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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South-East Asia, India·South Asia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러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동남아 인도 남
· 아시아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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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인도‧남아시아

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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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유 및 가
스, 광물 등 자원 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경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러 국가
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
한 보고서 및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신흥경제국
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머리말
이 중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 연구 활성화를 위
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5년
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터키’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 9개 지역(인
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의 국
가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집 발간을 통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
력이 증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논문의 선정 단계
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의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원내외 심사위원 및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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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 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역대 정권의 종족과 종교갈등 양상
Ⅲ. 신정부의 대응과 성과
Ⅳ. 맺음말: 요약 및 전망

“We need and try to state building, nation building, and peace building.”
Interview with U Soe Thein, Minister, Office of the President(2013. 7. 23)

Ⅰ.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개혁개방의 최대 국면을 형성하며 향후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 종족과 종교갈등의 양상과 정부의
대응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민통합의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다.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애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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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에 걸쳐 빠른 개혁 행보를 보여 왔다. 장기간의 군부독재가 지속되
는 동안 모든 국가자원은 지도자 1인을 위해 동원되었고, 제도는 지도자의
편의에 따라 임시변통적으로 도입,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개혁의 주된 방향은 왜곡되고 뒤틀린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동원된
자원을 고유의 역할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정상국가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도와 법령의 도입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
닐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시행할 행정력의 확충, 관료
사회의 전환 등은 제도와 법령의 정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군
부통치의 유산 청산, 관료사회의 역량 배양, 국가 내 분열 양상의 극복과
국민통합이 응집된 신정부의 과제는 바로 종족과 종교 문제의 해결이다.
돌이켜보면 민간정부(1948-62년)의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 중 하
나는 정부의 효율적인 소수종족 정책의 실패였고, 군부정권(1962-2011년)시
기에서도 중앙정부는 소수종족들을 탄압하였다. 즉 미얀마와 같이 다양한
종족들이 공존하는 복합사회는 다원성에 근거한 통치제도와 철학이 필요하
다. 그러나 미얀마는 다수와 소수, 중앙과 지방, 지배와 피지배 등 이분법적
관계로 긴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통합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얀마에게 국민국가(nation
state)는 낯설고 험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다수종족과 소수종족 간의 대립은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종족성(ethnicity), 즉 정체
성이 대립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미얀마도 영토개념이 불분명한 왕조사
회가 타의적으로 외부 통치자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연방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종족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자각했다(박장식 1993, p. 58).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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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영투쟁 과정에서 까렌족(Karen)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종족들이 다수
인 버마족(Burman)을 배제하고, 일본 및 영국과 군사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종족 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면을 연출했다. 이러한 균열 구도는 독립 이
후 본격적인 종족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소수종족과 중앙정부의 대결 국면은 군사정부가 50년간 국민 위에 군림
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버마족이 다수를 이루는 군사정부는 식민지 기간
동안 행한 소수종족의 행적을 국가 모반행위로 간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는 소수종족과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행동을 선택했고, 이들의 정체
성을 인정하는 강압적 동화에만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독립 또는 자치권
을 주장하는 소수종족의 요구를 정치적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통
치를 정당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고착화된 일종의
‘내부 식민지사관’은 현재까지 명맥을 계승하고 있다(장준영 2013, pp.
83-88).
종교갈등 양상은 시각과 상황에 따라 다른 측면을 보인다. 미얀마 국민
의 대다수가 불교도라는 측면에서 소수 종교도와의 갈등은 그리 대단치 않
은 문제로 굴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종족문제와 마찬가지로 인
권탄압 및 억압과 불평등의 지속은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나아가 소외와 차별은 다원성에 근거한 민주주의국가 건설을 목표하는 신
정부의 과업과도 상반된다.
종족 및 종교갈등은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역대 정부의 붕괴를 조장하거나 국내적 위기를 가중시킨 중요 사안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국가가 처한 위기와 분쟁을 효율적으
로 관리‧통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에 무관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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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소수종족과 종교갈등으로 인해 정부가 전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특히 군부통치가 지속되는 동안 물리력을 전시하는 군부의 태도로 보아 국
가 내 분쟁이 그들의 집권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정상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회 저변에 정착된 고질적인
병폐인 종족과 종교갈등은 우선적인 청산과제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종족
과 종교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론분열의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며,
연방의 분열도 불가능하지 않다. 종족 및 종교갈등 두 문제를 두고 미얀마
의 민주화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역대 정권의 종족과 종교갈등 양상
1. 종족 및 종교분쟁 양상
미얀마의 국론분열 양상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 시작되었다. 영국이 다수
종족인 버마족의 결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이른바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에 의거 행정구조가 재정비되었다. 이로 인해 식민 미얀마는
버마족 중심의 행정버마와 소수종족 중심의 변방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인
도인, 중국인 등 외래동양인과 함께 후자는 식민정부에 적극 동조하는 대
가로 각종 이권을 취했고, 2차 대전 참전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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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했다. 또한 각 소수종족들은 식민시기를 통해 느슨하게 구조화됐던
종족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일례로 까친족(Kachin)의 한 종족으로 간
주됐던 친족(Chin)이 독립적 종족 반열에 올랐다.
1941년부터 일본이 미얀마에 진주할 당시 아웅산(Aung San)을 비롯한 버
마족 독립 운동가들은 일본과 동맹한 반면, 까렌족은 영국의 편에 서는 등
내부적으로 이익관계에 따라 종족별 균열이 심화되었다. 전통적으로 토호
(土豪)에 의존하던 왕조시대 행정구조의 폐지와 함께 종족별 유대에 따라
재편된 행정제도는 미얀마의 종족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Taylor 1995, p. 58; 박장식 2003, p. 223).
위 사실은 자명하지만 독립 이후 발생한 소수종족과 중앙정부간 분쟁의
결정적 원인은 독립 후 출범한 정부의 정책과 소수종족에 대한 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역대 미얀마 정부는 소수종족 문제는 전적으로 영국의 불순
한 의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항명해 왔지만, 왕조시대 통치체제와 소수
종족에 대한 인식 등 내부 식민지사관의 부활로 이해되어야 한다(Steinberg
2010; 장준영 2013, p. 78). 즉 독립 이후 정치환경을 왕조시대와 동일하게
형성하려했던 당대 정치엘리트의 사상은 정체성과 유대관계라는 새로운 관
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다.
독립을 목전에 둔 1947년 2월 12일, 아웅산은 친족, 까친족, 샨족 등 다수
의 소수종족을 샨주의 삥롱(Panglong)에서 회합하여 독립 후 연방의 행정제
도에 합의했다.1) 회담 결과에 따르면 독립 이후 연방은 버마족 지역, 샨주,

1) 이 날은 연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나 당시 회담에는 몽족, 뻘라웅족, 빠오족 등 정체성이 확
인되는 종족들이 배제되었다. 대신 종족 수가 많지 않은 친족이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형평
성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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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친주, 꺼야주2), 잠정적 까렌주, 측 특별주 등 6개 주로 구성되며, 샨주와
꺼야주는 10년 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연방에서 분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까렌족은 삥롱협정에 참관자로 배석했고, 2차 대전 당시 영국으로부터
보장받은 독립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1949년 1월, 까렌족을 필두로 소수종족들이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연
방이 제시한 자율성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불만, 까렌주 영토 문제, 정부군
의 까렌족 학살 등이 그 이유였다(Zaw Oo and Win Min 2007, p. 6). 아웅산
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그가 이끌던 인민의용군(PVO: People’s Volunteer
Organization)의 공중 해체와 이들의 지하운동 유입, 급진적 공산세력과의
결탁으로 인해 정국은 순식간에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나아가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패퇴한 국민당 잔군이 미얀마 동북부 샨주로
유입되었고, 정부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해 이 지역도 무법지대로 혼란해
졌다.3)
까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을 중심으로 한 까렌족은 떠닝
다이주, 에야와디주를 비롯하여 양공주에 편입된 한따와디 지역, 인쎄인 지
역, 버고 등 까렌족이 광활하게 거주하는 지역을 까렌족 자치주로 설정하
는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U Poe Kalay 2011, pp. 57-58). 이에 대해 우
누(U Nu) 총리는 근본적으로 까렌족의 자치주는 불허하고, 까렌족이 제안

2) 이 지역의 다수 거주자인 꺼야족은 독립 당시 까렌니, 즉 붉은 까렌족으로 불렸다. 그러나
1951년 헌법 개정 당시 꺼야족은 자신들을 까렌니가 아니라 꺼야족으로 칭하고, 주 명칭도
꺼야주로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1952년이 되어서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3) 까렌족, 버마공산당, 구군부 세력인 인민의용군의 연합으로 시작된 대정부투쟁은 삽시간에
국가 전역으로 확대되어 내란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Lintner(1994, pp.
1-8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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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까렌족 자치주는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
고 정면으로 반박했다(U Poe Kalay 2011, pp. 57-58).
두 번째 내란은 정부군의 국민당 잔당세력 소탕작전과 함께 발생했다.
정부군의 군사작전에서 지역민인 샨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은 정부
의 연방제 불허안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이미 연방 발전안이 중부
미얀마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민당 잔당들이 미얀마 영토에 침
입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샨족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58년부터 반정부 투쟁에 돌입했다(Zaw Oo and Win Min 2007, p.
6). 샨족들은 까렌족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연방주의를 주창했는데, 당시
대통령인 싸오 쉐다익(Sao Shwe Thaik)은 버마족과 소수종족의 권한이 헌법
에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운동(Federal Movement)’4)
을 전개한 상황이었다(Smith 2007, p. 31).
한편, 1961년 까친독립기구(KIO: 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를 결성
한 까친족은 우 누 행정부의 불교국교화에 반기를 들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
다.5) 기독교 까친족은 불교국교화를 두고 중앙정부가 버마족화(Burmanization)
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확인했다(Graver 1993, p. 56). 까친족의 다수가 기독교

4) 싸오 쉐다익은 중앙정부의 불교국교화에 명확히 반대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삥롱회담 당시 결
성된 연합고산족 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United Hills People) 의장 자격으로 샨주의 주
도인 따웅지에서 친족, 까친족, 샨족을 비롯하여 까렌족, 꺼야족, 몽족, 여카잉족 등 226명의 대
표단을 초청하여 이 연방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아웅산이 생전에 주창한 자치주에 근거한 연
방주의에 의견을 합치했다. 그러나 아웅산의 사망 후 우 누의 지시를 받은 찬퉁(Chan Htun) 헌
법제정 위원장이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unitary) 국가 형태로 헌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5) 식민지시대 전개된 독립운동에서 버마족은 종족, 언어, 종교 등 3대 모토를 내세웠고, 독립
이후에도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계승했다. 그러나 소수종족들 입장
에서 종족은 버마족, 언어는 미얀마어, 종교는 불교 등으로 소수종족의 권익은 보장되지 않
는 연방의 미얀마화 또는 불교도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BCES 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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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였기 때문에 투쟁의 명분은 종교였으나, 종족간 불평등과 중앙정부의 자치
권 부여 거부 등 독립 이후 축적된 불만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삥롱협
정에 합의한 샨족, 까친족, 친족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삥롱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소수종족들도 정부의 정
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58년 네윈(Ne Win)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는 소수종족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실시했다. 1950년대 말이 되면서 자생력이 없는 반군들은 대부분
와해되었다. 공산당, 까렌족, 까렌니 등 소수의 종족들만이 무장전선에 남
게 되었다. 군부정권을 탄생시킨 이후인 1975년에도 소수종족에 대한 군
부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실시되었고, 무장반군의 영역은 더욱 위축되
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1975년 5월 1일, 까렌민족연합(KNU)이 중심이 되어
총 9개 종족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민족민주전선(NDF: National Democratic
Front)을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정부의 군사작전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목적을 설정띠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적 생존이 용이하지 않았던 민족민주
전선은 1984년 분리 독립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선택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버마족으로 구성된 버마공산당과 소수종족으로 구성된
민족민주전선(NDF) 간의 융합은 중앙과 지방의 대립을 축소한 형국으로,
공생 자체가 불가능했다.
분리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족적 이해관계
로 변질되었다. 다양한 소수종족들은 연대, 분파, 재조직을 반복하며 와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일부는 영토와 자원 점유를 두고 각축을 벌였고, 일
부 소규모 집단들은 범죄단체로 전락해버렸으며, 정부군의 소탕작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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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산악지대로 주요 거점을 이동했다. 군자금이 모자란 종족들은 지역민
들에게 불법 징수를 하거나 국경무역에 개입 하거나 밀수하는 등 비합법적
인 행동을 일삼으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ICG 2011, p. 2).
종교분쟁은 종족분쟁과 별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즉 1961년 불교국교화
안건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소수종족의 대다수는 불교도가
아닌 기독교도로서 종교도 이들이 받는 다양한 차별 가운데 하나였다. 그
러나 까렌족, 까친족 등 기독교도들은 종교보다 분리 독립 또는 버마족과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대정부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기독교들에 비해 무슬림에 의한 종교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삥롱회
담에 초대받지 못한 여카잉주의 주민들과 이 지역 소속의 무슬림들은 독립
직후 자치주를 요구했다. 특히 여카잉주 북서부에 거주하는 로힝자족
(Rohingya)6)은 무슬림 자치주 건설을 내세우며 독립과 동시에 대정부 투쟁
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1947년 8월 20일 두보차웅선언(Dubbo Chaung
Declaration)에 따라 자파 카왈(Jafar Kawal, 본명은 자파 후세인)은 여카잉
주 내 무슬림 자치주 건설을 목적으로 무자히드(Mujaheed)당을 창당했다.

