain Institute, p. 105.
Sandalow(2006), p. 2.
Sandalow(2006), p. 2.
Marcus R. Xavier(2007), “Issue Analysis: The Brazilian Sugarcane Ethanol Experien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 6. (Fe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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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현상을 유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 생산국인 브
라질이 1991년 에탄올을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9) 결국 에탄올 생산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사라지고 브라질 자동차 생산회사도 100% 에탄올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중지하고 재빨리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생
산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중반 브라질에서 에탄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택시 및 렌터카를 운영하는 회사 소속의 차량 정도였다.20)
1990년대 브라질에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적으로 신
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경제정책은 안정화, 민영화, 자유화가 주류였다.
이것은 에탄올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에는 치명적이었다. 또한 낮은 유가로
인해 1970~80년대처럼 에탄올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1990~95년 동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764%)으로
1990년대는 에탄올 생산의 침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적
차원에서 1993년 이후 판매되는 가솔린에 의무적으로 20~22%의 에탄올을
혼합하도록 강제했다.21) 이런 정책은 미국 자동차 생산회사처럼 카페법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에 의한 가솔린-에탄올 혼합비율
이 어떤 경우든 가능한 차량(FFVs: Flex-Fuel Vehicles) 제조에 관심을 갖게
했다.22) 결국 에탄올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

19) Garten Rothkopf(2007), “A Blueprint for Green Energy in the America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p. 339-444.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
945774
20) Sandalow(2006), p. 2.
21) 브라질 정부는 1976~92년 동안 가솔린에 에탄올 10~22% 혼합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1993
년 연방법을 제정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22%, 2003년 20~25%, 2007년 23~25%, 2011년
18~25%로 에탄올을 혼합하도록 정했다.
22) 제1차 석유파동이후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카페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연료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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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브라질 정부는 외국계 자동차 생산회사들과 FFV 생산에 대해 협의
했다.
2001년 브라질 정부는 FFV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에탄올 자동차의 판매
세를 2% 감소하는 세금우대정책을 추진했다.23) 결과적으로 FFV 차량은
2003년 약 5만 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 대, 2011년에는 약 300만 대에
이르렀다. FFV 차량의 비율도 2003년 3%에서 2007년 70% 그리고 2011년
에는 83%에 이르렀다.24) 2008년의 경우 브라질은 차량연료의 약 50%를 에
탄올로 충당하여 세계 최초로 가솔린보다 에탄올을 더 사용한 국가가 됐으
며 또한 세계 최대의 에탄올 차량 사용 국가가 됐다.25) 동시에 브라질은 세
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45%에 이르는 국가가 됐다. 2009년
신형 차량의 판매에서 FFV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이르렀다.26) 그리고
2011년 말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약 2,710만 대의 FFV 중에서 2,710만 대
가 운행 중인 FFV 중에서 브라질이 1,630만 대, 미국이 1,000만 대를 운행

23)
24)

25)

26)

강조한다. FFV은 가솔린과 에탄올 혹은 가솔린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의
미하지만 주로 에탄올 차량을 의미한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는 16%의 판매세를 FFV에는 14%의 판매
세를 차등 부과했다.
“Anúario da Industria Automobilistica Brasileira 2011: 1957/2010,” ANFAVEA(Associaçã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Veículos Automotores), pp. 62-63; http://www.virapagina.com.
br/anfavea2011 (January 22. 2012); Renavam/Denatran, “Licenciamento total de automóveis e comerciais leves por combustível, ANFAVEA 308, p. 4. http://www.anfavea.com.br/
cartas/Carta 308.pdf (Jan. 2012)
D. Sean Shurtleff(2008), “Brazil’s energy plan examined,” The Washington Times. (May 10)
http://web.archive.org/web/20080510071440/http://www.washingtontimes.com/article/
20080507/COMMENTARY/381443705/1012/commentary
Participação de carros flex nas vendas volta a bater 94%, “UNICA, 2009/09/08. http://www.
unica.com.br/noticias/show.asp?nwsCode=83CC5EC9-8E69-4C11-9F0E-CBDF9B849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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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7) 이와 같은 급증 추세는 이미 에탄올 프로그램의 1~2단계를
거치면서 에탄올 주유소와 같은 에탄올 자동차의 소비에 대한 하부구조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가솔린이 아닌 세 가
지 대안연료로서 에탄올, 메탄올, 천연가스 CNG 차량의 개발이 추진됐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라는 에너지 위기에 의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
산은 국제유가와 국제 설탕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생산된 에탄올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대체에너지로 사용된다. 브라질에
서 에탄올에 대한 생산위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까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나타났지만 이 위기 동안에도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차량에
대한 에탄올 혼합비율의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에탄올 관련 정책의 지속
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이후 2002년부터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미국의 에탄올 개발과 생산
옥수수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인디언들에 의해 재배
되던 중요한 곡물이었는데,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이 인디언들로부터 선물
받아 식량 또는 가축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옥수수가 미국에서 에탄올생
27) Jim Motavalli, “Flex-Fuel Amendment Makes for Strange Bedfellows,” NYT. http://wheels.
blogs.nytimes.com/2012/03/01/flex-fuel-amendment-makes-for-strange-bedfellows/?ref=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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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이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곡물 중 자원 확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곡물
이기 때문이다.
에탄올이 미국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26년 사뮤엘
모레이(Samuel Morey)라는 미국의 발명가에 의해서였다.28) 남북전쟁 당시
에는 연합군 의회가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에탄올 연료에 1갤런당 2달
러의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주요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대
로 포드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인 사륜차도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했다.
1906년 미국 의회는 거의 50년 동안 부과해온 에탄올에 대한 세금을 없애
고 가솔린에 대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포드
가 개발한 1908년 모델T가 바로 오늘날의 FFV과 같은 것이었다. 제2차 세
계대전 후부터 에탄올의 수요는 보다 더 값싸고 보다 더 생산하기 쉬운 석
유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급감했다.29)
미국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게 되었고 최초로 에탄올 연료를 장려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에탄올 생
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세법
(Energy Tax Act)에 따라 1978년 공식적으로 가솔린에 적어도 10%의 에탄올
을 혼합한 것을 가소홀(gasohol)로 규정하였고,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입하
여 설치한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1978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라 에탄올 생산기업에 갤런당 40

28) ICM. Ethanol - The Feul of the Future. http://www.icminc.com/timeline/1826.html
29) 이상 다음을 요약. Barry D. Solomon et al.(2007), “Grain and Cellulosic ethanol: History,
economics, and energy policy,” Biomass and Bioenergy, no. 31, pp.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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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의 보조금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오일이나 옥수수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고정적이었다(Tyner and Quear 2006). 또한 1988년 대체
자동차연료법(Alternative Motor Fuels of Act), 1990년 환경적 차원의 공기청정
법(Clean Air Act), 1992년과 2005년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 등
을 통해 에탄올 개발과 생산을 장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국가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갈등과 정치적 해결로 형성되
고 있다. 플렉스(FFV, 가솔린 ․ 에탄올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가변연료 자동
차)30)의 등장도 이 같은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다. 에탄올 85%를 가솔린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E85 자동차는 경량차량으로 에탄올 95%를 혼용해서 사
용하는 E95는 중량차량으로 구분되는데, E85의 경우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
량에 비해 오존 배출을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지만 치솟는 국제유가
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적 차원에서 현재에는 6개 주31)를 제외한 모든 주
에서 E85 차량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644개 정도의 주유소가 운
영되고 있다.
1988년 ‘대체자동차연료법(Alternative Motor Fuels Act)’에 따라 FFV를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제조업자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크라이슬
러, 포드, 제너럴모터스, 이즈, 마쯔다, 머시디스, 머큐리, 닛산 등이 에탄올과
가솔린을 혼합하여 운행할 수 있는 FFV를 생산하고 있다. 1992년 에너지정

30) The Volpe Cente(2011), Alternative Fuel Guidelines for Alternative Transportation Systems,
p. 9. (January) http://www.volpe.dot.gov/coi/ppoa/publiclands/projects/docs/altfuelstudy.pdf
31) 이들 6개 주는 알래스카, 뉴햄프셔, 버몬트, 하와이, 메인,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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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 2005년 개정)은 생산세액공제(PTC: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제도, 재생에너지 생산 장려(REPI: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의무
비율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에탄올산업은 세제와 관세 혜택, 그리고 정
부장려책 덕분에 생산과 소비 모두 큰 증가를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원유 가격이 급증함으로써 에탄올은 대체에너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받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가
솔린 소비 시 발생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가 지하수를 오
염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에탄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게 되
었다. 1992년 및 2005년 에너지정책법은 MTBE를 규제함으로써 에탄올에
대한 선호를 높였다. 2005년 MTBE가 환경과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솔
린 혼합제로서 사용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에탄올로 대체되었다.
미래적 시각에서 에탄올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 개선과 에너지 안보
라는 목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에탄올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나,
2005년까지는 에탄올에 대한 보조금 없이 에탄올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결국 2006년 미국에서 소비되는 가솔린의 약 50%는 에탄올이 일정
비율 혼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2006년 미국
은 브라질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의 40%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미국농
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족을 확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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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위기 이후에는 에너지원 부족 때문에 에탄올 개발
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석유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과 함
께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
너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입량 감소를 통한 무
역적자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 그리고 농업 부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노리는 정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 시행에 적합한 에너지 자원이 바로 휘발유에 일정 비율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인 에탄올이다.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은 미국
에서 1981년 이후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에너지 골드러시’라 부를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옥수수를 사용하는 에탄올 공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에탄올은 에너지 대기업과 미국의 기업형 농가의
최대사업이 되었다. 에탄올 기업은 농산물 대기업(Archer-Daniels Midland)
에 의해 운영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수확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농
부들이 형성한 연합이 에탄올 산업에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그 구성원은 다른 소유자의 땅을 경작해서 생활하는 중산층 농부가 있는가
하면 수천 에이커를 소유한 백만장자 농부도 있다. 재생연료협회는 에탄올
생산자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기업과 연방정부, 즉 의회, 행정부, 규제기관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4.5%에 해당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
계 배출량의 17.9%를 차지하며 중국(23.7%)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32) 석

32)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1),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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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배럴당 70달러가 넘는 고유가시대에 접어들고, 교토의정서 등 이산화탄
소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논의되는 가운데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
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석유에 중독됐다. ... 세계의 불안
정한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곡물
바이오에탄올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정부는 에탄
올 등의 바이오정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원으로서 또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서 에탄올 개발을 장려하게 되었다.
미국의 에탄올 산업은 옥수수 가격이 부셸당 2달러이고 유가가 60달러
이면 보조금이 없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같은 환경은 2006년부터 형
성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보조금 없이 에탄올 산업이 유지될 수 없었
다.33) 2006년을 전환점으로 에탄올 생산에서 미국이 브라질을 추월하기 시
작했고 2017년까지 350억 갤런의 에탄올 생산을 목표(운송수단의 10%)로
하고 있다. 2007년 ‘에너지 자급 및 안보법(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은 중요한 두 가지 사항, 즉 하나는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효
율을 높이기 위해 2007년 갤런당 연비 27.5마일을 2020년까지 35마일로 늘
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연료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바이오 연료를 2007
년 47억 갤런에서 2022년까지 350억 갤런을 사용해야 하며 이중에서 270억
갤런은 비옥수수 전분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

33) Tyner and Taheripour(2008), recited in Taheripour, Farzad and Wallace E. Tyner. “Ethanol
Policy Analysis: What Have We Learned So Far.” Choices, 23(3), p. 7.
34) Douglas Auld(2008), “The Ethanol Trap: Why Polices to Promote as Fuel Need Rethinking,”
Commentary #26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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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 및 세금확대법(Energy and Tax
Extenders Act)’, ‘식품, 비축 및 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에너지 개선 및 확대법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등
을 통해 에탄올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과 생산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바이오
연료 개발에 정부가 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3. 종합적 비교분석
브라질의 에탄올이 미국의 에탄올보다 우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
서 설명된다. 첫째, 지리 및 기후적인 차원이다. 남반부에 위치한 브라질의
기후는 열대우림 기후이다. 이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적당한 강우량이 많
은 기후이다. 또한 생산지역과 대도시 소비지역의 거리가 가깝다. [표 1]처
럼 같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를 비교해
보면 브라질의 사탕수수에서 생성하는 에탄올이 미국의 옥수수에서 생산하
는 에탄올의 양보다 약 2배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에탄올 생산성 비교

원료

원료 생산/ha

에탄올 생산량

에탄올 생산량/ha

사탕수수

85,000 kg

12 kg

7,080 liter

옥수수

10,000 kg

2.8 kg

3,570 liter

자료: Marcus R. Xavier(2007), “Issue Analysis: The Brazilian Sugarcane Ethanol Experien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 8. (Febuar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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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적 차원이다. 브라질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근까지
30년 가까이 에탄올 개발과 생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다. 예를 들면 브
라질은 가솔린에 20~25%의 에탄올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에탄올 가격을 가솔린 가격보다
항상 낮게 책정했다. 물론 2000년부터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일정 비율 의
무적으로 혼합하는 것 외에는 에탄올에 대해 우호적인 정부 정책인 생산보
조금, 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가격조정정책은 폐지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보통 최대 10%의 에탄올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에탄올 생산에서 미국이 브라질보다 2배 이상 생산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운송차량에서의 에탄올 사용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브라질
이 거의 40%인 데 반해 미국은 3%에 불과하다.
셋째, 경제적 차원이다. 노동집약산업인 사탕수수 재배는 전통적으로 브
라질의 낮은 노동숙련공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브라질의 에탄올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생산비 원가를 낮출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브라질은 정부 차원에서의 사탕수수 재배 혹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없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옥수수
재배자에게 보조금, 에탄올 생산자에게 갤런 당 51센트의 보조금, 각종 세
제혜택, 신용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생산비가 매우 높다. 이런 미국의 보
조금이 없다면 옥수수로 만든 미국의 에탄올은 가솔린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또한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에탄올 생산비 원가가 사탕수수
는 리터당 22센트, 옥수수는 리터당 35센트로 사탕수수에서 생산하는 에탄
올의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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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료에 따른 리터당 에탄올 생산비 비교(2006)

원료

원료비(raw materials)

정제비용(conversion)

합계

사탕수수(브라질)

0.05¢

0.18¢

0.23¢

옥수수(미국)

0.13¢

0.25¢

0.39¢

밀(EU)

0.18¢

0.34¢

0.52¢

주: 옥수수와 밀의 정제비가 비싼 이유는 옥수수와 밀의 녹말을 우선 설탕으로 전환해야 하
기 때문임.
자료: McKinsey Quarterly(2007), recited in Pushan Dutt, “How to Make Biofuels a Development Opportunity in Brazilo,” INSEAD, p. 5. (April 25)