6) 2002년 기준 여카잉주 인구는 30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70만-150만 정도가 무슬림으로 추정
된다(Smith 2002, p. 18). 여카잉주 북서부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되는 80만 명의
로힝자족이 거주한다. ‘로힝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미얀마어로는 ‘옛
마을의 호랑이’란 의미인 ‘유아하웅가쟈’(ywahaunggakya)이다(박장식 2000, p. 283). 로힝자
라는 인명에 대해 또 다른 학설로는 고대 여카잉왕국의 수도인 로한(Rohan), 로함(Roham),
로샴(Rosham) 등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 지역민이라는 의미에서 로샨지(Roshangee)에서 로
힝자로 굳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언어적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
며, 로힝자라는 용어는 독립 이후 연방정부에서 사용된 일종의 ‘창조된’(invented) 용어이다
(Nemoto n.d. pp. 7-8). 또한 유잉자(Ywingya), 즉 여카잉어로 집시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
는 로힝자족도 있다. 지역적으로 로힝자족은 북부 여카잉주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가리키는
반면, 여카잉주 전체에 거주하는 무슬림 집단들을 ‘여카잉 무슬림’(Arakanese Muslim)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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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힝자족은 곧 수난의 시대에 돌입했다. 아웅산을 암살한 배후세
력이 버마적기공산당(CPB: Communist Part of Burma 1989년 공식적으로
해체)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카잉주 출신이었고, 이를
빌미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공세를 시작했다(Christie 1996, pp. 164-165).
또한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한 시기(1942-45년)에 로힝자족은 자치권을 보
장받는 조건으로 영국군에 가담했고, 이러한 이유로 독립 이후 중앙정부는
이들을 탄압해 왔다. 결국 1942년7)과 1948년 발생한 폭동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당수의 로힝자족이 인도로 피신했다. 이 때 로힝자족
은 군대를 결성하고 당시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 정부에 여카잉주 합병을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자족을 국민통합에 저해되
는 장애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박장식 2000, p. 284).
최초의 조직화된 무장단체는 로힝자독립군(RIF: Rohingya Independent
Force)으로 1964년 4월 26일 B. A 자파라고 알려진 자파 하비브(Jafar
Habib)와 술탄 아메드(Sultan Ahmed)가 마웅도(Maungdaw)에서 결성하였다.
이 단체도 로힝자족의 자치주 건설이 목적이었으나 조직력의 부재로 인해
와해되었다. 1969년 로힝자독립군(AIR: Rohingya Independent Army)으로
개칭한 로힝자독립군(RIF)은 1973년 9월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 싹달라
(Sack Dala)에서 로힝자 애국전선(RPF: Rohingya Patriotic Front)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인도로부터 동파키스탄이 독립함으로써 이들은 조직적인 체계
를 갖추었는데, 1974년에 이르러서는 누를 이슬람(Nurul Islam)이 의장, 샤
비르 후세인(Shabbir Hussain)이 부의장 겸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어 로힝자
7) 이 폭동으로 인해 10만 여명의 무슬림이 사망했고, 8,000명이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으
로 피난을 갔으며, 307개의 로힝자족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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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자치주 실현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로힝자독립군(RPF)은 1978년부터 극심한 내부 균열 현상을 보이면서 급
속히 쇠락하였다. 일부는 국제사회 지지자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세력 내 기
득권 확보를 위해 동족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치주
획득을 위한 로힝자족의 노력은 이제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어 로힝자족의
신의를 저버리는 형국으로 전락했다. 1995년 이후 로힝자족은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다양한 파벌을 하나로 규합하여 국제사회와 이슬람 국가들의 지
원을 유도했으나 내부적인 균열과 갈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 정부의 대응과 성과
가. 민간정권(1948-62년)
독립 후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미얀마는 우 누를 총리로 하
는 민간정부(1948-58년, 1960-62년), 네윈이 이끈 군사정부(1958-60년,
1962-88년)8), 3인의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체제로 권위주의의 강도가 높아
진 신군사정부(1988-2011년) 세 시기로 나눠진다. 정치체제는 민간정부에서
주창한 민주주의와 군부권위주의로 양분된다.
소수종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각 정부는 체제의 성격에 따라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직 최고 지도자 1인에 의한 사태 파악 및 해
결책 제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민간정부 당시에는 우 누의 불교를 바
8) 네윈이 주창한 사회주의시기는 1962-74년, 1974-88년 등 두 시기로 양분되지만 헌법의 유무
에 따른 것이고, 후자가 민간정부라고 하더라도 네윈이 실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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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정치철학이 소수종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가 되었고,
군인인 네윈은 극단적 민족주의(chauvinism)를 내세워 버마족 중심의 강제
적 병합을 추진했다. 네윈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신군부도 소수종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버마족 중심의 통합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세 정권의 공통점은 연방의 분열은 불가하다는 원칙이며,
이는 아웅산이 삥롱회담을 개최할 당시부터 고착화된 것이었다.
1949년 1월 뻐떼잉(Pathein)을 중심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까렌족이 독립
을 표방하자 우 누 총리는 까렌족 대표인 쏘바우지(Saw Ba U Gyi)에게 “민주
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회에서 까렌족의 독립 요구를 승인하면 독립이 가능하
다”(U Poe Kalay 2010, p. 65)는 의견을 피력했다. 까렌족은 우 누가 언급한
정부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후 독립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1949년 1월부터 시작된 소수종족의 대정부 투쟁으로 정부는 ‘양공정부’
라고 불릴 정도로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1958년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
(arms for democracy)’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 약 5,500명 이상의 반군이 무
장 투쟁을 포기하고 정당 창당으로 전환했다(Smith 1999, p. 168). 본 프로
그램에 동조하지 않은 무장단체도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국론분열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민간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소수종족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다. 군부는 독립 당시부터 군권이 버마족
이 아닌 까렌족의 휘하에 있었고, 식민시기 당시 아웅산을 위시한 버마족
군대에 가담하지 않았던 소수종족들이 다시 정당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려
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가의 반역행위로 해석했다.
1960년 군부는 유화책을 선택했다. 군부는 까렌민족연합(KNU)이 정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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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휘하로 배속되는 제안을 했으나 까렌족은 자치권 보장 요구로 응수했다.
이에 대해 군부는 까렌민족연합의 자치권 부여는 선거 이후 구성될 정부에
서 논의될 수 있다며 무장해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Zaw Oo and Win
Min 2007, p. 8).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불신감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두 차례의 사면이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전협상의 성과는 없었다. 1958년 소수종족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정당 창당에 참여한 것은 그들의 자생력이 부족했고, 총선 이후 자치권
보장과 같은 정치적인 거래가 정부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에 반해 민간정부의 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인 원인인 종족분쟁과 이를 효
율적으로 다루지 못한 원인은 우 누 개인의 정치관, 여기서 비롯된 효율
적인 해결책의 제시 실패, 식민시기동안 마비된 관료사회의 정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 누는 독립 버마의 정치구조는 의회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
주의사회의 건설이었고, 연방의 분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좌파연합
(Leftist Organization)을 구성하기 위해 우 누는 ‘15대 과업’을 발표하고, 행
정주로 신설된 소수종족(샨, 친, 까친, 꺼야, 몽)을 비롯하여 각 무장단체들
이 이 기구에 가입해 줄 것을 종용했다. 나아가 각 정파들을 포섭하기 위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인민의용군, 중도주의자 등 총 20명을 좌파연합의
지도부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U Poe Kalay 2010, pp. 38-39).
그러나 공산당과 까렌족은 급진적인 사회주의혁명과 자치권 보장이라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우 누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누는 각 정파 간 이해관
계의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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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누의 소수종족 정책에서 독특한 측면은 불교에 의지하여 난국을 돌파
하려는 시도였다. 1948년 5월 26일, 그는 앞서 언급한 ‘15대 과업’을 발표한
뒤, 7월 20일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Butwell 1963, p. 100).
우 누는 총리직에서 사임하면서 무장반군의 압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여생을 수도승처럼 고결하고 고행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부처 앞에서 다짐
을 했다(Smith 1965, p. 142). 1960년 총선을 앞둔 6주를 포함하여 총리 재
직 동안 총 7회에 걸쳐 승려가 된 우 누는 국가적 위기는 자신의 고행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9)
한편, 위기관리를 해야 할 관료들도 내란으로 인해 고유 업무를 추진하
지 못했다(Mutebi 2005, p. 148). 관료는 역량 부족이라는 내란 발생 이전부
터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즉 영국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버마족
을 배제하고 이주 인도인과 소수종족을 중간관리로 등용했는데,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자 대부분의 식민관료는 인도로 건너가 귀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립 이전까지 관료사회는 소수종족들의 몫이었고,
버마족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되었다. 독립 후 관료사회
를 구성한 이념주의자들은 행정교육 미비와 경험 부족으로 제 기능을 소화
하지 못했다(Mutebi 2005, p. 147). 이런 이유에서 독립 이후 관료사회는 인
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자료 취합이나 단순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 그치
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이었다(Englehart 2005, p. 625).

9) 1961년 불교국교화로 국가가 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국에 약 6만 기의 모래불탑을
세우면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믿었고, 점성술사들의 점괘에 의거, 불탑의 모양, 크기, 기공
일 등을 확정했다(Smith 1965,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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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부정권(1962-11년)
1962년부터 시작된 군부정권의 소수종족 문제 대응방안은 무력과 타협
등 성격이 대비되는 두 전략이었다. 구체적으로, 구군부정권은 대화보다는
무력, 신군부정권은 무력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두 정권의
동일한 철학은 미얀마연방은 버마족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연방의 분
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네윈이 주도한 쿠데타 감행 시기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10) 1962년 3월
2일 오전 8시 50분 네윈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데타가 발생했음을 선언
했다. 이 방송에서 소수종족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언급한
‘국가의 위기(deteriorating condition)’ 중 하나는 바로 소수종족문제로 인한
국론분열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 누 총리의 재가에 따라 조직된 ‘연방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쿠데타가 발생했고, 쿠데타 이후 ‘연방운
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즉시 체포된 사실에서 네윈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쿠데타 하루 뒤 네윈은 “연방주의(Federalism)는 불가
능하고, 그것은 연방(Union)을 분열시킨다”고 했다(Smith 2007, p. 31).
10) 네윈의 전기작가이자 1988년 잠깐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마웅마웅에 따르면 그는 정치에 관
심이 없는 완벽한 군인이었다(Maung Maung 1969, p. 210). 또한 과도군사정부기간에도 내
란 해결을 통한 국가 질서 회복이 군사평의회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회고했다(Maung
Maung 1969, p. 242). 그는 집권 여당의 파벌과 분당(分黨)을 비난하면서도 1960년에 실시
될 총선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는 1961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치권력을 장악할 의도를 드러냈다(Steinberg 2012, p. 72). 마웅마웅
박사의 저작이 군인으로서 네윈의 치적을 찬양할 의도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야욕이
없었다는 지적은 다수 무리가 있다. 다만 1958년부터 과도정부를 이끌면서 정치력을 학습
하며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정부의 무능함은 국가가 처
한 각종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독립운동 당시 군부가 주창한 사회주의 건설도 교착상태
에 있었다고 평가한 것 같다. 그러나 3월 2일 새벽 1시를 쿠데타 시간으로 최종 결정한 것
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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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윈은 종족개념을 없애고 모든 정치권력을 중앙에 집중되도록 하는 방
법만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최선의 방책이며, 그 매개체는 사회주의가 되어
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미얀마에는 여러 종족이 혼재하지만 종
족, 언어,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1947년
헌법은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았다.11)
종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윈은 유화책을 먼저 선택했다. 쿠데타로 정
권을 탈취했고, 그가 도입한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였다(Zaw Oo
and Win Min 2007, p. 9). 네윈은 반정부단체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 대사
면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1963년 4월 1일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라는 명분으로 대사면을 단행했다(Maung Maung 1969, pp. 309-310).
6월 11일부터 ‘평화 교섭(parley for peace)’이 1년 이상 실시되었다. 정부
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기공산당(CPB) 소속의 떠킹 소(Thakin Soe)를 제
외하고 전향을 한 단체나 종족은 거의 없었다. 특히 버마적기공산당과 까
렌민족연합(KNU), 신몽주당(NMSP: New Mon State Party), 까렌니(꺼야)진
보당(KNPP: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등 3개 소수종족연합은 사
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정부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고, 정부도 몇 차례의 협
상에서 소수종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방제(federalism)를
선택할 경우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Smith 1999,
11) 예를 들어 1974년 도입된 사회주의헌법에는 네윈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방행정구
조를 7개의 행정주(Division)와 7개의 자치주(State)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주로 버마족 거주
지역이다. 그러나 소수종족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의 명칭을 따서 자치주를 설정했
으나 실제로 해당 자치주에서도 버마족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수종족 명칭을 사용
한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행정구분으로 보아야 한다(박장식 2003,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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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0; 2007, p. 32; Zaw Oo and Win Min 2007, p. 9). 정부의 고자세로 인
해 ‘평화 교섭’은 새로운 무장반군단체를 생산하는 역효과를 낳았고, 1950
년대 말 무장투쟁을 포기한 소수종족들은 다시 밀림으로 들어갔다(Smith
2007, pp. 32-33).
이제 정부는 군사력을 내세운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1965년 정부는 ‘4대
근절(Four Cut)’, 즉 반군집단이 음식, 재정, 정보, 병력 모집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소수종족 반군을 압박해 나갔다. 또한 ‘자유사격지
대(free fire zone)’12)를 설정하여 반군단체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무
차별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양민이 학살되었고,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74년 미얀마 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400만
에서 3,300만으로 증가했지만, 까렌족 인구는 500만에서 320만으로 감소했
다. ‘4대 근절’로 인해 까렌족이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1968년부터 1975년은 미얀마 소수종족 투쟁사에 있어 극렬했던(the fiercest) 시기로 규정된다(Smith 2007, p. 33). 버마식 사회주의의 폐단과 이로
인한 군사정부의 정통성 부족, 1974년 공포된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소수종
족의 반대, 버마족 중심의 국가 통합에 대한 반발 등 네윈 체제를 지탱하거
나 지지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거의 없었다. 나아가 1968년 문화혁명의 직
접적인 영향으로 미얀마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고, 중국공산당의 버마공산
당 지원은 미얀마 내란의 불씨를 확대하는 동인이었다.

12) 정부는 미얀마 전역을 군사적으로 세 지역, 즉 군부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은 white
area, 군부와 반군이 모두가 점유 가능한 지역을 brown area, 반군집단이 장악한 지역을
black area로 나누었다. ‘자유사격지대’는 black area에 해당되며, brown area 지역에 거주하
는 비무장 소수종족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태국 국경지역에 난민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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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정부군의 대공세로 중남부와 서부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태국 인근의 동북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장단체가 새롭게 생
겨났다. 샨주에서는 군부와 친군부 자경단이 마약생산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자 군부는 이 지역 수호를 포기했고, 무장반군들이 장악함으로써
철옹성과 같은 반군지대를 형성했다.
1976년 석방된 쿤사(Khun Sa)는 1만 5,000명의 병력으로 몽따이군(Mong Tai
Army)을 창설하고 독립투쟁을 시작했다. 1980년대 태국으로 수출되는 마약의
2/3가 몽따이군에 의해 통제될 정도로 쿤사는 마약 생산과 밀무역을 중심으
로 군자금을 확보했다. 이로써 중국과 태국 국경지역에 산재한 소수종족 반
군은 1988년 정부와 정전협상을 실시하기 전까지 제한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8년 3월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위로 인해 산악지대에 주둔하던 정부군
은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해 도시로 재배치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반군들
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유화책으로 전환한 것
이다. 군부는 도시의 시위대와 소수종족 간의 연대를 두려워했으며, 지속적
인 반정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에 무장병력을 배치하면서 동시에 소
수종족 반군을 방조하는 정책을 채택했다(Selth 2002, p. 34).13)
신군부정권(1988-2011년)에 들어 소수종족 무장투쟁단체와의 협상은
네윈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네윈 정권과 마찬가

13) 1988년 11월,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이 국경지역으로 피신하면서 소수종족 연합인
민족민주전선(NDF)과 연대하여 버마민주연맹(DAB: Democratic Alliance of Burma)을 결성
했고, 1992년에는 199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당원들과 민족민주전선
(NDF)이 연합하여 버마연방국민의회(NCUB: National Council Union of Burma)를 결성했다.