넷째, 생산성 차원이다. 브라질의 에탄올이 미국의 에탄올보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특히 사탕수수를 에탄올로 정제하고 남은 쓰레
기는 난방 및 전력생산의 연료로 사용된다. 다섯째, 제3장에서 논의할 예정인
환경적 차원이다. 브라질의 에탄올은 미국의 에탄올보다 생산 시 이산화탄
소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장 환경친화적이다. 여섯째, 기술적 차원이
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은 1975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화 과정(유전
자 조작 등을 통한 병충해에 저항)을 통해 헥타르당 사탕수수의 생산성을
33% 증가시켰고, 사탕수수의 설탕 함유량은 8%, 에탄올의 생산성은 14%,
발효 과정의 생산성은 150%까지 향상시켰다.35) 이를 통해 브라질은 2006
년부터 연료의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종합하면 브라질과 미국이 에탄올 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한 것은 1973년
에너지 위기부터였다. 브라질이 1973년 이래 지속적으로 에탄올에 대한 생
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반면, 미국은 2001년 9 ․ 11 이후 정책적으로 본격

35) Marcus R. Xavier(2007), “Issue Analysis: The Brazilian Sugarcane Ethanol Experien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p. 8-10. (Februar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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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100달
러 안팎을 유지할 것을 감안할 때 에탄올 생산은 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2년 미국에서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지할 곡물가격 상승과 에탄올의 생산은 연계하여
등락할 예상이 높다. 이 경우 양국은 에탄올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인상
을 유도할 것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중동 OPEC의 결속 강화, 러시아와 이
란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가스 카르텔의 형성 가능성 등과 연계하여 브라질
과 미국도 에탄올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3. 브라질과 미국의 에탄올 산업 비교

특징

브라질

미국

비고

원료

사탕수수

옥수수

총생산량(2011)

56

139

단위: 억 갤런

총경작면적(2007)

355

270

단위: 백만 헥타르

에탄올 경작면적(2006)

3.6(1%)

10(3.7%)

단위: 백만 헥타르

생산성(단위: liter/hectare)

6,800~8,000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성

8.3~10.2

1.3~1.6

브라질(2006), 미국(2005)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량

86~90%

10~30%

브라질(2006), 미국(2005)

2022년까지 GHG 방출 감소
추정치(2009)

61%

21%

GHG 방출에 대한 보상년수(2007)

17년

93년

FFV 총생산량(2011)

1,630만

1,000만

에탄올 연료 주유소

35,017(100%)

가솔린 대비 에탄올 사용비율

50%

10%

브라질(2008), 미국(2010)

생산비(단위: 리터)

22¢

35¢

브라질(2007), 미국(2004)

3,800~4,000 브라질(2006), 미국(2005)

자동차/경트럭/오토바이

2,749(1.6%) 브라질(2007), 미국(2011)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Ethanol_fuel_in_the_United_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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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상당 기간 미국
과 브라질이 글로벌 에탄올 생산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령할 것으로
(80~90%) 전망된다. 둘째, 석유정점이론에 따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이 예측되므로 에탄올에 대한 생산과 수요는 가까운 장래에도 지속될 전망
이다. 셋째, 에탄올에 대한 수요 점증에 따라 에탄올 관련 국제무역 및 관
세정책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에탄올에
대한 개발, 생산, 수요의 증가로 인해 식량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
로 에탄올을 무한정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표 4. 브라질과 미국의 에탄올 사용 차량(FFV)의 특징 비교

특징

브라질

미국

FFV의 유형*

E20-E100

E85

원료

사탕수수

옥수수

FFV의 생산

1,483만 대(2003~11)

1,000만 대(2003~11)

FFV의 비율

22%(2010)

4%(2009)

에탄올 주유소

35,017(2007)

2,757(2011)

에탄올 주유소 비율

100%

1.7%

100만 명당 에탄올 주유소

184.2(2008)

6.5(2008)

가솔린 대비 에탄올 가격비율

47.2%(2008)

29.7%(2008)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Flexible-fuel_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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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에탄올 생산과 식량안보36)
1973년 석유파동 전까지는 에너지와 농산물 생산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
가 매우 낮았다.37) 왜냐하면 양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달랐기 때문
이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유가는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최근 유가 상승이 에탄올 수요를 유도하고 이는
에탄올 관련 곡물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 곡물에 대한 투자 유인은 결국 옥
수수 혹은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를 유도했고 궁극적으로 옥수수나 설탕 가
격의 상승이 초래되었다. 이런 상관관계는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작용한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적용된다.38) 예를 들면 2004년
미국에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였고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2달러였다.
2008년 유가가 120달러로 3배 폭등했을 때 옥수수 가격도 6달러로 3배 폭
등했다.39) 옥수수 가격의 상승분 4달러 중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것이 3
달러, 그리고 에탄올 생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1달러로 추정됐다.
2009년 전 세계의 옥수수 총생산량은 8억 1,700만 톤으로, 미국은 3억

36) 국제식량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하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이용가
능성(affordability), 안전성(safety)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37) Tyner and Taheripour(2008), recited in Taheripour, Farzad and Wallace E. Tyner. “Ethanol
Policy Analysis: What Have We Learned So Far,” Choices, 23(3), p. 6.
38) Tyner and Taheripour(2008), recited in Taheripour, Farzad and Wallace E. Tyner. “Ethanol
Policy Analysis: What Have We Learned So Far,” Choices, 23(3), p. 7.
39) Tyner and Taheripour(2008), recited in Taheripour, Farzad and Wallace E. Tyner. “Ethanol
Policy Analysis: What Have We Learned So Far,” Choices, 23(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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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 톤을 생산하여 총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
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옥수수 수출의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옥
수수 생산량은 국제 식량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40) 사탕수수의 경우 전 세
계의 총생산량은 17억 4,300만 톤이다. 브라질은 6억 7,200만 톤을 생산하
여 총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탕수
수는 곡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식량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다. 곡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에너지 안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90년대 석유정점이론과 BRICs
국가들이 급부상하면서 각국은 석유자원 혹은 대안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이처럼 에탄올은 대외적으로 석유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에너지 안보와 환경안보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곡물로부터 생
산되는 에탄올은 동전의 양면처럼 식량안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 3]은 에탄올 생산, 식량가격, 그리고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국제유가가 폭
등한 경우처럼 국제유가 상승은 식량 생산에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비용 증
가를 초래하므로 식량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브라질의 경
우 2009년 설탕 가격이 100% 폭등했다. 또한 2004~07년 동안 국제유가의
상승은 곡물 생산 대신 에탄올의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 가격을 더욱 상승
시켰다. 일례로 2004~07년 국제유가의 상승 국면에서 글로벌 옥수수 생산

40) Derek Headey and Shenggen Fan(2010), “Reflections on the Global Food Crisis: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urt? and How Can We Prevent the Next One?” Research
Monograph #165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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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분 중에서 70%가 에탄올 생산에 이용되었다.41) 이것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석유의 대체재로서의 에탄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미
이다.
그림 3. 에탄올, 식량가격 및 국제유가의 상환관계

옥수수와 설탕 등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장주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에탄올 생산보다는 식량
으로서 옥수수 혹은 설탕 생산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42) 이와 함께 국
41) Derek Headey and Shenggen Fan(2010), “Reflections on the Global Food Crisis: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urt? and How Can We Prevent the Next One?” Research
Monograph #165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p. 28.
42) 에탄올의 생산도 곡물 가격의 등락에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면 2008년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옥수수 재배 농장주들이 에탄올 생산을 중지하자 미국 최대의 에탄올 생산업자 중 하나
인 VeraSun이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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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유가의 하락은 에탄올 생산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이런 사례는 미국
에서 1990년대 초반과 후반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유가가 하
락할 경우 에탄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리
고 농산물의 생산은 비탄력적이라서 유가 상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
는 경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은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에탄올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체에너
지인 에탄올 생산 감소는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경우 원료비용이 감소하므로 점차적으로 식
량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가의 28% 하락은 식량 가격
을 12%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3) 식량 가격의 하락은 식량으로
서 옥수수나 설탕의 생산보다는 더욱 수익이 높은 에탄올의 생산을 유도할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국제 설탕 가격의 하락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탄올의 생산을 유도할 것이다. 에탄올의 생산은 대체제인 유가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44)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석유의 대체제로
서의 에탄올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브라질은
사탕수수 생산의 약 50%를 에탄올 생산에 투자했는데 이것이 설탕 가격의
상승을 유도했다.45) 2006~08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탄올 가격의 급등
으로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2007~08년 식량 가격의

43) Clean Fuels’s Development Coalition(2008), “Issue Brief: The Impact of
on Food, Feed and Fuel,” A publication of Ethanol Across America, p.
44) Clean Fuels’s Development Coalition(2008), “Issue Brief: The Impact of
on Food, Feed and Fuel,” A publication of Ethanol Across America, p.
45) Worldwatch Institute(2006), Biofuels for Transportation: Global Potential
Sustainable Agriculture an Energy in the 21st Century, p. 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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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을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많은 변수들로 인해 여전히 논쟁
의 주제가 되고 있다.

1.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과 식량 문제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토지 면적이 전 국토의 0.7%인 600만
헥타르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이 중 50%는 설탕을, 나머지 50%는 에탄
올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글로벌 인구 증가에 부합하는 곡물 재배
를 위한 토지 이용 추세에 상응하기 위해서 사탕수수 재배 대신 곡물 재배
로 전환하거나 또는 곡물 재배지를 사탕수수 재배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써 간접적으로 곡물 재배지를 유지할 경우 국제 식량 가격 안정화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경제적 차원(에너지 안보 및 식량안보)이다. 에탄올과 식량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7~08년 글로벌 식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45% 폭등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럴당 100달러
까지 치솟은 국제유가의 상승,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
에 따른 식량 수요의 급증, 중동에 기반을 둔 국제적 곡물 투기(약 400억
달러),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의 감소, 달러화의 하락, 미국이 옥수수의
생산 대신 에탄올의 생산을 장려하여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 등이 주요 원
인으로 작용했다.46)
46) 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The Facts: Ethanol, Corn, and Food,” p. 4,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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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미네소타 대학의 생태학자와 경제학자의 학제 간 연구 논문은
에탄올과 식량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의 생산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바이오
연료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한
다.47)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한 NGO(British Anti-Hunger Charity Action
Aid) 보고서는 글로벌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2010년경 식량 가격을 30%까
지 급등시키고 약 6억 명을 기아로 유도할 것이며 2020년에는 6억 명의 기
아 인구를 생성시키면서 국제 식량 가격을 75%까지 급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48)
둘째, 환경적 차원(환경안보)이다. 에탄올 생산에 찬성하는 학자(Archer
D. Midland)는 석유 대신 에탄올과 같은 곡물 기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화
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에탄올 생산은 부수적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에탄올의 원료식물이 성장하면서 광합성 작
용을 통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곡물회사인 카길(Cargil)의 회장은 에탄올을
‘현대판 골드러시’로 묘사한바 있다.49) 결국 정부관계자, 기업, 벤처 투자가

ethanol.org/pdf/contentmgmt/FOOD_PRICE_BACKGROUNDER.pdf; U.S. Department of
Energy(2008), “Fact Sheet: Ethanol Basics.” Clean Cities, p. 5. (October)
47) C. Ford Runge and Benjamin Senauer(2007), “How Biofuels Could Starve the Poor,”
Foreign Affairs. (May/June)
48) Magdoff and Tokar(2010), p. 126.
49) Magdoff and Tokar(2010),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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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에탄올 찬성론자들에 의해 에탄올 생산을 위한 관련 토지 수용과
경작면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 개발 반대론자들은 2008~22년 동안 에탄올 생산에 대해
저급한 연방지원금이 2,275억 달러에 달한 데 비해 그 기간에 에탄올의 사
용에 따른 미국의 탄소방출감소량이 불과 1.6%라는 점을 들어 에탄올 생산
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50) 2008년도에 사이언스
(Science)에 기고된 두 편의 논문도 에탄올의 생산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
소를 방출하지 않거나 방출량이 매우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석
을 제시했다.51) 이 연구들은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 변경으로 형성
된 곡물 관련 농장들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산림과 초원에 비해 장기적으
로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분석했다.52) 또한 이들은 옥수
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기계화된 작물 생산은 에너지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찬성론자들은 간과한다고 비판한다.53)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재배는 빠른 속도로 토양을 부
식시킨다. 이런 토양 부식은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
에 재배지역은 다른 경작지로 이동한다.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비와 바람에
의해 에이커당 매년 9톤의 토양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54)

50) William Yeatman(2007), “Ethanol is a Budget Buster,”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July 31)
51) Magdoff and Tokar(2010), p. 129.
52) Magdoff and Tokar(2010), p. 130; Hosein Shapouri et al.(2004), “The 2001 Net Energy
Balance Corn-Ethanol,” Washington DC: US Dept. of Agriculture. (May 20) recited in
Douglas Auld(2008), “The Ethanol Trap: Why Polices to Promote as Fuel Need Rethinking,”
Commentary #268, p. 62.
53) Magdoff and Tokar(2010),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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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토양 부식에 따른 토지 객토를 위한 비용은 매년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55) 환경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산림파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
각한 위협의 하나이다. 대규모의 에탄올 원료식물에 대한 각종 살충제 살
포로 인해 인근 토지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하며 에탄올 생성 후 남은 옥수수
와 사탕수수의 쓰레기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7년 독
일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첸(Paul Crutzen)은 처음으로 화학비료의 주요 성
분인 산화질소(nitrous oxide)가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 온난화의 주범임을
지적했다.56) 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
한다고 한다.57)
셋째, 인간안보적 차원(토지)이다. 에탄올 개발 찬성론자들은 에탄올 생
산이 농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에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탄올 생산에 따른 대부분의 이득
은 생산업자가 획득한다. 더구나 소비자 혹은 에탄올을 생산하지 않는 농
부들은 소비자가의 상승으로 오히려 직간접적 손실을 본다. 예를 들면 미
국의 경우 2002~07년 동안 옥수수와 밀 가격이 20~30% 상승했다.58) 결과

54) R. Lal and F. J. Pierce(1991), Soil Management for Sustainability. (Ankeny, Iow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Society in Coop. recited in David Pimentel(1998), “Energy and Dollar
Costs of Ethanol Production with Corn,” Hubbert Center Newsletter #98/2, p. 3.
55) F. R. Troch et al.(1991), Soil and Water Conserv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cited in David Pimentel(1998), “Energy and Dollar Costs of Ethanol Production with
Corn,” Hubbert Center Newsletter #98/2, p. 3.
56) Magdoff and Tokar(2010), p. 132.
57) Julian Cribb(2010), 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25.
58) Douglas Auld(2008), “The Ethanol Trap: Why Polices to Promote as Fuel Need Rethinking,”
Commentary #26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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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에탄올을 위한 경작면적의 확보와 확대는 식량 가격의 상승 및 곡
물 재배 토지 변경 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농업 생산 패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에서 오랜 세월 생활을 영위한 농부나 토착민의 삶의 터
전을 파괴한다.
브라질의 경우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확대가 과라니(Guarani) 토착민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면서 토지 문제로 브라질 정부와 갈등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59) 그리고 토지 확보와 확대를 위한 기업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토지를 지키려는 토착민과 농부의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사탕수수
경작지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 수준의 적은 임금으로 생활
하면서 영양 부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60)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확대
는 가축 목장주들을 더욱 깊은 아마존 밀림지역으로 내몰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면적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61) 한마디로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산
을 위한 사탕수수 재배면적의 확대는 토지 가격의 2~3배 상승을 유도했고
쌀과 밀과 같은 곡물 재배지역이 축소되면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62)
넷째, 정치적 차원(사회갈등 및 투쟁: 정치사회적 안보)이다. 에탄올 생산
관련 작물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농장의 소유, 임대, 그리고 통제 문제가 새로운 투
쟁이슈로 등장하고 있다.63) 브라질의 경우 2007년 부시 대통령이 브라질을
59)
60)
61)
62)