∙ 26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지로 위기에 빠진 군부정권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협상을 실시한 것이다. 또한 신군부는 종족성보다 연
방의 통합을 강조했다. 일례로 쏘마웅(Saw Maung, 1988-92년) 전 군사평
의회 의장은 종족적 이질감이 가장 큰 까렌족을 의식하여 까렌족도
‘100% 몽골계 혈통을 가진 종족’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모두 버마족이
라고 보기보다 몽골계”라고 주장했다(Pyankyaye-wungyihtana[정보부] 1990,
p. 327). 사회주의를 통해 연방의 통합을 지향하려 했던 네윈의 철학을 계
승하는 대목으로 이해된다.
또한 신군부는 소수종족의 자율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연방주의(federalism)를 두고 국가의 분열을 이끄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한다(Zaw Oo and
Win Min 2007, p. 55). 다시 말해 신군부가 주장하는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은 계층과 종족별 이념의 극복이나 경제적 생활수준의 평준화가 아니라 미
얀마라는 영토에 국한된 국민국가에서 이탈하려는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소수종족 고유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버마족
중심의 단일민족주의와 불교라는 단일종교로 통합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구군부와 신군부체제의 차이점은 달라진 외부환경이다. 1970년대 말 중
국은 공식적으로 버마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버마공산
당은 산악지대에서 고립되었다. 1980년대 말 이념대립의 종말과 함께 1989
년 버마공산당과 연대하던 5개 소수종족 무장집단14)이 공조체제를 깨고 정

14) 꼬깡족(Kokang)으로 구성된 미얀마민주연맹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와족(Wa)으로 구성된 연합와주군(United Wa State Army), 민족민주연맹군(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내 샨족(Shan)과 아카족(Akha) 집단, 까친족의 신민주군(New
Democratic Army), 샨족으로 구성된 샨주군(Shan State Army)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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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정전협상에 임했다. 오랜 고립생활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로감 증가
와 군자금의 부족으로 더 이상 반군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1-92년 사이 군부는 다시 까친주와 샨주의 무장반군과 정전협정에
합의했고, 1994년에는 최대 반군집단인 까친독립기구(KIO: 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1995년에는 까렌반군에서 분파된 까렌불교도군(DKBA: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 1996년에는 몽따이군(MTA) 등 주요 반군들과 모두 정
전협정을 완료했다(Zaw Oo and Win Min 2007, pp. 12-13).
신군부의 성공적인 정전협상은 독립 이후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국
민국가의 완성이나 소수종족이 주장해온 자치권 확보를 충족시키려는 의도
는 분명 아니다. 대신 미봉책이라고 하더라도 군부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증진, 소수종족 지
역을 중심으로 편재하는 천연자원에의 접근 등 신군부정권의 생존을 위한
복합적 요인은 소수종족과의 갈등 해결로 다소간 완화될 수 있었다.
정전협상을 주도하고 완성한 인물은 군부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친중국
인사로 손꼽히는 킨늉(Khin Nyunt) 전 총리이다. 2004년 해체된 군정보국
을 담당할 당시 그는 국경무역을 원활히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무엇보다도 군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난을 돌파하기 위한 수
단으로 중국과의 연대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이전 정전협상과 마찬가지로 소수종족이 요구한 자치권 보
장은 과도정부가 끝난 다음 보장될 수 있는 안건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대신 각 소수종족의 군사적‧경제적 이권을 보장하면서 기약 없는 임시적
평화협상을 완성했다. 소수종족 반군도 장기간 지속된 전투로 인한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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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대, 군부의 지속적인 압력, 유리한 협상 조건, 이웃국가와 주둔 지역민
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과도군사정부라는 이유로 정부는 정전협정 내용을 성문화하지 않았고,
국민화해 또는 국민통합과 관련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정부는
일련의 폭력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정통성
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내비췄고, 소수종족은 신정부 출범 이후 그들의 요
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한편 신군부는 까렌민족연합, 샨주군의 일파인 샨주남부군(SSA-South),
까렌니진보당(KNPP) 등 3개 단체의 정전협상에는 실패했다. 기타 7개의 반
군이 존재했지만 각 반군단체의 구성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 소수로 편재
되어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로힝자족을 중심으로 한 이교도는 철저히 배격의 대상이었다. 1960년, 미
얀마 정부는 여카잉주의 준자치권 부여를 검토했는데, 이에 대해 지역 무슬
림은 미얀마에서의 완전한 배제 또는 완전한 자치권 부여를 희망했다. 그러
나 미얀마 정부는 1961년 5월 마웅도(Maungdaw), 부디다웅(Buthedaung), 로
디다웅(Rathedaung) 등 로힝자족이 집단 거주하는 여카잉주 북부를 총괄하
는 마유 행정지역(Mayu Frontier Administration Area)을 군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었다(Christie 1996, p. 170).
미얀마 군부의 로힝자족에 대한 제재는 그들이 군대에 입영하거나 공무원
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이미 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거주지와 떨어진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전략이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비상이민법(1974)15), 나가밍 프로그램(1977, Operation Naga
Min)16) 등을 통해 인종 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30만 명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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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로힝자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20만 명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신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로힝자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례는 계
승됐다. 1991년부터 정부군은 4만 여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고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30만 명의 로힝자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1992년 9월 22일부터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992년 말부터 1994년 초까지 방글라데시로 피난 갔던 로힝자족은 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1993년 미얀마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CHR)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1994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1차적으로 로힝자족에 대한 본국 송환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다. 이때부터 로힝자족 난민 문제는 국제문제화하였다.
이와 같은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여전히 로힝자족을 자국 국
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82년 제정된 버마시민법(Burma Citizenship
Law)에 의하면 국내적으로 시민은 완전시민(full citizen), 준시민(associate
citizen),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으로 분류되는데 로힝자족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은 1823년(미얀마력
1185년)부터 미얀마 영토에 거주한 자들로 국한한다. 또한 독립 이전부터
귀화했다고 주장하는 로힝자족은 해당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 진위를 확인
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신군부의 견해에 따르면, 미얀마 내 모든 종족들은

15)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로힝자족에게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을 배부했다.
16) 1977년 11월 16일,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내무 및 종교부 장관령에 따라 전국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분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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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계이지만 이들은 벵골인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군부정권기 국가의 위기관리는 협상과 물리적
제재,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론분열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체제안정과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가 군부의 이익
이었다면, 소수종족은 연방으로부터 분리 또는 광활한 수준의 자치권 확보
가 주요 목적이었다. 군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방의
분열은 불가하고 버마족 중심의 단일체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소
수종족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와족, 꼬깡족 등 전체 인구수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종족
에 대해 선별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특정한 원칙에 따른 협상도 진행되
지 않았다. 1995년부터 1년간 정부는 까렌민족연합(KNU) 지도자와 아홉
차례에 걸쳐 비밀회담을 실시했는데 정부의 무장해제 요구에 까렌족 지도
자는 굴복했다(Zaw Oo and Win Min 2007, p. 22). 2004년 킨늉 총리가 전
격 경질된 이후 강경인사로 꾸려진 군사평의회에 의해 까렌족은 집단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미얀마 군부의 강경 대응 수위가 높아져 양자는 또
다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윈 정권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식민시기
당시 미얀마로 옮겨 온 인도인 중 대다수는 무슬림이었고, 고리대금업에
종사한 이들의 횡포에 버마족의 반감은 증폭되었다. 까렌족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을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자들로 매도해왔다.
독립 이후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종족과 종교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관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위기관리를 방지,

3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조정, 통제할 국가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없고, 위기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민주정권의 비효율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둘째, 역대 지도자들은 연방의 분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
만 정녕 소수종족들이 연방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도자들은 왕조시대와 같은 버마족 중심의 사회를 재건
하는 데 골몰했을 뿐 아니라, 변화한 환경과 근대행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는 통치전략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나아가 역사적 반감에 근
거하여 소수종족을 탄압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얀마어, 불교, 버마
족 세 가지 요소로는 모든 연방 구성원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하였다.

Ⅲ. 신정부의 대응과 성과

1. 종족분쟁과 대응
가. 종족분쟁 양상과 전개
까렌민족연합, 샨주군의 일파인 샨주남부군(SSA-South), 까렌니진보당
(KNPP) 등 3개 단체를 제외하고 신군부정권 당시 모든 반군단체와 정전협
정이 완료되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교전은 없었다. 그러나 까렌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인해 난민 수가 증가하자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이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국민통합을 달성하지 못한 미얀마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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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치행정구역

귀책은 유효했다. 미얀마 정부를 비호
해 왔던 중국도 소수종족 무장투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를 근
대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Li 2010, p.
118).
임시변통에 가까운 무장반군과의 정전
협상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농후했고, 이러한 우려는 2008
년 신헌법 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헌법
제 56조에 따라 정부는 5개 자치지역
(Self-Administered Zone)과 1개 자치주
(Self-Administered Division)을 설정했다(그
림 1, 표 1 참고). 소수종족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File:
SAZs_%26_SAD_of_Burma.png.

표 1. 자치구 내 도시

자치지역
Naga

소속 구(區, township)

Leshi, Lahe, Namyun

Palaung

Namshan, Manton

Kokang

Konkyan, Laukkai

Pao

Hopong, Hshihseng, Pinlaung

Danu

Ywangan, Pindaya

Wa(자치주)

Hopang, Mongmao, Panwai, Pangsang, Naphan, Me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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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획정한 자치구(주)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
역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까렌족, 꺼야족,
샨족 중 일부 등 자치권을 요구한 종족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대신, 다
누와 빠오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국경무역로로서 정부 입장에서 해당 지역
에 대한 통제가 절실한 편이다. 또한 자치행정구(주)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
이나 기능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재정적인 자율권 향
유, 군대 보유 여부, 공교육에서 언어 및 문자 교육 등 자치수준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일부 소수종족들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인 호혜는 소수종
족 내에서도 또 다른 차별구조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또한 모든 소수종족의 국경수비대(BGF: Border Guard Force) 편입 여부
를 두고 정부군과 갈등이 발생했다. 정전협정 당시 각 소수종족은 자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가를 받았지만 이 규정은 헌법이 완성되는 시
기로 국한되었다. 즉 헌법이 완성되고 신정부가 출범된 이후 각 종족들은
신정부와 협상을 통해 군대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군
부는 예고 없이 2009년 4월, 총 326명(미얀마 정부군 30명, 정전협정 소수
종족 296명)으로 구성된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발표하고 모든 소수종족 군
대를 국경수비대로 강제 편입시켰다.17)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소수종족에게 불리한 국경수비대 창설안은 정부

17) 국경수비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를 군총사령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고안된 것
이다. 2009년 4월, 군정보국 폐지 이후 창설된 군무안보실(MAS: Military Affairs Security)
수장 예뮌(Ye Myint) 중장이 샨주, 까친주 등 중국 국경지대를 방문하여 소수종족 반군 지
도자를 직접 면담했다. 1개 부대는 326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군 출신 1명, 소수종족 출신
2명 등 소령급 3명의 사령관이 지휘한다. 모든 국경수비대는 정규군과 달리 위수지역을 벗
어날 수 없고, 보수는 정규군과 동등하게 받는다(Wai Moe 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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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수종족 간 정전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출범할 정부에게
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급기야 정부는 2009년 6월까지 소수종족
군대에 국경수비대 편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통첩을 했고, 7월 말 각 지역사
령관이 소수종족 지도자들과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군부는 꼬깡족을 본보기로 설정했다. 2009년 8월 7일, 정부는 꼬깡족의
마약제조혐의를 주장하며 꼬깡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무장해제와 정부군 편입도 거절한 꼬깡족 거주지역에 대한 군부는 군사작
전을 시작했다. 8월 25일 1,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꼬
깡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 3만 7,000명이 윈
난성으로 피신하면서 난민이 발생했다.
몇 차례의 연기 뒤 2010년 9월 1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전협정은
무효(null and void)라고 선언하고, 가입 거부의사를 나타낸 까친족, 와족,
꼬깡족 등 중국 국경지역의 반군단체들에 대한 봉쇄활동에 돌입했다. 까친
족의 주요 수입원인 라이자(Laiza) 지역 봉쇄, 까친족 연락 사무소 2곳 폐
쇄, 반군의 주요 거점 공격 및 접수 등 군부는 공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1989년 이래 20년 이상 미봉책이었지만 군부가 공들여 정착시킨 정전협
정은 강경파 군부에 의해 모두 무효화되었다. 나아가 교전으로 인해 난민
이 발생하는 등 전례에 없던 인근국가와의 외교문제 가능성을 안고 2011년
3월 30일 신정부는 출범했다.
소수종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의지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나
는데, 그는 국민통합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12년 6월 19일 발표
된 대통령의 2단계 발전전략에 따르면, 집권 1년 차는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의 시기로 정의했다. 집권 1개월 차 떼잉쎄인(Th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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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 대통령은 국가적 우선사항으로서 소수종족 문제의 인식, 모든 무장반
군단체와의 대화 재개, 정전협상의 선결조건 포기와 같은 협상 원칙 등 3대
전략에 따른 협상안을 수립했다(ICG 2011, p. 20).
2011년 8월 국민통합을 위해 미얀마 정부는 정부에 등재된 블랙리스트
를 해제하고, 해외로 망명 중인 국민들의 입국을 허용했다(미얀마 정부 고
시 2011-1호). 이와 함께 대통령은 소수종족 문제해결을 위해 첫 단계로
해당 주정부와 반군단체들 간 5대 협상안을 마련했다. 곧이어 자신을 위원
장으로 하고 2인의 부통령, 상하원 의장, 군총사령관, 3인의 장관(내무, 국
방, 국경), 감사원장, 대통령실 실장 등 총 12명의 연방정부평화위원회
(Union Government Internal Peace Making Committee)를 구성했다.
실제 정전협상을 주도할 하위의 작업반은 싸잉 마욱칸(Sai Mauk Kham)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총 52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8월 23일 하원도 민족
문제 및 국내평화위원회(National Race Affairs and Internal Peace Making
Committee)를 구성했고, 일주일 뒤 상원에서도 같은 명칭의 위원회가 구성되
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 11월 3일, 양공에 아웅민(Aung Min) 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는 미얀마평화센터(Myanmr Peace Centre)를 개소했다. 이 센터
는 평화위원화와 작업반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협
상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와 협상을 주도하는 작업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센터 구성원 중 일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현인(賢人)들로서 이들은
정전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정부 대표단과 소수종족 대표단의 신뢰를 구축
하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Aung Naing Oo 인터뷰 2013. 7. 26).
이로써 역대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소수종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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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와 정전협정 단체(2013. 11 기준)
협정일

지역

반군단체/종족

2011.9.6

샨

연합와주군(UWSA)/와족

2011.9.7

샨

민족민주연맹군(NDAA)/꼬깡족

2011.11.3

까렌

민주까렌불교군(DKBA)
5대대(Kalo Htoo Baw)/까렌족

2011.12.2

샨

샨주남부군(SSA-S)/샨족

2012.1.6

친

친민족전선(CNF)/친족

2012.1.28

까렌 까렌민족연합(KNU)/까렌족

정부

반군

아웅따웅,
Pao Yu Chang
떼잉조
″

Sai Lern

병력(명)

협정수준

30,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2,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아웅따웅,
Saw Lah Pwe
떼잉조

5,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아웅민

Sao Yaw Serk

7,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

Dr. Zaleithang

″

Tamalabaw

5,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아웅따웅,
떼잉조

Sao Parng Fa

1,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

Htein Maung
소장

100

주정부→
중앙정부(12.9, 완료)