Magdoff and Tokar(2010), p. 127.
Magdoff and Tokar(2010), p. 129.
Magdoff and Tokar(2010), p. 127.
Dileep Birur et al.(2007), “The Biofuels Boom: Implications for World Food Market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ood Economy Conference, Sponsored by the Dutch
Ministry of Agriculture, The Hague, p. 16. (October 18-19)
63) Grain(2010), “The New Farm Owners,” ch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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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면서 에탄올 관련 상호 MOU를 체결했다. 부시 대통령의 방문 시 브
라질에서는 거대한 민중 및 브라질에 있는 다국적 농촌비즈니스 기업에 속
한 공장 직원의 항의가 발생했다. 브라질에서 이런 사회운동의 주축은 가
난한 농민들이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도시에 거주하는 화이트칼라
에게는 혜택을 줄지 몰라도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식
량 가격 상승 유도, 저임금과 노동 착취에 따른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슈에 불과하다.
다섯째,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차원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의 식량을 에탄올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실천윤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3 이상이 여전히 기아와 굶주림
으로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기준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었
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 문제 해결은 해당 국가만의 책임으
로 결정지을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쉽지는 않지만 에너지 절약을 통
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곡물을 에탄올로 전환한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코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고 할 수 없다.64)

2. 미국의 에탄올 생산과 식량문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학자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은 “바이

64) David Pimentel(1998), “Energy and Dollar Costs of Ethanol Production with Corn,”
Hubbert Center Newsletter #98/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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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탄올은 21세기 식량 문제와 결부돼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 8억 명’ 對 ‘굶어죽지 않으려는 20억 명’ 간에 옥수수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65) 브라질과 달리 미국은 식량인 옥수
수로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더 심각하게 전게되고
있다. 미국이 에탄올 생산에 소비하는 옥수수 때문에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
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탄올 생산 원료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수확을 위해 GMO 옥
수수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것도 문제다. 이와 더불어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
과 비료 등도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른 농산물 재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에탄올 생산이 주요 식량자원인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옥수수 작황 수준은 국제 식량 가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66) 옥수수는 미국의 주요 곡물 중에서 생산량 1위이면서 세계에
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은 세계 옥수수 생산의 37.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3억 1,617만 톤으로 이 중 15~20% 정도를 수출
하고 에탄올 생산에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
인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량의 1/3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가 계속 실시되는
한 옥수수 작황이 나빠질 경우 식량용 옥수수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옥
65) Lester Brown(2011), “The Great Food Crisis of 2011,” Biofuels Watch: The Great Food
Crisis of 2011. http://bio-fuel-watch.blogspot.kr/2011/01/great-food-crisis-of-2011.html
66) American Coalition for Ethanol, “The Facts: Ethanol, Corn, and Food,” p. 4. http://www.
ethanol.org/pdf/contentmgmt/FOOD_PRICE_BACKGROUNDER.pdf; U.S. Department of
Energy(2008), “Fact Sheet: Ethanol Basics,” Clean Cities, p. 5.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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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정부가 옥수수를 사용하는 에탄올
생산에 연방보조금을 제공하면서 국제 식량가격 폭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05~06년에는 14%, 2007~08년에는 20.5%, 그리고 2009~10년에는 1/3에
육박할 정도로 옥수수 생산량 중에서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비율이 급증
하고 있다.67) 이는 당시 글로벌 식량보유고가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옥수수를 재배하
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68) 결국 에탄올 생산에 따른 식량 가격의 상승이
글로벌 차원에서 불과 3%, 그리고 미국 내 차원에서는 1%라는 미국정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에탄올 생산에 식량자원인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국제 식량 가격 불안정 및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식량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곡물의 전분을 발효하여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이 에탄올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자 국제 옥수수 가격이 치솟았다. 미국이 바이오연료
비중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수입량(하루 160배럴)을 대체할 규모로 만
들기 위해서는 미국 전체 농지의 절반을 옥수수 생산에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까지도 부족하게 되므로 축산농가도 타격을 입게 되
어 식료품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67) Fred Magdoff and Brian Tokar(2010), “Biofuels and the Global Food Crisis,” Agriculture
and Food In Crisis, edited by Fred Magdoff and Brian Tok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p. 121.
68) Kathleen Kingsbury(2007), “After the Oil Crisis, A Food Crisis,” The New York Times.
(No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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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옥수수 총생산량 및 에탄올 생산에 소비되는 옥수수 비율

세계은행 소속의 경제학자는 지난 6년간 국제 식량 가격 상승 중 75%는
곡물로부터 추출되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69) 그
는 미국의 옥수수 사용 에탄올 생산은 인간이 소비할 식량을 연료용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농부들이 토지에서 다른 중요한 곡물을 수확하는 대신
옥수수를 더 재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밀과 콩 같은 주요 곡물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기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0)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07년 옥수수 재배지역이 23%까지 급증했는데 이것
은 대두 재배지역이 16% 감소한 결과였다. 2006~07년 동안 미국 내에서 옥

69) Growth Energy(2010), “Ethanol Policy Brief,” p. 8. (April 1)
70) Magdoff and Tokar(2010),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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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의 가격은 부셸당 2.20달러에서 3.50달러로 60% 상승했고, 돼지와 닭
같은 가축사료에 이용되는 옥수수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이 약 15% 상승했다.71) 미국에서 식량 가격의 상승은 모두 소비자에
게 전가되는데 에탄올 생산으로 인해 2007년 동안 미국 소비자가 식량비용
으로 더 지불한 비용은 22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72) 또한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재배지역은 2006년 7,800만 에이커에서 2007년 9,200만 에이커로
증가했는데 이것의 대부분은 대두 재배지역을 옥수수 재배 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73) 이 때문에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대두 가격이 75%
까지 급증했다.74)
둘째, 미국정부가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에 연방보조금을 제공함으로
써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 생산에 주력했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 GMO 옥수수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1년 옥수수 생산량 중 88% 정도가 GMO이다.
이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식량 안정성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의 옥수수 재배는 1991년 에이커당 109부