″

샨

샨주북부군(SSA-N)/샨족

2012.2.12

샨

까렌자유군평화위원회(KNLA)
/까렌족

2012.3.1

몽

신몽주당(NMSP)/몽족

아웅민

Nai Taw Mon

1,500 주정부→연방정부 중

2012.3.7

꺼야

까렌니진보당(KNPP)/
까렌니(꺼야)족

″

Abel Tweed

1,000 주정부→연방정부 중

2012.4.5

여카잉 여카잉자유당(ALP)/여카잉족

아웅따웅,
떼잉조

Rey Khaing

100 주정부

2012.4.9

친, 나갈랜드-카팔랑민족평의회
까친 (NSCN-K)/나가족

″

Khaplang

1,000 주정부

″

Hkun Okker

아웅민

－

아웅민

Than Khe

2012.6.27
2013.5.30
2013.8.5

샨

빠오자유기구(PNLO)/빠오족

까친 까친독립기구(KIO)/까친족
-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다종족

500 주정부

10 주정부
－

주정부→연방정부 중

600 주정부

자료: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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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차원의 제도와 협상원칙18)이 도입되어 안정적인 기반 위에 협상을 실
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까친독립기구(KIO)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협
정이 구두로 완료되었고, 2009년 당시 국경수비대 문제로 군사평의회가 모
든 협정을 무효화한 전례를 상기할 때 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결연한 의지
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전협상은 곧 바로 성과를 보였다. 정부협상단은 2011년 9월 연
합와주군(UWSA)를 시작으로 4개 단체와 정전협정을 완료했고, 2012년 들
어서도 9개 반군단체와 협정을 완료했다. 2011년 8월부터 이 글을 쓰는 시
점인 201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정부는 총 14개 무장반군단체와 1단계,
즉 주정부 수준의 정전협상을 완료했고 대부분 연방정부와의 최종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모든 무장반군단체와 정전협정을 완료
하고, 2014년부터 이들 단체들이 정당을 창당하여 2015년 총선에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표 2 참조).
한편 2009년 국경수비대 편입 거부로 인해 꼬깡족에 대한 대공세 이후
소수종족들은 연대를 모색했다. 까친독립기구(KIO), 신몽주당(NMSP), 샨주
북부군(SSA-N), 친민족전선(CNF), 까렌민족연합(KNU), 까렌니진보당(KNPP)
등 6개 반군단체는 연방달성위원회(CEFU: Committee for the Emergence of
18) 주정부 수준의 협상 5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주모두 정전협정을 함. 2. 합의된 지역
내로 군대를 주둔함. 3. 계획 지역 이외에서 무기 운반 금지. 4. 무기를 제외하고 양자가 합
의한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함. 5. 연방수준에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각 집단은 공식
적인 대표단을 구성하고 연방수준의 협상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협상함. 한편, 연방수준의
협상 8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방 내 존속함. 2. 국민의 3대 대의(연방의 비분열, 국가
결속, 주권영속)를 수용함. 3. 경제 및 발전 과제에 협조함. 4. 마약 퇴치에 협조함. 5. 정당
창당 및 총선에 참가함. 6. 2008년 헌법을 수용하고 다수의 의견에 의한 의회내 개정에 참
가함. 7. 헌법에 따라 거주, 이동, 노동, 영구적 평화를 위한 합법적 영역으로 전적으로 참가
함. 8. 헌법에 따라 단일 군부에 존재하도록 협력함(Myanmar Peace Monitor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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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deral Union)를 구성하고, 정부의 군사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전
략을 수립했다(ICG 2011, p. 22). 2009년 발생한 꼬깡족 대공세 당시 까친
독립기구의 자군인 까친독립군이 참전했듯이 이들은 이미 군사적으로 연대
한 상황이었다.
2011년 2월, 연방달성위원회는 기존 6개 단체 외 5개 단체19)를 추가로
가입시켜 연합민족연방평의회(UNFC: United Nationalities Federal Council)
로 확대 개편했다. 이 기구는 미얀마 내 연방주의를 현실화하고, 소수종족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 연방군대(Federal Union Army) 창설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주의를 달성함에 있어 1947년 삥롱회담을 근거로 채택하고 있지
만, 헌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국민의 3대 대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정부와 연합민족연방평의회(UNFC)는 정전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군사적 대치가 발생했던 전례를 참고했을 때 각 진영의 요구만을 관철시키
려고 시도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결렬될 수도 있다.

나.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미얀마 정부는 2013년 10월까지 UNFC와 정전협정을 완료하고 서명식에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직 지도자들을 초청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풀어야할 과
제가 있다.

19) 라후민주전선(Lahu Democratic Front), 여카잉민족통일당(National Unity Party of Arakan), 빠
오자유기구(Pao National Liberation Organization), 뻘라웅주자유군(Palaung State Liberation
Force), 와민족기구(Wa National Organization) 등이다. 이들 기구들은 무장활동 역량이 결여
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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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 측 사안으로는 인적 구성, 대통령과 군부의 다른 상황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1차년도 의회협상단 대표인 떼잉조(Thein Zaw)와 아웅따
웅(Aung Thaung) 의원은 군사정부시절부터 강경인사로 분류되어 소수종족
지도자들과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ICG 2011, p. 21).
2012년 5월, 떼잉쎄인 대통령은 중앙위원회와 작업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아웅따웅 의원을 배제했다(ALTSEAN 2012, pp. 5-6).
대통령실 쏘떼잉(Soe Thein) 장관도 다음과 같이 양 진영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년 넘은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이 과제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 소수종족에게 협상을 제의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회담을 요청했고, 드디어 회담 테이
블에 마주 앉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과거 정부와 다르게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신뢰(younkyitseik)가 존재한다(U
Soe Thein 인터뷰 2013. 7. 23).

미얀마평화센터(MPC)의 아웅나잉우(Aung Naing Oo)는 현재 정전협상을
주도하는 정부 측 인사들이 이들에게 매우 강경했던 군 출신 인사라는 점
을 들어 정전협상은 일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척도라고 평가했다. 그러
므로 정부협상단 입장에서 신뢰구축이나 협정파기의 가능성보다 실적 위주
의 전시효과에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정전협정이 완성되는 것은 시간문
제이지만 정부와 소수종족 간 신뢰구축은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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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g Naing Oo 인터뷰 2013. 7. 26).
대통령 정치자문관인 꼬꼬흘라잉(U Ko Ko Hlaing)은 ‘정치적 이익의 속
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치 환경은 명확히 변화했고, 그
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치엘리트와 관료들은 자신의 이념과 노
선을 환경에 적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군부정권 시절 소수종족과의
협상이 무용한 것이었다면, 현재 정치적 이익의 핵심은 ‘협상의 성공’이다
(U Ko Ko Hlaing 인터뷰 2013. 9. 29).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전협정을 통해 평화협상을 완성하는 것
이 과거와 같은 불안한 정국을 형성한 것보다 상대적 이익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소수종족 정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폐기하고, 협
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대화는 양자
간의 상황과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 11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떼잉쎄인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마음가짐(mindset, seitdat)의 변화를 지적
했다. 즉 폭력과 대립이 문제해결 방식이었던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
겠다는 의지이다.
신뢰구축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은 국경수비대안의 폐지이
다. 떼잉쎄인 대통령은 군부정권에서 제시한 선편입후협상안을 포기하고,
나아가 삥롱협정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수종족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회담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9일 군부와 까친독립기구 간 유혈충돌을
비롯하여 국경지역, 댐건설, 광산개발 등 다양한 현안과 교차하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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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군총사령관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 특히
군통수권을 군총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평화협상의지
및 전략과 대치된다. 떼잉쎄인 대통령이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잠재적으로
배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군부는 원안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2011년 6월
군부와 까친독립기구(KIO) 간 교전이 발생했다.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정권이 보장한 소수종족의
배타적 개발 자유, 이를테면 광산 개발, 산림 벌목, 마약 재배 등 수익사업권
문제도 얽혀 있다. 즉 소수종족과의 정전협정은 오랜 반목을 청산하고 영구
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일 의제가 아니다. “협상에 참가한 소수종
족은 자치권이나 독립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정을 획득하느냐
가 관건”이라는 아웅나잉우(Aung Naing Oo 인터뷰 2013. 7. 26)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각 소수종족의 재정적 평등권을 어떻게 보장하
느냐에 따라 정전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EBO 2013. 2. 15).
둘째, 소수종족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지적했듯이 소수종족은
금전적인 요구부터 와족의 경우 영토적인 배타권 확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
를 내세운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개정을 둔 정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
로서, 제2야당인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을 위시한 야당은 헌법의 개정보다
재작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여카잉주에 기반을 둔 장외세력인 여카
잉민주주의연합(ALD: Arakan League for Democracy)은 소수종족의 의견을
취합한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겠다고 공표했다(Kay Zin Oo 2013. 9. 12).
소수종족의 계획과 달리 정부협상단은 “헌법 개정을 원한다면 첫째 항복
하고 의회에 가담하라”(BNI)며 소수종족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권 여당도 “심각한 위험이며 예측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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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 개정에 부정적이다(Kyaw Phyo Tha 2013.
10. 7). 헌법 개정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지만, 정부가 소수종
족의 요구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소수종족이 요구하는 자치연방제(federalism)를 수용할 경우 연방의 분
열이 불가피하다는 작금의 군부 입장을 배제하고라도, 여당과 군부는 정
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까친주와 샨주 일부 선거구의 경우 2010년 총선
및 2012년 보궐선거에서 치안 불안을 빌미로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
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까친족의 열의를 일정 시간 동안 불식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셋째,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대
부분의 협정은 종료되었고, 연합민족연방평의회(UNFC: United Nationalities
Federal Council) 소속의 11개 단체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UNFC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는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고, 각 종족간 요구
사항도 상이하기 때문에 결속력을 바탕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미얀마의 소수종족 투쟁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1970년대부터 현재까
지 수평적 연대를 통한 소수종족 협력기구는 끊임없이 등장했으나 내부 갈
등으로 인한 추진 동력 상실로 해체되었다.20)
정부 측에서도 자치연방제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천연자원 개발 사업
권을 일부 소수종족에게 제안해 왔고, 소수종족은 상업적 이익이 없으면
아예 대화 자체에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샨주남부군(SSA)
20) 민족민주전선(NDF, 1976), 버마민주주의연맹(DAB, 1988), 소수종족평의회(ENC 2001)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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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민족전선(CNF)의 경우 연락사무소는 개소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정전협정 서명, 연락사무소 개소, 천연자원 추출을 통한 사업
기회 보장, 여행 자유 보장 등 정부가 내세우는 협상 4대 원칙은 1988년부
터 군부정권이 내세운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신정부는 군부정권 말기에 불거진 국경수비대, 비민주
적 헌법의 개정 또는 현행안 고수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출범했으나 그들의
의도대로 정전협상을 진행해왔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정전협상이 특정 인물 중심의 임시변통적인 경향이었던 반면, 신정부 들어서
는 회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제도와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전협상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으로 평가하는 협
상단과 소수종족의 시각 차이는 오랫동안 잠재하던 불신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각 협상단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와 협상 내용을 볼 때 상호 이해
관계의 접점을 찾을 수 없으며, 협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평
화정착이 아니라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잠정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The Economist 2013. 10. 15).
미얀마 정부는 11월 말까지 모든 정전협정을 완료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각 소수종족 반군
은 2015년 총선 준비에 나서고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권으로 진출하게 된
다. 앞으로 소수종족이 제도권 내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치집단
화에 성공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과 협조는 가능할 것이며,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지속적인 감
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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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분쟁과 정부의 대응
가. 종교분쟁 양상과 전개
무슬림 폭동으로 대변되는 미얀마의 종교분쟁은 개혁개방의 명암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와 지표가 되었다. 독립 이후 미얀마 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의 존재로 갈등이 상존했고, 정부는 이를 효율적
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제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
장되자 억압되었던 개인 또는 집단 내 이익이 외부로 표출되었고, 이는 일
종의 민주적 가치 추구로 합리화되었다. 동시에 종교 분쟁은 사회 전분야
에 걸친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에 소외되고 그늘진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문제는 향후 개혁과정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다.
2012년 5월 28일, 로힝자족 청년 3명이 26세의 불교도 여성을 집단 성폭
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내 무슬림21)과 불교도 간 유
혈충돌이 발화했다. 6월 10일 정부가 여카잉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21) 미얀마에 무슬림이 자리잡은 시기는 초기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미얀마의 무
슬림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명칭
로힝자족

근원
영국-버마전쟁(1824)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

주 거주지
총 200만 명 추산(미얀마에 80만 명),
마웅도(Maungdaw), 부디다웅(Buthidaung),
로디다웅(Rathedaung) 등 여카잉주에 분포

빤데(Panthay)

19세기 후반 운남성에서 남하 중국 국경 및 만달레 지역

인도-파키스탄
무슬림

식민시기에 도래

제버디
(Zerbadi)

양공, 만달레 등 대도시 및 전국에 분포

9-14세기 인도 및 아랍 상인의
토착화된 무슬림으로 전국에 분포
내도 이후 현지인과 통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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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충돌은 여카잉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주민간 갈등은 불교도 대 무슬
림으로 확산되었다. 대통령실은 2012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혈충돌
당시 89명 사망, 136명 부상, 이재민 3만 2,231명 등이 발생했다고 발표했
다. 또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1만 3천 명의 로힝
자족이 보트피플이 되어 말레이시아로 향했고, 10월 이후 태국으로 약 6천
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HRW 2013, p. 22).
유혈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되었다. 7월 12일, 떼잉쎄인 대통령은 ‘불법적인’ 로힝자족을 다른
국가나 유엔이 정한 난민캠프(방글라데시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고, 원나 마웅르윈(Wunna Maung Lwin) 외교장관도 국
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외부의 평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HRW 2013, p. 22).
2012년 3월 20일 만달레(Mandalay) 인근 메익띨라(Meikltila) 소재 금은방
에서 무슬림 금은방 주인과 불교도 고객 간의 충돌이 2차 종교폭동의 원인
이 되었다. 분노한 불교도들이 무슬림을 무차별 공격하여 메익띨라시에서
만 43명이 사망, 86명이 부상당했고, 1,355개의 가옥과 상점 등이 전소되었
다. 인근 완드윈(Wandwin), 마흘라잉(Mahlaing), 따지(Thazi) 등에 이어 남
부 버고(Bago) 지역 인근 8개 도시로 충돌이 확산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종교분쟁의 발단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갈등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얀마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교를 대중동원의 매개로 악용한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불순한 의
도가 내재한다. 미얀마인들이 ‘1300년 대혁명’이라고 일컫는 1938년 중부
지방 폭동이 인도 무슬림의 횡포와 불교폄하로부터 발생했던 전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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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불교는 미얀마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동인이다.
그렇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무슬림-불교도 간 갈등은 삼엄한 사
회통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한 일종의 사회적 무질서
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극우 불교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무슬림에 대한 맹목
적 불신은 갑작스럽게 발화한 것이 아니라 지하조직화를 통해 갈등 가능성
을 증폭시켜왔고, 정부의 방조 또는 동조가 반무슬림 정서 확산에 한 축을
담당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왔다.22)
2001년 ‘9‧11테러’ 이후 과격 무슬림 단체의 행동을 일반적인 무슬림의
습성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미얀마 사회에 정착하기 시

22) 신군부정권 들어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반무슬림 폭동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
도 발생지역은 모두 불교의 성지였다. 1997년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에서 두 번
째 불교 성지(이외 두 성지는 양공 소재 쉐더공 불탑, 짜익티요 황금바위 불탑)로 인식되는
만달레 소재 마하무니(Mahamuni) 사원의 불상을 수리할 당시, 좌상이 미세하게 파괴되었는
데 만달레 승려들은 무슬림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까인당
(Kaingdan) 소재 모스크와 무슬림 가게를 습격, 약탈‧방화했다. 정부는 한 소녀가 무슬림 청
년에 의해 강간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반무슬림 정서 확산을 선동했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만달레 소재 18개의 모스크가 전소되었고, 최소 3명 사망, 100
명의 이상의 승려가 체포되었다. 또한 사태는 곧 남부지역 버고, 삐(Pyi), 따웅우(Taung Oo)
까지 확산되었고, 치안 통제 명분으로 군부가 전국 주요도시를 계엄령 수준으로 관할하였
다. 이 사건은 1988년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민중저항으로 기록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월에는 여카잉주 싯뜨웨에서도 관변단체의 무슬림에 대한 공격으로 약 50여
명의 무슬림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1년 반무슬림 폭동도 정부의 선동에서부터 비롯됐다.
따웅우 지역에 ‘묘뺘욱흐마 소짜욱저야(민족상실의 두려움)’라는 제목의 팸플릿이 배포되
어 반무슬림 정서가 확산된 상황이었다. 5월 17일, SPDC 제 3서기겸 내무 및 종교부 차관
인 윈뮌(Win Myint) 중장의 따웅우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방문 이틀 전 관변단체인 연방단
결발전연합(USDA) 회원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하던 20여 명의 무슬림을 구타했고, 이 지역
승려들은 아프가니스탄 소재 바미얀(Bamiyan) 사원의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따웅우의 모스
크를 파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월 18일, 폭동이 발생했던 한따(Han Tha)모스크와 따웅우
기차역 소재 모스크가 정부에 의해 파괴되었다. 무슬림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약
200명이 사망했고, 11개의 모스크가 파괴되었으며 400명은 가옥을 잃고 인근 지역으로 강
제 이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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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시기를 같이 하여 제마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를 비롯한 과격
무슬림 단체가 동남아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함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
반무슬림운동인 ‘969운동’이 시작됐다. 이 운동의 주동자는 승려 위라뚜
(Ashin Wirathu)로 미얀마인의 의식에 뿌리박힌 수비학(數秘學)을 활용했
다.23) 여기에서 각각의 숫자는 부처의 공덕 9가지, 부처의 가르침 6가지,
승려의 공덕 9가지이며, 모든 수의 합인 24는 야더나똥바(Yadana-Thounba),
즉 삼보(三寶)를 의미한다.
다음은 2003년 위라뚜가 한 언론과 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만달레에서의 문제는 이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 만달레에는 파키스
탄과 방글라데시로부터 무슬림이 이주해왔는데, 이들은 도둑이고 테러리
스트이다. 그들은 우리의 종교와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
교도이고, 평화롭지만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중략) 파키스탄인
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알카에다를 벌하고 싶었던 것이고, 현재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
고 있다. 파키스탄인들과 알카에다의 연대로 인해 불교도가 곤혹을 치르
고 있다. (중략) 이전부터 문제는 있었지만 파키스탄 무슬림이 증가한 최
근부터 문제가 심각해 졌다. 그들은 미얀마를 무슬림화하려고 하지만 미
얀마는 불교도이다. 그들은 나머지 아시아를 무슬림화하고 무슬림의 원
칙대로 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도이다. (중략) 무슬림은 마
약, 강도, 강간 등 미얀마 내 대부분 범죄의 온상이다. 그들은 아프가니

23) 비상식적으로 보이겠지만 미얀마 근대사에서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
책이나 급변일은 숫자 ‘9’를 정점으로 하는 수비학에 맞춰져 왔고, 대부분의 선택은 점성술
가나 승려들의 몫이었다. 독립기념일(1948. 1. 4. 새벽 4:20), 8888민주화운동(1988. 8. 8. 아
침 8:8), 1988년 친위쿠데타(1988. 9. 18), 우 누의 임시정부 선포일(1988. 9. 9), 1990년 총선
(1990. 5. 27), 2010년 총선(2010. 11. 7)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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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처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한다. 현재 그들은
롱지를 입고 우리를 무시한다(Ozturk 2003. 10. 21).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 정보 당국이 2001년 10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무자히딘의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로힝자족의
포함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도 미얀
마 내 무슬림의 박해를 직접 언급하는 등 미얀마의 무슬림 문제가 국제적
으로 연대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나아가 군부통치 당시 자기검열까지 보편화된 사회통제체제에서 국민들
은 당국에 의해 왜곡, 변절, 심지어 재생산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객관적 정보의 부재뿐만 아니라 1997년과 2001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관
변단체들이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별다른 제지 없이 감행했고, 관료와 군
부의 대다수가 불교도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식민시기에 형성된 인도
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아직까지 이들을 ‘껄라(kala)’라고 무시하는 용어
로 상징화되어 있다.
2003년 10월 22일, 중부지방 짜욱세(Kyaukse)에서 발생한 반무슬림 폭동
의 주동자가 위라뚜로 알려졌다. 2001년 이후 그는 무슬림 상인들과 거래
하고, 무슬림과 결혼하는 행위는 불교도 정신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투옥된 위라뚜는 2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정부의 대사면으로 석방
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언론은 주동자를 밝히지 않았으나(DVB
2003. 10. 22; 2003. 10. 24), 정치적 성향의 만달레 출신 승려들이 이 지역
을 방문한 뒤 폭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Aljazeera 2003. 11. 3).
2012년과 2013년 발생한 종교분쟁도 위라뚜가 해당지역을 방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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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는 점에서 위라뚜의 선동과 ‘969운동’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
다. 특히 위라뚜와 함께 위말라(Ashin Wimala) 등 ‘969운동’의 주동자들
은 무슬림이 ‘786운동’을 통해 미얀마를 무슬림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시
도한다며 종교민족주의를 자극해왔다. 이들은 수비학적으로 각 수의 합
인 21이 무슬림의 21세기 세계정복의 상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
쳐왔다.
‘786’은 이슬람교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시작을 뜻하고, 인도와 파키스
탄 등지에서는 ‘자비로운 신의 이름으로’란 꾸란의 첫 구절을 상징한다. 미
얀마의 무슬림 상점과 가정에서는 메카(Mecca) 사진과 함께 이 숫자를 붙
여온 관습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망명 정치학자 자니(Zarni)는 ‘969운동’을 미얀마의 신나치즘으로 정
의했고, 주동자인 위라뚜는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위라뚜는 이 운동이 반무슬림 폭력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에 따르면, 이 운동으로 인해 버마족이 무슬림에 대해 더
많은 증오감을 키울 수 있지만, 이 운동을 통해 ‘무슬림의 진실’을 이해
했다(ICG 2013, p. 17).

그림 2. ‘969운동’의 상징

자료: Dr. Zarni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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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69운동’ 상징이 붙은 식당

자료: 저자 촬영(2013. 7. 22_메익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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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이 운동으로 인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높일 수 있
는 관련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공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슬림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의 한 당
원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Reuters 2013. 6. 27). 향후 나잉
(Naing), 마더랜드(Motherland), 파더랜드(Fatherland) 등 지명도가 있는 무슬
림 회사에 대한 불교도의 배척이 예상되기도 한다.24) 만약 이 운동이 발생
하지 않고, 이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
면 과연 이들의 태도가 현지와 동일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체적으로 이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냉소적이고, 주동자 승려들
은 정치승려로 평가한다. 2013년 7월 필자가 메익띨라를 방문했을 당시 만
난 한 식당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969’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마을 주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나는 정확히 이 운동이 어떤 것인
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이 동네
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 장사를 할 수 있게 폭력사태나 진정되었으면 한
다(익명 인터뷰 2013. 7. 22).

2007년 샤프론 혁명을 비롯하여 미얀마 근대사에서 승려가 국민을 대신

24) 이 운동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해외로 확산되었다. 캘리포니
아에는 벌써 이 운동을 추종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동
조운동은 미얀마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고, 불교도라는 감정적인
공세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 발생한 ‘969운동’은 Long(2013. 7. 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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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치에 참여한 사례를 두고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부처의 가르침대로 수행에 전념하는 부
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일 때 승려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국민
의 고통을 멀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만,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하다.
위라뚜의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에는 부족해보인다. 그는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무슬림이 중동의 자본, 기술, 군사력과 연대하여 미얀마를
전복시켜 무슬림화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오
히려 위라뚜의 출생, 성장, 학습한 곳이 무슬림의 집중 거주지역인 만달레였
다는 점은 그를 종교와 현상 해석에서 왜곡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군부정권이 출범한 이후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갈등은 시간적 단절성을
가지면서 성격상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미얀마에서 종교분쟁은 소수종
족분쟁만큼이나 국가와 국민이 해결해야 할 항구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
고, 불교도가 중심인 미얀마사회에서 무슬림 문제는 쟁점화될 수 없었던
환경적 제약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계층간 평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극우성향의 불교도들
은 미얀마 내 이교도를 발본색원하려고 시도했고, 군부통치로 억압된 무슬
림 역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무슬림 문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공
론화하여 자신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 외부압력의 결과로 일정
수준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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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2012년 유혈충돌로 인해 여카잉주에서만 최소 192명이 사망했고,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3년 3월 메익띨라 폭동에서도 최소 44명이 사
망하고 1만 3천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5월 28일 화교가 집중적으로 거
주하는 라쇼(Lashio) 지역에서도 200-300명의 폭도들이 무슬림 상점과 종교
시설물을 습격했다. 종교갈등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
생할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피해상황만 보더라도 신정부 출범 이후
국가가 처한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교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첫 번째
로 비판할 수 있지만, 상반된 국내외의 여론은 해결의 접점을 찾는 데 난관
을 예고한다.
정부는 2012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종교
분쟁의 양상, 피해 상황, 향후 조치 등을 수록한 총 14장(128쪽) 분량의 진
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도입부부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회
의 가치중립성을 훼손했고, 양공에 거주하는 벵골인 지도자들의 방해로 설
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벵골인들이 미얀마어를 구사하지 못해 면
접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RUM 2013, p. ⅰ).
국가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체 조사위원회가 조
직되고 진실이 규명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건의 발생과 경과 등 본질에 대한
내용은 조사위원회의 역량 미달을 의심하기보다 버마족과 불교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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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행정체계를 고수하는 정부의 자세가 질서정연하게 표출된다.
먼저, 조사위원회는 본 종교갈등의 본질을 따잉잉따(Taing Yin Tar), 즉
여카잉주에 거주하는 불교도 소수종족과 벵골인(Bengali), 즉 로힝자족간의
대결로 압축한다.25)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로힝자라는 용어는 미얀마에서
인정되지 않고 정치화한 것이며, 서부지역에서 내도한 자들을 껄라(Kala)라
고 하는데 이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고 정의한다(RUM 2013, p. ⅱ).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로힝자족보다 벵골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들을
무슬림과 동일화한다.
둘째,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분쟁을
종파(sectarian) 갈등으로 정의한다. 정부에 의한 인종청소, 소수종족 탄압과
같은 외부의 비난에 대한 유연한 대처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신봉하는 불교를 매개로 국민적 동질의식과, 계승되어온 종족 개념의 공
감대를 응집함으로써 향후 무슬림 문제의 재발방지를 확고히하고자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벵골인들을 여카잉주로 내도한 불법적인 이주자로 규
정하고, 이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표출해 왔고, 역대 정
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벵골인들을 국내에서 추방해왔다고 역사적으
로 증명한다(RUM 2013, pp. 5-8). 2012년 폭력사태도 벵골인들이 여카잉주
의 토지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밝
혔다(RUM 2013, p. 14).
위와 같은 정황상 종교갈등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벵골인’이라고 부르는