71) Dileep Birur et al.(2007), “The Biofuels Boom: Implications for World Food Market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ood Economy Conference Sponsored by the Dutch
Ministry of Agriculture, The Hague, p. 5. (October 18-19)
72) Alexander and Hurt(2007), recited in Dileep Birur et al., “The Biofuels Boom: Implications for World Food Market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ood Economy
Conference Sponsored by the Dutch Ministry of Agriculture, The Hague, p. 5. (October
18-19)
73) Dileep Birur et al.(2007), “The Biofuels Boom: Implications for World Food Market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Food Economy Conference Sponsored by the Dutch
Ministry of Agriculture, The Hague, p. 5. (October 18-19)
74) Derek Headey and Shenggen Fan(2010), “Reflections on the Global Food Crisis: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urt? and How Can We Prevent the Next One?” Research
Monograph #165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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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이었던 것이 2011년 147부셸로 약 36% 증가했다. 이런 추이는 향후 계속
되어 2020년까지 29% 정도 더 증가하여 에이커당 189부셸이 생산될 것으
로 추정된다.75)
미국이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2004~07년
세계 옥수수 생산 증가분의 거의 전부가 미국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
되었다.76) 미국 옥수수 농가에 지급되는 한 해 보조금 총액은 평균 50억~
100억 달러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제도 때문에 옥수수 생산 과잉
이 벌어지고 있다. UN과 FAO 등은 미국의 에탄올 정책과 시장 개입에 대
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 남아도는 옥수수 처분과 생산 가능한 농지의 옥수
수 밭 활용으로 미국이 세계 바이오에탄올 시장 석권을 넘보고 있다는 지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식량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에탄올 생산 증가는 옥수수 가격에 중요한 상승효과를 일
으킨다. 식량과 연료의 상관관계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식량가격과 빈
곤문제에 주요 변수가 된다. 옥수수는 미국의 주요 생산 곡물 중에서 대들
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리얼과 과자 및 빵, 그리고 시럽 등으로 식품으
로서의 활용 용도가 방대하다. 한편 소, 돼지, 칠면조, 닭 등을 위한 주요 사
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다른 식품 가
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브라질의 사탕수수와는 달리 미국의 옥수수를 정제할 때 대부분은

75) RFA, Ethanols Facts: Agriculture. http://www.ethanolrfa.org/pages/ethanol-facts-agriculture
76) World Bank(2009), Commodities at the crossroads,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Report,
World Bank,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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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한다. 옥수수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에너지
가 대량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지구 온난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피멘텔(David Pimentel)
코넬대학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1갤런의 에탄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에너
지 열량은 3만 3,012kcal이나 같은 양의 에탄올이 지닌 열량은 1만 940kcal
로 제조 시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77) 또한 농산물 경작 과
정에서도 질소비료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므로 온실가스의 발생도 증
가한다.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에탄올 생산에는 29%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
다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대 쿠차리크(Chris Kucharik) 교수팀은 국립과학저
널 최신호에 미국정부가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미시시피강 일대
농토에 옥수수 재배를 늘리면서 강 하류 멕시코만 일대를 ‘죽음의 해역’으
로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질소비료가 강을 타고 멕시코만으로 흘러가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켜 결국 어류를 폐사시킨다는 설명이다.78) 이 연구는
에탄올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심지어 또 다른 식량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찬성자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옥수수기름,
옥수수시럽,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 등의 부가적 생산물을 얻을 수 있기 때

77) David Pimentel(2003), “Ethanol Fuels: Energy Balance, Economics, and Environmental
Impacts are Negative,” Journal of Natural Resources and Research, Vol. 12, No. 2. (June)
78) Simon D. Donner and Christopher J. Kucharik(2008), “Corn-based ethanol production
compromises goal of reducing nitrogen export by the Mississippi River,” Proceedings of
National Journal of Sciences. Published online on March 10. http://www.greencarcongress.
com/2008/03/study-meeting-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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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에탄올 생산은 미국 경제의 모든 영역에
서 거의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4,000만 갤
런을 생산하는 에탄올 공장이 32개의 전일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지역 공
동체에 부가적으로 12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한다. 미국 에너
지부의 추정에 따르면 에탄올이 10억 갤런 생산될 때마다 1만~2만 개의 일
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소, 돼지, 가금류 산업도 옥수수와 콩을 사료
로 사용하던 것을 고급 단백질과 영양가 높은 증류립(distillers grains)으로
대체하는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3. 종합적 비교분석
미국의 옥수수로부터의 에탄올 생산이 국제 곡물가격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면 브라질의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 생산은 국제
곡물가격에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안
보 차원의 에탄올과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과의 상관관계는 약 3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논쟁의 핵심은 바이오연료 중 하나인 옥수수의
경우 중요한 식량자원이기도 한데, 연로로서의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은 식
량자원을 소모시킴으로서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와 에탄올 개발 ․ 생산자들은 양자의 관계가
무시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동일한 현상을 두고 전혀 상
반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현재까지도 관련 학계는 물론 정부 및 NGO단
체, 환경론자와 개발업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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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곡물 재배를 위해서는 대규모 경작지가 필
요하다. 이런 토지는 초원이나 산림을 파괴하여 형성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곡물 경작지를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토지 변경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후자의 간접적 방법을 사용한
다.79) 브라질의 경우는 사탕수수가 인간 소비에 직접적인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의 생산이 미국의 옥수수처럼 국제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 그러나 에탄올 생산을 위해 아마존 유역
에 위치한 대두 재배 지역을 사탕수수 재배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식량 가
격 인상이 발생했다. 식빵 및 시리얼 등 곡물로 만든 각종 식료품에는 원료
물질로 설탕이 함유된다. 설탕 가격 상승이 이들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유
도하기 때문에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도 광의의 개념에서 식량 가격의 상승
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옥수수와 같은 에탄올 원료식물은 밀과 달리 더 많은 물이 필요하므
로 수자원을 고갈시킨다.80) 브라질의 사탕수수는 옥수수보다도 더 많은 물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옥수수가 1갤런(1gallon＝약 3.79리터)의 에
탄올을 생성하기 위해 물이 약 1,000갤런 필요하다면 사탕수수의 경우 1갤
런의 에탄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2,200갤런의 물이 필요하다.81) 또한 에탄올
을 생성하기 위한 경작면적의 확보나 확대를 위해 산림이 파괴된다. 브라
질의 경우 현재 에탄올 생산의 80%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2,500km
79) Derek Headey and Shenggen Fan(2010), “Reflections on the Global Food Crisis: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urt? and How Can We Prevent the Next One?” Research
Monograph #165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p. 29.
80) Magdoff and Tokar(2010), p. 125.
81) Magdoff and Tokar(2010),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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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중남부에 위치한 상파울로 주에서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북동
부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점차적으로 아마존 지대로 이동하고 있다.82) 이렇
듯 수자원과 삼림자원 훼손은 곡물 중심의 식량위기가 아닌 다른 식량위기
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탄올 생산 정책은 국내외적으
로 또 다른 식량안보 위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제식량정책연구
소(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
료의 생산이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
상대로라면 옥수수 가격은 26~72%, 밀가루 가격은 8~20%, 설탕 가격은
12~27% 상승할 것이다.83) 시리얼과 같은 다양한 식료품에 필수품으로 첨
가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은 궁극적으로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이것이 식량
가격의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에탄올 생산은 다양한 환
경안보, 인간안보, 정치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유도, 그리고 윤리 및 도덕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아 문제의 해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브라질과
미국이 에너지, 에탄올, 식량 등의 문제가 상호복합적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
이 높다.

82) Marcus R. Xavier(2007), “Issue Analysis: The Brazilian Sugarcane Ethanol Experien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 7. (Febuary 15)
83) Julian Cribb(2010), 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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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탄올, 식량, 그리고 국제정치의 함수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의 10년 그리고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의
10년 동안 국제정치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세기 글로벌 차원에
서 에탄올의 생산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유정점 이론과 국
제유가의 급상승, BRICs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석유정점은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
거리지만 2010~20년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84) 이와 함께 OPEC
국가가 존재하는 중동에서의 정치적 불안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석연
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급증은 급기야 기후변화협약을 이
끌어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각국은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 그리
고 환경위기와 환경안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런
딜레마의 해결책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에탄올의 개발과 생산이다.
그러나 에탄올 생산은 또 다른 식량위기와 식량안보의 위협을 가져오며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에탄올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제1차 석유파
동이라는 에너지 위기 때문이었다.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브라
질의 에탄올이 미국의 에탄올보다 생산성과 생산비가 좋다. 이 때문에 미
국은 2011년 말까지 미국산 에탄올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값싼 브라질산
에탄올의 수입을 관세를 통해 규제해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외국산 에탄

84) Julian Cribb(2010), 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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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갤런당 54센트(리터당 14센트)의 관세를 부과했
다. 미국의 관세 때문에 브라질산 에탄올은 관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미국
에서 수입특혜를 제공하는 중미와 카리브 국가를 간접적으로 경유하여 미
국으로 유입되었다.85) 한편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CARD(the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연구는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수
입하는 에탄올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6) 이 예측이 맞을 경우 2012년부터 브라질
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옥수수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발생할 것이다.

1. 브라질의 입장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이 국제정치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탄올 생산에 따른 국제 설탕 가격 등락으로 인
한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위기에 대한 영향이다. 둘째, 중남미 내의
미국-베네수엘라-브라질의 국제정치적 상관관계이다. 셋째, 브라질과 미국
간 에탄올 수출입 관련 상호관세 폐지에 따라 장래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
여부이다.
85) Barry D. Solomon et al.(2007), “Grain and Cellulosic ethanol: History, economics, and energy policy,” Biomass and Bioenergy, no. 31, p. 420.
86) Derek Headey and Shenggen Fan(2010), “Reflections on the Global Food Crisis: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urt? and How Can We Prevent the Next One?” Research
Monograph #165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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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위기에 대한 영향이다. 사탕수수는
설탕의 주요 원료이다. 또한 설탕은 각종 곡물의 주요 첨가물이다. 이 때문
에 국제 설탕 가격의 등락은 간접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의 등락에도 영향
을 미친다. 설탕 가격-곡물 가격-국제유가-에탄올 생산 등이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사탕수수 생산국이며 수출국이고
또한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며 수출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브라질의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 생산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식량위기에 미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미국-베네수엘라-브라질의 국제정치적 상관관계이다. 2007년 부시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한 것은 브라질과의 에탄올 개발과 생산 그리고 수
출입 관련 MOU의 체결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브라질
산 에탄올의 수입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외교적 차원에서 견제하는 역
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수입국이다. 따
라서 미국은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차베스의
몰락을 유도하겠다는 정치외교적 복선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에
탄올 수입 관세 폐지가 확정되기 전 브라질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과 수출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는 중국과 인도
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에탄올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브라질과는 달리 자급
자족 수준에 이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소비자는 미국이다. 비록 미국이 에탄올 생산량에서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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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추월했지만 자동차 총 보류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볼 때 미국
이 에탄올을 수출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에탄올 관
련 수출시장이 형성될 경우 브라질은 최대 에탄올 수출국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의 경쟁구
도이다. 2010년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
하고 브라질은 에탄올을 약 50만 배럴 생산했다. 석유와 에탄올을 포함한
유동연료의 총생산량에서 양국은 2013년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생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또 다시 승리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의 외교적 반미 노선은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의 최대수입국인 미국이 석유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브라질로 변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베네수엘라는 친중국 및 친러시아 노선을 선택하여 미국-브라질 에너지 동
맹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 폐지에 따른 장래 에탄올 카
르텔의 형성 여부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은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007년 브라질과 미국은 에탄올 관련 상호 MOU를 체결했다.
브라질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해
온 갤런당 54센트(54 ＋ ad valorem tariff of 2.5%＝59센트)의 특별관세에
대한 철폐이다. 미국은 매년 의회를 통해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에 대한 관
세 철폐를 연기했지만 2011년 말 드디어 이 관세조치를 철폐했다. 이에 따
라 브라질은 카리브 연안 국가를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미
국으로 에탄올을 수출하는 길이 열렸다.
2011년까지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브라
질은 에탄올 수출선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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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세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지정학적 차원에서 브라질-중국 라인보다는
브라질-미국 라인이 상당 기간 존속할 전망이다. 중국은 중남미 국가의 다
양한 자원개발과 투자에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전형적인 사례
로 반미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폐지는 에탄올 산업에 대
한 중국의 공격적 대응을 상당 기간 봉쇄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한편 미국과 브라질 간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왜냐
하면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글로
벌 차원의 화석연료 고갈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원민족주의의 급등이 형
성돼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카르
텔의 형성 여부도 중요하다. 이처럼 에너지자원에 관련해서 글로벌 차원의
갈등구조와 경제적 블록 및 동맹이 결성되는 상황이므로 전 세계 에탄올 생
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브라질은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을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 폐지는 장래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입장
미국의 경우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적으로 중
동, 특히 OPEC 국가에 의존했던 석유 수입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다. 부시행정
부는 2006년부터 매년 55억~73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에탄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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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0년 옥수수로부터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핵심적 사업이 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개발과 생산은 농민들에게 수익을
분배함은 물론 에탄올의 원료식물에 대한 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서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보
조금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옥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이 자국의 이익 추구 측면에
서 장려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직 ․ 간접적으로 미
치는 악영향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에탄올 정책 및 국제사회에서 주요
식량인 옥수수를 둘러싼 식량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브라질의 사탕수수 가격과 미국의 옥수수 가격을 비교할 때 생산
비 측면에서 미국의 옥수수 에탄올은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과 가격경
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에탄올 소
비량이 가솔린 소비량의 10%에 도달했다. 미국은 자국의 에탄올 생산을 장
려하기 위해 처음에는 갤런당 54센트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2009년부터 이 보조금은 갤런당 45센트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은 에탄올
소비량의 약 10%를 수입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54센트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에탄올 관련 보조금과 관세는 2011년 말에 폐지되었다. 결
국 브라질 에탄올에 대한 미국의 특별관세가 사라짐으로써 미국 내 옥수수
가격의 상승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에탄올이 운송연료의 10%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실천하
기 어려운 정책이다. 결국 에탄올 10% 첨가 대신 E15 혹은 E20의 혼합이

6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미국 자동차 엔진을 수정해야 하는 장기
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2011년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아랍의 봄’이 발생하기 시작
한 배경에는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대란이 있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
기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식량위기 때문에 국제경제
상황이 보다 더 악화되기도 했었는데, 2012년 미국 중서부에 발생한 56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글로벌 식량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경우 국제사회 내
기아와 사회적 불안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작물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저개발 국가에게
불안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옥수수 가격 상승은 육류나 가공식품의 가격 상
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품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미국 농무부는 2012년 옥수수 생산이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108억 부
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87) 이 중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양이 수확량의
42%인 45억 부셸로 산정되는 상황에서 세계 곡물시장에 공급될 옥수수 양
이 대폭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UN 산하 FAO, 심지어 미국 내
환경보호국(EPA)까지도 미국에게 에탄올 생산 정책에 대한 제고, 즉 국제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에탄올 의무생산조치를 잠정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
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 역시 동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옥수수 에탄올 생산 감축 요구를 거부했기 때
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위험성에 대