25) 민간정부 당시 여당인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AFPFL)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또한
2010년 총선 당시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로힝자족에게 임시 등록증을 부여한 것 이외에
이들을 미얀마의 영구적인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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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주민이 여카잉주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
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유추하면, 모든 갈등의 책임소지는 벵
골인들의 있으므로 외부의 비난은 수정되어야 한다. 벵골인들 미얀마 진출
은 이 지역의 인권 유린과 지역사회 질서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진상조사위원회는 불교도 극우주의자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평가
하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여카잉주에서 ‘969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으나,
이 운동은 969 라벨이 붙은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불교도만의 상업운
동으로 평가한다(RUM 2013, p. 24).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위라뚜의 평
가와 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도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
카잉주의 두 차례 충돌에서 파괴된 모스크는 32개, 불교사원이 22개였다
(RUM 2013, p. 21).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본 충돌을 재구성하면 불교도의
경제적 이권 확대로 시작한 ‘969운동’이 종교갈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해석
된다.
여카잉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진압과 대조적으로 2013년 3월 발생한 메
익띨라 유혈사태는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과 허약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혈사태 당시 목격자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의 훈련
상태, 장비, 작전 수행 등 적시적기에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라고 증언했다(ICG 2013, p. 16). ICG는 2012년 11월 중부 레뻐따웅
(Letpadaung) 구리광산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 당시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
한 국내외 비판이 있은 후 경찰의 시위 진압이 유연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ICG 2013, p. 16).
강경진압의 수위는 낮았지만 여카잉주 사태와 비교하여 경찰들의 초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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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빠르게 전개되어 대규모 인명 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무슬림 폭도
들에 비해 불교도 폭도들의 체포자 수는 현저히 적은 편이었다(ICG 2013,
pp. 16-17). 진압대의 선별적인 진압작전이기도 했지만, 여카잉주 진압을 두
고 과거와 같은 잔인하고 공격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수 없었다. 진압에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무슬림이 자발적으로 미얀마 땅을 떠나거나, 불교도
와 무슬림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켜 국민적 반발심을 유발할 의도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메익띨라에서의 갈등은 인근 만달레를 비롯하여 버
마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한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진압의 수위는 낮았다.
마지막으로 종교분쟁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도 불교도 중심의 사회구조
를 탈피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당, 유력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 각 계층 인사는 본 종교갈등의 본질과 ‘969운동’을 정확하게 조명하
려는 시각이 결여된 것 같다. 산신(Sann Sint) 종교부 장관은 본 종교갈등을
종교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라뚜도 종교갈등을 주도한 인물로 부정했
다. 떼잉쎄인 대통령도 위라뚜는 ‘부처의 아들’이고 ‘969운동’은 평화의 상
징이라고 언급했다(Reuters 2013. 6. 27).
대통령실 저테(Zaw Htay) 장관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미얀마와 방
글라데시 국경을 넘는 무장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고
언급했다. 국내 언론들도 무슬림들의 폭동을 보도하며 이들을 ‘껄라’로 정
의했다(Maung Zarni 2013. 4. 9).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의 원로인 띤우(Tin Oo)는 로힝자족을 불법 체류
하는 벵골인으로 정의하여 정부와 시각을 공유했다. 당 차원에서 로힝자족
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그러나 종교분쟁과 갈등에 대한 아웅산수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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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해결책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각국 지도자와 노벨평화상 수
상자 등 아웅산수찌의 편에 서 있는 인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일한 대안이 바로 그녀라며 우회적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 폭력사태에 심
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개인적 언급 이외에 아웅산수찌는 종교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내 원로들의 의견과 마
찬가지로 로힝자족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더 가깝다.
아웅산수찌의 행동은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로 규정한다. 즉 국민
대다수가 로힝자족과 무슬림에 대해 혐오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웅
산수찌가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Wade 2012. 8. 30). 레뻐다웅 구리광산 파업 당시 당국
의 철저한 조사와 노동자들의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아웅산수찌의 행
적은 로힝자족 문제와 명확하게 대비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종교분쟁은 소수종족 분쟁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다. 그러나 소수종족 분쟁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얀마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로힝자족과 인구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슬림의 생
활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신정부의 노력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신정
부 들어 불교도 극단주의자들이 세력화하면서 소수인 무슬림에 대한 박해
는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자세까지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사회지도층도 무슬림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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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요약 및 전망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미얀마는 전형적인 ‘허약한 정부’이자 ‘실패
한 국가’였다. 전통적 통치체제를 구현하려고 했던 정치엘리트와 허약한 관
료사회는 도입된 근대제도와 마찰관계 속에 긴장을 유지했다. 나아가 1962
년부터 이어진 군부 통치는 국가를 다시 군부와 민간, 버마족과 소수종족,
불교와 타종교 등 이분법적 구조로 재구조화했다.
정치체제의 유형이나 정치엘리트의 성향이 시기에 따라 상이했다고 평가
할 수 있지만, 미얀마 현대사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줄기는 버마족과 불교
도 중심의 사회구조였다는 사실이다. 영국이 남긴 식민지 사회구조를 청산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는 점은 미얀마 사회와
정치엘리트의 사상을 대변하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협력하거
나 정체성을 형성한 소수종족들에 대한 버마족의 정치적‧경제적 반격은 이
들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식민시기 이전까지 버마족이 누린 우
월한 지위의 복원이었다. 내부 식민지 개념은 변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비민주정권의 동원된
자원이기도 했다.
다수와 소수로 대변되는 버마족과 소수종족 간 기득권 갈등은 국가의 허
약한 수행능력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제 국가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지속
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 정치인과 군부 사이에 팽배해 있지만, 소수종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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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완전한 연방제의 전격적인 도입은 연방의 해체 수순을 위한 초기단
계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정부는 2013년 이내 모든 소수종족과 정전협정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종족분쟁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과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소수종족의 권한, 이를테면 언어 사용, 문화 보존, 각 소수종족 간 수
평적인 평등권 보장 여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권의 부여 여부 등 각
종족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로서는 반군단체들이 정당화하여 2015년 총선에 참가하여 제도권으로 편
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소수종족 가운데에서도
소외받는 집단은 등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종족분쟁이 국론분열
로 이어지지 않을 제도의 도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제도의 시행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종교분쟁은 단시일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소수종
족 문제와 달리 정부는 종교분쟁을 해결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그러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바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제도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로힝자족이나 무슬림은 미얀
마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대상이고, 이런 인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반대로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이고, 미얀마인들은 불교를 그들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미얀마가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다원성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 국가적 과제라면 그들만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역사적 유대감과 국민적 정서에 국가의 미래를 가둘 필요가 없다. 또한 국
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도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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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이다.
이에 반해 버마족과 불교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이
전 정부의 전략은 편협한 세계관을 전시하는 일종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신념, 가치체계, 의식의 전환은 변화한 환경에 즉시 적응
할 수 없지만 다원화된 사회구조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얀마의 시도는 이제
시각의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 로힝자족과 무슬림을 이방인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0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국문자료]
박장식. 1993.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국제지역연구, 제2권 4호.
______. 1996. ｢미얀마의 종족분쟁의 양상과 국민통합의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제4호.
______. 2000. ｢미얀마의 무슬림 사회, 양승윤 외. 동남아의 이슬람｣.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______. 2003. ｢미얀마 지방행정의 구조와 변화｣. 아시아지역연구, 제6호.
장준영. 2013.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 pp. 78~88. 서울: 지식과교양.
[외국문자료]
BNI. “Achieving Peace Through Ceasefire: Analysis paper Number(1).” BNI Myanmar Peace
Monitor.
Butwell, Richard. 1963. U Nu of Burma. p. 1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hristie, Clive J. 1996. A Modern of Southeast Asia: Decolonization, Nationalism and
Separatism. pp. 164-170. Singapore: ISEAS.
Englehart, Neil A. 2005. “Is Regime Change Enough for Burma?: The Problem of State
Capacity.” Asian Survey, Vol. 45, No. 4. p. 625.
Graver, Mikael. 1993. Nationalism as Political Paranoia in Burma. p. 56. Copenhagen: NIAS.
HRW(Human Rights Watch). 2013. All You Can Do is Pray. HRW. (April)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1. Myanmar: A New Peace Initiative. Asia Report No.
214. Jakarta/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______. 2013. The Dark Side of Transition: Violence Against Muslims in Myanmar. Asia
Report No. 251 (October 1). Jakarta/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Kay Zin Oo. 2013. “New Constitution will be ready in a Month: Ethnic Groups.” Mizzima.
(September 5)
Kyaw Phyo Tha. 2013. “Burma’s Ruling Party Says Constitutional Change Could Mean
‘Seroius Danger’.” The Irrawaddy. (October 7)
Lintner, Bertil. 1994. Burma in Revolt: Opium and Insurgency since 1948. Chiang Mai:
Silkworm.
Li, Chenyang. 2010. “The Policies of China and India toward Myanmar.” Lex Rieffel. ed.

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Myanmar/Burma: Inside Challenges, Outside Interest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ong, Kaylegh. 2013. “969 Goes Online in California.” Myanmar Times. (July 11)
Maung Maung. 1969. Burma and General Ne Win. Bombay. pp. 309-310. et. al: Asia
Publishing House.
Maung Zarni. 2013. “Myanmar’s Neo-Nazi Buddhist Get Free Rein.” Asia Times. (April 9)
Mutebi, Alex M. 2005. “‘Muddling Through’ Past Legacies: Myanmar’s Civil Bureaucracy and
the Need for Reform.” Kyaw Yin Hlaing, Robert H. Taylor, and Tin Maung Maung Tan.
eds. Myanmar: Beyond Politics to Social Imperatives. pp. 147-148. Singapore: ISEAS.
Ozturk, Cem. 2003. “Myanmar’s Muslim Sideshow.” Asia Times. (October 21)
Revolution as Development: The Karen Self-Determination Struggle.
Smith, Donald Eugene. 1965. Religion and Politics in Burm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mith, Martin. 1999. Burma: 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______. 2002. Burma(Myanmar): The Time for Change.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______. 2007. State of Strife: The Dynamics of Ethnic Conflict in Burma. Washington:
East-West Center.
Steinberg, David I. 2010. Burma/Myanmar: What Every 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inberg, David I. and Hongwei Fan. 2012. Modern China-Myanmar Relations: Dilemmas
of Mutual Dependence. Copenhagen: NIAS.
U Poe Kalay. 2010. Wungyichouk U Nu Badwe Louthkedhalei[우 누 총리, 어떤 일을 했는가?].
pp. 38-58. Yangon: Fujiyama Media.
Wade, Francis. 2012. “Aung San Suu Kyi’s Shaky Moral High Ground.” Aljazeera. (August 30)
Wai Moe. 2009. “Myanmar: Border Force Plan Leads to End of Ceasefire.” The Irrawaddy.
(August 31)
Zaw Oo and Win Min. 2007. Assessing Burma’s Ceasefire Accords. Washington: East-West
Center.

∙ 62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11 Dead, 14 Injuired in Religious Riots in Kyaukse.” 2003. DVB(Democratic Voice of Burma)
(October 22)
“Burma’s Religious Riots in Kyaukse.” 2003. DVB(Democratic Voice of Burma) (October 24)
“Hold Fire, If Not Ceasefire.” 2013. The Economist. (October 15)
“Muslim Minority Attacked in Myanmar.” 2003. Aljazeera (November 3)
“Special Report: Myanmar Gives Official Blessing to Anti-Muslim Monks.” 2013. Reuters.
(June 27)
[온라인 자료]
ALTSEAN. 2012. Burma Bulletin. Issue 65 (May). http://burmanationalnews.net/burma/images/BurmaBulletin/burbulletin201205.pdf.
BCES(Burma Centre for Ethnic Studies). 2012. The Dynamics of Sixty Years of Ethnic Armed
Conflict in Burma. BCES Analysis Paper No.1 (January). http://burmaethnicstudies.net
/pdf/Analysis%20Paper%20No%201.pdf.
Nemoto, Kei. n.d. “The Rohingya Issue: A Thorny Obstacle betwwen Burma(Myanmar) and
Bangladesh.” n.d. http://www.burmalibrary.org/docs14/Kei_Nemoto-Rohingya.pdf.
RUM(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3. Final Report of Inquiry Commission on
Sectarian Violence in Rakhine State. http://www.burmalibrary.org/docs15/Rakhine_
Commission_Report-en-red.pdf.
EBO. “EBO Briefing Paper: Myanmar Peace Process.” 2013. http://www.english.panglong.
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253:ebo-briefing-paper- myanmar-peace-process&catid= 115:opinions&Itemid=308. (January). (검색일: 2013. 10. 20).
Myanmar Peace Monitor. http://www.mmpeacemonitor.org. (검색일: 2013. 10. 20).
[인터뷰 자료]
Aung Naing Oo(미얀마평화센터) 인터뷰 2013. 7. 26.
U Ko Ko Hlaing(대통령 정치자문) 인터뷰 2013. 9. 29.
U Soe Thein(대통령실 장관) 인터뷰 2013. 7. 23.
익명(메익띨라 상점 주인) 2013. 7. 22.

63 ∙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 진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Ⅰ. 문제제기
미얀마는 향후 브릭스(BRICs)를 이을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
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또한 수산자
원과 농산물도 풍부하며, 인구 6,000만 명에 달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미얀마는 군사독재로 국제적인 교류가 차단되면

*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국제‧지역연구,
제 23권 1호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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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와 문화 발전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던 미얀마는 2011년 민정이
양과 함께 전 분야에서 급격한 개방이 이루어졌고,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
행되면서 현재는 발전이 기대되는 주요 국가로 꼽히고 있다.
미얀마의 군정과 민정이양은 언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2년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언론 탄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80년 말에는 종합 일
간지 3종만 남았다. 그러나 민정이양 이후 언론도 점차 개방되고 있다. 특
히 2012년부터 언론 개방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2012년 8월에는 신문검열
제도가 없어졌으며, 2013년 4월부터 그동안 폐간되었던 신문사가 다시 문
을 여는 등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
언론 개방과 함께 제한되어 있던 세계 각국에 대한 기사도 늘어나고 있
다. 세계 각국도 미얀마 언론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피는 한편, 미얀마로 빠
르게 진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 AP통신, 일본 교도(Kyodo)신문,
그리고 영국 로이터(Reuter) 통신 등의 언론사가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
하였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미얀마 언론에 관심을 갖고 빠르게 진출하는
이유는 현 시기가 미얀마 언론에서 자국의 입지 확보와 이미지 형성에 중
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언론계는 미얀마 국내 소식뿐 아니라 해외 뉴스도 활성화
되는 시기이다. 즉 미얀마 언론을 통해 해외 각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
는 시발점인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정치, 외교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역할
을 하며, 국가 브랜드와도 연결된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영 및 제품 판
매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다. 또한 언론은 해당 정
부가 상대국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미얀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시장이 될 미얀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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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분석은 미얀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과 한국 이미지 파악에 필수
적이며,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신문분석을 통해 각국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입장과 각국의 국가 이미지를 파악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인 측
면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현재 미얀마에 공격
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각종 원조 활동을 통해 미얀마에서 자국의 이미지
향상을 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
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 비교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미얀마 언론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미얀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
장을 진단하고, 미얀마에서 형성되어가는 한국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기
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제 보도와 국가 관계
현대인은 끊임없이 언론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언론매체는 사실성을 기초
로 생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매체로 여겨지며, 그 결과 언론은
현상 파악을 위한 주요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다양한 언론매체 중 뉴스는
특히 사실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있다(Lippman 1997). 이러한 의미에
서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를 ‘세상을 보는 창’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관점이 존재한다. 비록 신문에 나타난 사건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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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지만, 기사의 선택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통해, 신문도 재구성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뉴스 생산자는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대중을
포함할 수 있으나, 뉴스의 1차적인 생산자는 기자가 된다. 기자는 특정 뉴
스를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하며(White 1950),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기자 역시 완전한 독립체는 아니다. 기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되면서 가치관과 인식의 틀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형성한 인식의 틀
내에서 기사를 선택하고 보도 자료를 생산한다. 즉 뉴스는 각 사회에서 사
회화된 신문기자에 의해 사건이 선택, 강조, 배제되어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Gitlin 1980).
신문기자 외에 뉴스에 직접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사다. 기자가 뉴
스를 선택하고 보도자료를 생산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중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편집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련의 과정에서 신문보도가 통제될 수 있다(이병종 2012). 특히 최
근에는 언론사가 거대화되면서 외부의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고 언론사 소
유주가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Demers 2002). 언론사
는 기자의 사회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신문 생산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문사의 특성이 기사의 사회화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기사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뉴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서라
미, 정재민 2007).
신문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은 국제보도에서 신문기사가 국익을 대
변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엔트만(Entrman 2004)은 미국
언론분석을 통해 해당국 언론이 자국 외교정책을 지지함을 밝혔다. 디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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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와 스트롬백(Dimitrova & Stromback 2005)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과 스웨덴 신문에서 사건을 각각 다르게 보도하는 것을 통해 신문이
각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김성해(2007)는 미국
의 언론들은 국익을 위해 자국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며 전략적으로 대외
정책을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서 국제 문제에
관한 기사는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omaker & Reese 1996; 김성해 2007; 서라미, 정재민 2007). 이는 보도
주체들이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 여기서 국익은 외교정책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국가의 이
념까지 내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언론인들은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국제뉴스를 선택하고 생산할 수 있다.