87) U.S. Department of Agriculture(2012), Grain Stocks. (Mar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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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처럼 에탄올 연료 감축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옥수수 생산지대인 ‘콘벨트(cornbelt)’ 지역을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
옥수수 농민, 에탄올 회사, 자동차 회사 간의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옥수수 에탄올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정부가 에탄올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에너
지 수급 문제 이외에도 바이오연료에 투자한 기업과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
는 농가에 불확실성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에탄올 사용 확대로 미
국의 대외 수입 석유의존도가 2005년 60%에서 2012년 초반 약 46% 정도
로 낮아졌고, 미국의 에탄올 수출도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이
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미국의 에탄올 연료 수출 변화 추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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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에탄올이 이미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에탄올 생산이 중단될 경우 원유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세계 경제에 악영
향을 끼치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곡물 가격과 유가의 동
반상승이라는 ‘쌍둥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원 빈국들의 경우 큰 경
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옥수수 에탄
올 생산을 계속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농
경지에서 대체에너지 생산 경쟁을 벌이면서 한정된 땅을 두고 식량과 에너
지가 경합하는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위기나 식량위기 모
두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제정치적 시작에서 에너
지패권, 식량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난
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3. 종합적 비교분석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 산업의 집중화와 통합화 과정
은 국내적으로 노동 조건의 악화, 토지소유자와 농민들 사이의 불평등과
토지 소유에 대한 갈등과 투쟁, 열악한 노동임금으로 인한 농촌의 빈곤 등
의 정치 ․ 경제 ․ 사회 ․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브라질의 에
탄올 생산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국제 에너지 및 식량위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브라질의 에탄올은 라틴아메리카 역내의 미국-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에너지 및 식량 소비국인 중국과 식량소비국이지만 에너지 생산국인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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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의 외교적 역할 구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에탄올 정책은 대외 수입 석유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
너지 독립을 추구하고, 파생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일자리 창출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정
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주요 곡물인 옥수수가 에탄올 원료
로 사용된다는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 생산에서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므로 미국의 에탄올 정책에
따라 식량 공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나
쁘거나 에탄올 생산이 증가할 경우 국제사회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브라질과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다. 첫째, 국토 면적이
비슷하다. 둘째,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이 대규모이다. 셋째, 양국
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에탄올 생산을 선도해왔으며 현재 거의 세계 에탄
올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넷째, 에탄올 소비를 위한 자동차 산업 인프
라가 잘 발달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동시에 보
유국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6번째 자동차 생산국이며 세계에서 5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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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동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88) 양국의 많은 차이만큼 에탄올과 관련
된 이 같은 동질성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에탄올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에탄올 카르텔의 형성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경제와 산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이다. 이처럼 미국과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성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 있다.89) 첫째, 양국
모두 곡물 관련 재배에 적당한 기후와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가운데, 브라
질은 미국에 비해 에탄올 생산에서 본문에서 지적했듯 다양한 국가적 그리
고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특히 가솔린에 의무적으로 에탄올을 20~25% 혼
합하여 사용토록 한 것은 브라질만의 획기적인 조치이다. 그리고 이를 위
한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브라질이 국가 차원에서 국영석유회사를 통
해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미국은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 외에는 실질적으로 FFV 차량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이
면서도 FFV 차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2장에서 지적했듯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산 활성화가 항상 우호
적인 환경에 있지는 않았다.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하거나 국제 설탕 가격
이 상승할 경우 에탄올 원료 재배 및 생산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
에 직면했다. 이런 기간은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
88) 대략 미국은 1억 세대에서 2억 대의 차량을 보유해 세대당 평균 2대를 보유 중인데 반해
브라질은 5,000만 세대에서 2,500만 대의 차량을 보유해 세대당 평균 0.5대를 보유한다.
89) 이하 Sandalow(2006), pp. 4-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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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이 기간에도 브라질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가솔린에 에탄올의 혼
합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에탄올 생산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을 극복하도록 노력했다.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 국가 주도 경제는 에탄올
관련 민간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와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것이 브라질에서 에탄올 관련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
던 중요한 이유이다.
셋째, 브라질의 에탄올 사업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에탄올 사업이 국
제 유가와 국제 설탕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물론 에탄올 사업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 그
러나 유가와 설탕 가격은 항상 변동이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에탄
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에탄올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 유
가와 설탕 가격을 고려하여 FFV의 차량에 대한 에탄올 가격 및 비율을 조
정한다.
마지막으로, 값싼 노동력과 함께 유전자 조작 사탕수수를 생산하여 가뭄
과 병충해에 더 강하고 당분 함유량이 더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탄올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사
탕수수 1헥타르(hectare＝2.5acres)당 에탄올 생산량이 1970년대 중반 2,000
리터(520갤런)에서 30년 후에는 3배인 6,000리터로 증가했다.90) 그리고 사
탕수수 생산비용은 50% 절감했다. 이처럼 에탄올에 관련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발전은 상품으로서 에탄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90) David Sandalow(2006), “Ethanol: Lessons from Brazil,” A High Growth Strategy for
Ethanol, Aspen Institut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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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산된 에탄올은 주로 일본과 스웨덴으로 수출한다. 수출액수는 2005년 6
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억 달러에 이르렀다.91) 한편 이런 기술력은 미
국도 유사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7년도에는 에이커당 127부셸을 생산
했지만 2007년도에는 151부셸을 생산했고 2015년도에는 173부셸, 그리고
2030년도에는 250~300부셸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2)
이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에탄올의 국내
사용이다. 한국은 브라질과 미국처럼 영토 면적이나 기후 조건으로 볼 때
대량의 사탕수수 혹은 옥수수를 재배하여 에탄올을 생산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의 수입과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수입의 다양
화를 위해 브라질로부터 에탄올 수입을 고려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브라질
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계 자동차 부분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므로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
후변화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정책
이 등장할 것이다. 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에탄올을 혼합할 수 있
는 저탄소 자동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가솔린에 2%의 알코올 혼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했듯 10%까지 에탄올을 혼합해도 자동차 엔진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성능에도 큰 문제가 없다.93)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
91) Ibid. p. 2.
92) Clean Fuels’s Development Coalition(2008), “Issue Brief: The Impact of Ethanol Production
on Food, Feed and Fuel,” A publication of Ethanol Across America, p. 4. (Summer)
93) 에탄올의 혼합량이 10% 이상일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에탄올
은 가솔린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
다. 다른 하나는 에탄올은 가솔린보다 물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든 엔진의
부품을 부식할 위험이 있다. 이 외에도 에탄올은 가솔린보다 연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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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에탄올 수입 관련 무관세를 실행하여 한국도 더 값싸고 더 친환
경적인 에탄올을 10%까지 혼합하도록 허용하는 등 연료정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탄올 관련 국제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세정책을 더 우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연료에 대한 10%
에탄올 혼합 시행은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관용차에 우선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에탄올 관련 친환경 교육을 통해 유도한 후 미
국처럼 10% 의무적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를 통해 지적한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다.
한국은 국내 소비 식량의 90%를 수입하는 식량수입국이다.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쌀의 자급률을 제외하고는 대두의 자급률은 8.7%, 그리고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94) 특히 2012년 미국의 옥수수 산지인
북동부 지역에서 역대 최대의 가뭄이 발생해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
해 12.8%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44% 폭등할 전망이다.95)
2013년 국제 옥수수 가격의 폭등은 2008년과 2011년의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여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에서 이는 미국산 수입 옥수수에 대한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며 옥수수
관련 각종 식품에 대한 물가 폭등을 유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11년 브
라질의 사탕수수 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국제 설탕 가격이 폭등했다. 앞에

브라질의 경우 에탄올 가격이 가솔린 가격보다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만 가격경쟁의
조건이 된다. 이런 연유로 100% 에탄올 자동차의 경우 매우 뛰어난 자동차 엔진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에탄올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탄올 vs. 가솔린 가격의 불안정
성이다.
94) 농촌진흥청(2011), ｢세계 식량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p. 178. (12월)
95) 김화년(2012), ｢반복되는 국제 곡물가격 파동｣, 뺷CEO Information뺸, 제864호, p. 1.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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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적했듯 설탕은 직접적인 곡물은 아니지만 각종 곡물에 첨가되는 주
요 원자재이다. 이 에탄올을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의 국제
가격변동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국제 동향에 대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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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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