2. 해외 신문보도와 국가 이미지
Hall(1986)은 국가 이미지란 “어떤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묘사, 또는 어떤 국가 혹은 국민들에 대해 사
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는
단순한 사물에 대한 이미지보다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는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태국 신문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
지를 연구한 빠릿 윙타이쎈(2010)은 “국가 이미지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생각으로, 민족이나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표 1]에서는 국가 이미지 구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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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공통적 요소로
경제, 정치, 문화적인 속성을 꼽는다.
표 1. 국가 이미지의 구성요소

구분
1

학자
Martin and
Eroglu(1993)

국가 이미지 구성 내용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이미지 구성

2

Porgas and Driscoll 국가의 경제발전, 정치적 분위기, 문화적 발전, 교육수준, 부유함,
국가의 크기, 인구 밀도, 인종
(1984)

3

Scott(1996)

정치, 경제, 국민, 국민성, 문화, 자연경관

3

한충민(1993)

문화 발전 정도, 역사, 전통, 부유한 정도, 산업화 정도, 사회 안
전성, 민주화 정도, 국민의 근면성, 국민의 교육 수준

4

이병종(201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층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모여
국가 이미지 형성

자료: 각 논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국가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직접접촉 혹은 간접접촉을 통해 형성된다. 직
접접촉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을 만나거나 해당 국가
상품의 직접 사용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간접접촉은 해당 국가를
체험한 사람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박기순 1996;
Moffit 1994; 빠릿 윙타이쎈 2010).
박기순(1996)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국가 이미지가 대중의 의견 혹은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임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직접 해외
경험은 쉽지 않으며, 해외 경험을 한 사람과의 접촉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는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
과 대중매체는 국가 이미지 형성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박기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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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2012; Moffitt 1994). 기존 연구들은 대중매체 중 특히 신문과 뉴스
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조충제 외 2011).
결국 신문보도는 상대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3. 신문보도 분석방법
신문분석은 신문의 보도량, 보도주제, 정보원, 논조 및 서술(narrative) 의
견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종합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입장
과 국가 이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1) 보도량
신문보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문 보도량은 한 국가가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빠릿 윙타나쎈(2010)은 국
제뉴스 기사는 해당 국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대상에 대해 우호적
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즉 보도량은 해당 국
가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며(이병종 2012; 김해성 2007), 해당국의 국가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기사 정보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사는 생산자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된다. 따라서
신문보도는 해당 기자나 언론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Sho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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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se 1991). 그러나 기자에 대한 개별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원 분석
은 언론사나 기사의 주체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기자의 소속 신문
사는 기사의 방향을 결정하고(서라미, 정재민 2007; 이병종 2012; Entman
1991), 기자는 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론사나 기
사의 주체가 기자에 대한 평가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이다.

(3) 기사의 주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국은 한 국가에 대해 다른 주제로 접근한다. 일례
로, 아시아 출신 기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는 반면(국
가브랜드위원회 2011), 미국 언론은 남북관계와 기업에 관심이 있고, 유럽
언론은 정치나 남북문제를 관심 깊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호창
2003). 일반적으로 신문분석의 주제는 경제, 문화, 정치 분야 기사로 분류한
다. 최근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분석한 이병종(2012)은 주제 분야
를 세분화하여 8개 분야(정치, 군사‧외교, 산업‧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
술, 스포츠, 기타)로 분류하였다.

(4) 기사의 서술 분석
보도량이나 정보원 기사의 주제에 대한 분석은 양적 평가 방법에 의존
하는 반면, 기사의 논조 혹은 서술에 대한 분석은 질적 평가 방법으로 분
류된다. 서술 분석에서 집중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서술(narrative)에 대한 분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은
유적인 표현들과 강조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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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문보도 분석 항목

구분

분류

1

보도량

해당국에 대한 관심은 보도량과 비례 기사 건수, 지면의 양

2

기사
정보원

기사는 정보원에 따라 기사의 방향 상대국, 제 4국, 정계, 기관, 학계, 전
이 결정됨
문가, 일반인, 기타

3

주제

4

내용

관심 분야에 따라 기사 주제를 달리 함

서술비교 기사의 입장이 나타남

측정 방법

정치, 군사외교, 산업, 경제, 문화, 사
회, 과학, 기술, 스포츠, 기타
논조-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서술-강조와 은유적 표현

자료: 필자 정리.

(2012)은 각국 언론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
내는데 일례로,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맹방’,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영국 기사에서는 ‘뇌물과 부패’, ‘무기력한 정계’,
‘전투적인 노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조에 대한 분석은 독자들이 해당 사건이나 국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주요 언론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를 연구한 신호창(2003)은 남북관계,
기업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브랜
드 위원회는 정치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경제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보
도가,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중립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며, 이것이 종합적
인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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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신문보도는 사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사,
주제, 보도방향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신문기사들은 해
당국의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병종(2012)은 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를 연구하면서, 4단계를
거쳐 한국 이미지가 형성되는 모형을 제안했다. 먼저 소속국가 체계 및 이
념, 양국 관계, 소속 언론사의 이념과 정책, 기자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해
당 국가에 대한 기자의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기자는 해
당 국가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
다는 모형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속국가의 체계 및 이념은 다른 3가
지 요소 즉, 양국과의 관계, 소속 언론사의 이념 및 정책, 그리고 기자 개인
의 신념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이다. 또한 이것들은 개별 요소
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 요소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자의 인식 틀은 기사 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사 기사 선
정 과정에서 소속 언론사의 입장과 양국의 관계라는 외교정책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자의 인식 틀이 단일 요소로 기사를 결정하
기보다 위의 3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 기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병종(2012)이 제안한 모형에서 2단계
는 생략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의 모형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신문기사에 적용하면, 미얀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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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자료: 이병종(2012, p. 73)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부와 한국, 미얀마 정부와 일본의 관계가 해당 국가에 관한 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국의 보도기사 즉, 보도량, 정보원, 기사
주제와 서술에서 나타날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가설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한국에 관한 기사보다 일본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을 것이다.
첫째, 미얀마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도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민정이양이 시작된 2012년부터 일본은 공격적으로 미얀마에 원조
를 제공하고 국채를 탕감하는 등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다. 한국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원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 면에서 일본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 결국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과의 관계에 더욱 우호적일 것
이다. 결국 미얀마 국내의 외교적 친밀성 및 관심도가 신문보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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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일본과 한국의 보도량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가설 2: 한국과 일본에 관한 정보원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사의 정보원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론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일본의 경우 올 4~5월 사이 교도 통신과 NHK 통신이 미얀마
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다. 반면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언론사는 없다. 따라서 일본의 언론사들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원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 한국과 일본의 기사 주제 분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국가에 따라 상대 국가에 대한 관심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

고, 이는 신문 주제에 반영되었다. 현재 미얀마는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 분야의 관심이 높을 것을 것이다. 반면 미얀
마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류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미얀마
신문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보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추론된다.

■

가설 4: 한국과 일본에 관한 기사에서 서술(Narrative)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국가마다 해당 국가에 대한 기사 내용 및 은유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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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사에 나타난 중심 내용 및 강조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기사의 의도와 해당 국가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얀마 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얀마 신문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 서술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방법
(1) 신문 선정
신문분석을 위해 역사, 발행 부수, 조직 규모, 국제적 인지도, 정보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일간지와 주간지를 각각 1개 선택하였다. 먼저 일간
지로는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NLM: New Light of Myanmar)를 선정하
였다. 미얀마는 1962년부터 군부가 언론을 통제한 결과 3개 일간지를 제외
하고 모두 폐쇄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미얀마 3대 일간지는 미얀마 어링
(Myanmar Alin) 10만 부, 쩨몽(Kyemon) 15만 부,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New Light of Myanmar) 20만 부로 모두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이하 NLM)는 영문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다
(World-newspaper.com 2013). NLM는 1914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발행
되고 있다(World-newspaper.com 2013). NLM은 판매 부수 10만부에 달하
는 미얀마 어링의 영문판으로, 쩨몽(Kyemon)지의 기사도 일부 다루고 있
다. NLM는 미얀마 정부 보도기관(MNA: Myanmar News Agency) 및 국내
신문뿐 아니라 로이터, 중국의 신화통신, 교도신문, 인도의 PTI
(Press Trust of India)의 보도도 인용하여 싣고 있다. 따라서 NLM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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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뉴스 정보원들의 미얀마 활동도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주간지는 미얀마 타임즈(Myanmar Times)이다.
미얀마 군부는 일간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였지만, 주간지는 정치 관
련 보도를 자제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편이었다(Pressreference
2013). 미얀마의 주요 주간지는 양곤 타임즈(Yangon Times), 위클리 일
레븐 뉴스(Weekly Eleven News), 미얀마 타임즈(Myanmar Times), 뉴스
위크(Newsweek), 삐 미얀마(Pyi Myanmar), 스냅 샷(Snap Shot), 세븐
데이 뉴스(7-Day News), 보이스(Voice) 등이 있다. 이 중 미얀마 타임즈
는 3만 부 이상 발간되는 주요 주간지로 미얀마어와 영어로 발간되며, 미얀
마 정부와 민간 소유지분이 비슷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Pressreference 2013).

(2) 분석시기
분석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개월간으로 이 기간 발행
된 신문기사를 분석한다. 미얀마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신문검열이 없어졌
으나, 실질적인 신문 복간은 2013년 4월부터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 언론들
이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도 2013년 4월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이때
부터 언론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
간에 발행된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 기사 선정
각 신문에서 키워드를 한국(Korea), 일본(Japan)으로 입력하여 기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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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한국(Korea)으로 키워드로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기사 중 북한
을 주로 다룬 기사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키워드 입력으로 선택된 기사
들 중 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해당 국
가 소속임이 언급된 각국 기업에 대한 기사와 각국의 소속이 언급된 기관
에 대한 기사는 포함하였다.

(4) 분석과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도량과 주제 분류, 그리고 정보원과 서술 분석을 중심
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도량은 기사 수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량은 기사 건수와 지면의 양으로 측정하는데, 지면 양의 경우 신문마
다 발행 면수가 다르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 수를 통해 보도량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제 분류는 기사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개 이상의 신문사의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주제
를 분류하였다. 주제 분류는 이병종(2012)이 신문기사 분류에 사용한 8가지
분류 즉, 정치, 군사‧외교, 경제‧산업, 사회,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기타
의 분류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미얀마 뉴스 기사는 군사와
외교보다 정치와 외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치‧외교, 군사,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
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얀마 원조에 대한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원조 항
목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원(Source)에 대한 분류는 서라미, 정재민(2007)의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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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신문 정보원 분류에서 정부, 전문가, 민간
단체, 일반인, 상대국, 제4국으로 분류하는 일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예비조사 결과 미얀마 타임즈의 한국과 일본 관련 기사는 미얀
마 국내 기자들이 작성한 반면, NLM 경우 정부가 모든 기사를 담당하고
있고, 해외 소식에 한하여 교도신문, 로이터, 신화 통신의 기사를 싣
고 있었다. 따라서 미얀마 국내 기사들의 정보원 분류는 미얀마 국내 언론
사의 개별 정보원과 해외 언론사 출처를 그대로 적용하되 언론사의 소속
국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다.
서술에 대한 분석은 미얀마 국내에서 생산된 기사로 한정한다. 이는 해
외 언론을 인용한 기사의 경우는 미얀마 국내 의견이기보다 해외언론의 입
장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 및 미얀마 국내 언론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도량과 주제 분류, 정보원 비교 분석을 위해 SPSS 21 패키지를 사용했
다. 각국별 기사를 수집하여 국가별, 보도 신문사, 주제 분류, 정보원을 입
력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1차적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국
가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두 집단간의 비율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카이제
곱 검증(Chi-Square test)을 통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서술에 대한 분석은 한
국과 일본 기사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와 각 국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찾아 비교와 대조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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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보도량
[그림 2]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련 기사 건수를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4
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한국에 대한 보도 건수는 총 195건이었다. 반면 일
본에 대한 보도 건수는 730건이었다. 일본에 대한 기사는 특히 4월과 5월에
많았다.

그림 2. 국가별 보도량 비교(2013년 4~8월)

(단위: 건수)

4월과 5월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얀마와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
과 일본에 대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5월 일본에 대한 기사는 201
건으로 5개월간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아베 일본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하면
서 관련 기사가 많이 다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6월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떼인세인 미얀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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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면담이 있었지만, 한국 관련 보도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얀마 신문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월별 보도량은 평균 3배 이상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보도량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 국가별 보도량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a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4

.011

Pearson 카이제곱

13.030

우도비

13.170

4

.010

선형 대 선형결합

10.597

1

.001

925

-

-

유효 케이스 수

주: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 최소 기대빈도는 30.36.

2. 정보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관련 기사 건수의 74%는 교도신문에
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 관련 기사의 30.5%도 교도신문이 제공하고 있어,
교도신문은 양국의 주요 정보원이 되고 있다. 교도신문 이외에 미얀마 국
내 정보원과 영국의 로이터 통신, 중국의 신화 통신, 인도의 PTI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 국내 신문기사의 주요
정보원은 양국 모두 미얀마 정부 보도기관이며, 이외에 기타 미얀마 국내
신문들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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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기사 제공 정보원
미얀마 국내 정보원

(단위: 건수)

해외 정보원
전체

MNA

국
가

NML

KYE

MMAL

MT

Reuters

Xinhu

Kyodo

한
국

33
16.9%

1
0.5%

3
1.5%

3
1.5%

18
9.2%

일
본

78
10.7%

8
1.1%

8
1.1%

9
1.2%

13
1.8%

53
7.3%

25
3.4%

4
532
730
0.5% 72.9% 100.0%

111
12.0%

9
1.0%

11
1.2%

12
1.3%

31
3.4%

88
9.5%

68
7.4%

9
586
925
1.0% 63.4% 100.0%

전체

35
43
17.9% 22.1%

PIT

5
54
195
2.6% 27.7% 100.0%

미얀마 국내 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도 2배 이상 차
이가 났다. 교도신문 이외의 해외 정보원을 살펴보면 로이터 통신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

그림 3. 한국과 일본 기사에 대한 정보원별 차이 비교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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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화 통신은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 이는 중국
이 일본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신화 통신도 국익을 대변하여 상대적으
로 한국에 대한 기사보다 일본에 대한 기사를 덜 싣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기간 동안 미얀마 국내신문에서 일본에 대한 기사는 116건인 반면,
한국에 대한 보도는 58건에 머무르고 있다. 미얀마 신문에서 정보원에 따
른 국가별 기사 량에 대한 차이 검정(Chi-Square test)에서 정보원에 따른 기
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표 5. 국가별 기사제공 정보원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a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4

.000

Pearson 카이제곱

162.835

우도비

150.827

4

.000

선형 대 선형결합

67.112

1

.000

925

-

-

유효 케이스 수

주: a, 1 셀 (1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 최소 기대빈도는 1.90.

3. 기사 주제
국가별 기사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보았다. 한국에 대한 보도의
경우 정치‧외교 관련 기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경제에 관한 기
사가 33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 문화, 스포츠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정치‧외교 관련 기사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174건, 사회면이 14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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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 별 보도주제

(단위: 건수)

보도주제
정치
외교

국
가

한
국
일
본

전체

59
30.3%
212
29.0%
271
29.3%

군사

18

산업
경제

원조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23

11

17

13

17

9.2% 16.9% 11.8%

5.6%

8.7%

6.7%

8.7%

147

21

34

31

31

4.1% 23.8% 20.1%

2.9%

4.7%

4.2%

4.2%

170

32

51

44

48

5.2% 22.4% 18.4%

3.5%

5.5%

4.8%

5.2%

30

48

33

사회

174

207

전체

기타

4

195

2.1% 100.0%
50

730

6.8% 100.0%
54

925

5.8% 100.0%

국가별 주제 분류에 따른 보도량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정치‧외교에 대
한 기사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고, 산업‧경제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
타났다. 국가 내에서 보도 주제에 따른 비율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정치‧
외교, 산업‧경제, 사회면 3가지 항목이 모두 20%대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정치‧외교 분야가 30%로 독보적으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정치‧외교면에서는 양국 모두 미얀마와의 외교 내용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양국의 국내 정치에 관한 보도에서는 한국은 남북관
계에 대한 기사가, 일본은 일본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
되었다. 전체 기사의 비율에서 한국의 경우 문화와 과학‧기술, 스포츠의 비
중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문화면에서는 한류 스타 싸
이에 대한 보도가, 스포츠의 경우 골프의 박인비 선수에 대한 보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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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보도 주제에 따른 보도량 비율 비교

(단위: 건수)

국가별 보도주제 차이 검정 결과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이는 비록 주제별 순위는 유사하나 양국 보도 주제간의 비율에 차
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국가별 보도주제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8

.000

Pearson 카이제곱

38.862

우도비

38.474

8

.000

선형 대 선형결합

.067

1

.795

유효 케이스 수

925

-

-

주: a, 최소 기대빈도는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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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서술 비교
미얀마 국내 정보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는 공통적으로 정치‧외
교 주제를 다룬 기사가 많다. 또한 하나의 기사에서 정치와 산업‧경제, 원
조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한국과 일본 기사의 서술에는 차이점이 존재하
고 있다.

(1) 한국
미얀마 국내 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사에서 강조되거나
반복되는 단어는 협력(cooperation), 상호관계(bilateral relation), 상호협력
(mutual cooperation), 기술 협력(technological cooperation), 장관급 회담 등
이다.
미얀마 국내 정보원의 한국에 대한 기사내용은 정치‧외교와 산업‧경제에
치우쳐 있어, 다양하지 못하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단순 회담 혹은 협력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산업 경제 주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천공항공사의 미얀마 진출과
한국은행들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각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 프로젝트 진행의 우월성보다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강조되었다.
사회 면에서는 한국 대학과 미얀마 대학 간의 교육 협력(cooperation)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북한 난민 구조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원조 내용
의 다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한 활동으로 기술 원조와 의료 봉
사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고, 노동 고용부의 미얀마 방문 시 의료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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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원조에 대한 서술도 협력(cooperation)으로 표현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도움(aid)으로 표현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은 미얀마 타임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국 여행, 김치, 한국 영화제, 한국 TV 프로그램 전시회 등에 대한 내용
이 있었다. 특히 미얀마 타임즈에서 소개된 한국 여행기에서는 한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이나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서술되고 있다.
K-pop 밴드와 태권도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공연한 기사도 각각 1회씩
보도되었다.

(2) 일본
미얀마 국내 정보원에서 일본은 동반자(partner), 미얀마 산업 개발의 주
역(major role)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얀마 국내 정보원이 은유적 표현이
나 과장을 자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미얀마 타임
즈 8월 11일자 일본 - 미얀마 센터 개관을 통해 인적 자원 교류 및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다루는 기사에서 일본은 미얀마의 동반자
(partner)로 표현되었다. 또한 NLM 8월 12일자 틸라와(Thilawa) 경제특
구 개발에서 일본을 개발의 주역(major role)로 표현하였으며, 미얀마 타
임즈 8월 4일자 다웨이(Dawei) 경제특구 개발에도 일본을 주역(major
role)으로 표현하였다.
정치‧외교 주제에 대한 기사는 미얀마 정치인과 일본 정치인들의 회담,
양국의 협력 증진, 차관 제공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 협력 증진 분
야에서는 안보, 공무원 교류, 태국 등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농림 부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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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관광, 통상,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일본의 법률회사 미얀마 진출, 미얀마 경제특구
개발, 인프라 건설 협조, 미얀마 쌀 일본 수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사
회면에서는 미얀마와 교육 협력, 도로, 양국간 변호사 협회 모임, NGO 단
체 방문, 교도신문 사무소 개설 등 비교적 다양하게 다뤄졌다.
일본의 미얀마 원조 보도는 원조 차관, 교육, 기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이는 선물(gift)과 원조(assistance)로 표현되고 있
다. NLM 5월 12일자에서 일본의 미얀마에 교육 원조(assistance), 6월
11일자 소방차 증정(gift), 7월 5일자 일본 원조 협회의 기계 및 기계 원
조(assistance)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문화 주제면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NLM에서 일본 학자의 미얀마 문화유적
보호 관리에 대한 내용과 미얀마 타임즈의 일본 음식에 대한 내용 등
으로, 미얀마 국내 정보원을 통해 전해지는 일본 문화에 관한 내용은 적
은 편이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미얀마 신문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사를 분석한 것이다. 신
문은 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문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얀마 신문의 보도량, 보도주제, 정보원, 그
리고 신문기사의 서술을 살펴보았다. 본 신문분석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에

8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서 양국의 이미지를 추정해보면, 일본은 미얀마의 동반자요, 정치‧경제‧사
회적으로 미얀마 발전에 주역이 되는 국가가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얀
마 주변의 여러 다른 국가들 중 하나의 협력국이다. 현재 한국은 미얀마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국가이며, 산업‧경제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각
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의 의료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비
춰지고 있을 것이다.
미얀마 신문에서 국가별 보도량은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미얀마 국
내 정보원을 통해 보도된 기사도 일본 기사가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 즉, ‘한국에 관한 기사보다 일본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현재 미얀마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기사의 주요 정보원은
교도신문이다. 비록 한국과 일본 모두 교도신문이 주요 정보원이지만, 보
도 비율은 한국이 28%, 일본은 73%로 차이가 크며, 상대적으로 한국 관련
기사는 미얀마 국내 정보원, 로이터 등의 정보원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국가간 정보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보도주제별
분류에서 양국의 보도주제는 정치에 관한 내용이 많고, 다음으로 산업‧경
제, 사회 순이었다. 일본 관련 기사는 정치, 산업‧경제, 사회면의 기사 건수
가 비슷한 반면, 한국 관련 기사는 주제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서술은 한국은 미얀마의
협력 국가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동반자로 묘사되고 미얀마 경제
발전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표현된다. 이는 미얀마 국내 정보원이 은
유적 표현이나 과장을 자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미얀마에서 일본의 입
지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의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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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장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보도량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때 미
얀마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도 주제에서 일본의 경우는 정치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
에 대한 비중이 높아 미얀마 정부가 일본의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
음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외교면에 치중되어 있어, 양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정치‧외교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산업 및 사회 전
반적인 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정부
의 각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서술에서 미얀마 정
부는 일본을 동반자 및 미얀마 발전의 주역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러 협력국 중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논의점도 제공한다. 먼저, 현재 미얀마 국내 정보원이
제공하는 기사는 정치‧외교와 산업경제, 원조에 관한 보도가 하나의 기사
에 포함되어 있어, 주제별 분류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미얀마가 경제 개
방을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대 국가
로 접근하여 자국의 산업과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
된다.
둘째, 미얀마 신문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미얀마 신문도 한국 정치에 관한 내
용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에 대
한 기사가 한국이 분단국가임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이 항
상 존재하는 국가임을 드러냄으로써 미얀마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사가 일

9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본보다는 많지만, 한국의 문화나 한류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사는 매우
적다. 이는 이병종(2012)과 이윤진(2007)이 해외신문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주목 받고, 정교한 이미지로 형성된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셋째, 미얀마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해외언론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한국을 대변할 언론사가 없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정보원에 따라 보도방향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얀마 신문에서
교도신문은 일본에 대한 기사의 75%를 담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보도
량이 많아지고, 보도 분야도 다양하다. 따라서 그만큼 미얀마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도보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역으로 한국에 대한 보도가 적다는 것은 미얀마인의 한국에 대한 친
밀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다시 양국의 소프
트 파워와 연결되며, 이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 기업의 경영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언론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처음으로 미얀마
정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얀마에서 형성되고 있는
각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연
구 대상인 NLM과 미얀마 타임즈가 영자 신문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NLM은 미얀마 어링의 영문판이고, 미얀마 타임즈도 미얀마어
판이 동시에 출간된다 하더라도 미얀마어 신문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부
인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가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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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
이 주가 된 연구로 서술 분석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단어
의 미세한 차이나 신문기사의 전체적인 뉘앙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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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얀마 민주화의 이중과제와 정치공학
본 연구는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미
얀마/버마1)의 정치적 과제, 그중에서도 안정적 권력공유제도의 선택이라는
1) 미얀마의 국가 명칭을 무엇으로 부르는지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1989년 군사정부가 국호
를 미얀마로 바꾸면서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측은 미얀마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도 최근까지 그 정책을 유지했으며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버마라
는 국호 자체가 버마 내의 특정 민족과 관계된 것이라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정치
적으로 올바른지는 의문이다. 앞으로의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미얀마라
는 국호가 계속 사용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의미할 때는
미얀마라 쓰고 국호를 바꾸기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버마라는 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이를 혼용하기도 했다. 즉 양 명칭의
사용에 있어 어떤 정치적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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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다룬다.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최대 정치적 과제는 정치민주
화와 내전의 종식이었다. 1962년과 1988/1990년 두 번의 쿠데타는 미얀마
를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로 만들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고립주의는
사회‧경제 모든 면의 지체현상을 가져왔다. 외적으로는 고립주의를 표방하
며, 내적으로는 폭력의 독점과 수혜주의에 물든 약탈국가를 유지해오며 민
주주의 이행을 거부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또 독립 직후부터
시작된 종족간 폭력적 갈등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수십만의 난민과 사상자를 낳았다. 민주화와 내전종식은 미얀마
가 오랫동안 안고 온 이중과제이다.
이 이중과제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2011년 떼인세인(Thein Sein) 대통
령 당선 이후 미얀마 정치가 중대한 궤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선거
승리로 민주주의 제3의 물결(Huntington 1991)의 동참에 실패한 미얀마가
사반세기 만에 다시금 민주주의로의 진입을 시험받고 있다. 동시에 2013년
까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내전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중의 독자적 힘에 의해, 적어도 이에 굴복
한 권위주의 정부와의 타협에 의한 변화도 아니며, 종족간의 갈등과 불신
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
사할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의 점진적인 위로부터의 변화가 당분
간 미얀마 정치를 좌우할 것임은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도, 민주화
세력도, 특히 소수민족도 더 이상 권위주의적 고립과 이에 저항하는 내전
이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내전 종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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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 달성과 종족정치의 해결은 때때로 모순되는 관
계에 빠지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종족갈등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분권화라는 특별한 과정 속에 종족
갈등이 전개되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과
정에서 종족갈등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며 제도정치에
포섭될 수도 있다(Gibson 2004, p. 12)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미얀마는 각 종족의 불만을 조정하면서도 동시에 통합된 국가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수준이든 권력공유의 제도적 선택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
사 연방(Union)2)으로서의 역사는 길지만 네윈 정부와 신군부는 사실상 단
방제(unitary system)와 같은 내용으로 통치해왔다. 1962년 이전의 권력분산
제도가 실패했고 2010년 이후의 자유화 조치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한 것은 어떤 종족도 군사정권 시절의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
을 것이란 점이다. 민주화가 지속되고 정치적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은 다종족 국가에서 지역의 자치와 자율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동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력분산에 따른 정치적 동원은
역설적이게도 권력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제도의 약화 혹은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60년간의 내전, 버마족 중심의 군부세력에 대한 지
방 종족의 불신은 더 많은 자치를 요구하는 체제로 이어지며 동시에 이것
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분리독립을 위한 정치적 동원이 더욱 강력히 일
어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을 주도하는 종족정치인(ethnic entrepreneur)들의
등장은 극단의 정치와 증오의 정치를 일상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2) 미얀마의 체제 분류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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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등장을 가로막게 된다. 현재 군부와 미얀
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종족 자율성의 인정과 실질적인 종족 공존의 실
현이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 분열에
이르게 된다면 그 비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다시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
주의는 제대로 된 분권화 즉 연방제를 실현할 환경을 만들지만 연방제를
붕괴시킬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또 연방제가 붕괴되는 상황은 민주주의
의 파괴로 연결될 수도 있다. 물론 예외 없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지방이 국가를 이탈하지는 않는 균형 있는 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미얀마가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과거 종족정치의 양상을 추적해
보고 안정적 종족공동체의 제도적 설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현상의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연구는 아니다. 그보다는 적절한
정치공학(political engineering)의 과제로서 제도설계의 내용과 조건을 따져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연방제나 탈중앙집권화를 무조건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제도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양날의 칼이 되기 쉬운 원심
력적 정치(centrifugal politics)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II장에서는 권력분립 이론과 종족공존을 위한 연방제 이론에 대해 검
토할 것이다. 레이파트(A. Lijphart)의 권력공유 이론과 합의제 민주주의에 근
거한 종족갈등의 해결책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돌입하는 미얀마의 특성에 맞게 연방제의
기초적 개념과 더불어 미얀마의 상황 속에서 필리포프(M. Filippov) 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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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안정적 연방제 유지를 위한 제도 설계의 이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미얀마의 종족정치의 양상을 전후 미얀마 정치의 흐름과 결
부하여 다룰 것이다. 주요 8개 부족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더불어 아웅산의
초기 버마연방의 설계, 네윈의 중앙집중적 권위주의 시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을 통해서 미얀마 종족갈등의 흐름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장에서는 신군부와 2011년 떼인세인 정부 출범 이후의 자유화 양상과
내전종식을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며 II장에서 다룬 이론을 근거로 미얀마
상황에 맞는 연방제의 조성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다. 단순한 권력
분립이 아니라 연방제와 같은 권력공유 제도의 운영과 유지는 민주주의의
발전, 특히 안정적 정당체계의 등장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미얀마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할 것이다.
V장은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사항들을
언급할 것이다.

Ⅱ. 권력의 공유 분립 이론과 제도적 실천으로서 연방제
1. 타자와의 공존: 권력의 분립과 공유 이론
인간이 국가를 형성한 이래 정치공동체의 역사는 사실 ‘타자와의 공존’
문제이기도 했다.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형성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
토 안의 우리와 영토 밖의 그들을 나누며, 우리 안의 타자를 제거하며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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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던 집단을 동질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은 그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이 과정
을 동일하게 밟은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동질적인 사회문화적 배
경을 가진 민족/종족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 외부의 정치경
제적 적대-경쟁 세력의 압력에 대응하며 분열의 잠재성이 상존하는 국가
내부의 경쟁적 권력투쟁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과
제가 된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최악의 조건은 정치적으로 동원된
균열이 아주 단순화되고 강력한 가운데 그 균열이 국가 내부의 지리적 경
계선과 일치하며 동시에 국가 외부의 개입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용할 의지
가 있는 내부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가는 분열과 파탄을 피
하기 어렵다. 반면에 국가의 주권과 개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호의적인 조건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내부의 균열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
시에 서로 가로지르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국가
의 단일한 정체성과 공유되며, 균열의 어느 한 축도 국경의 붕괴로부터 이
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존하는 국가들은 이런 상황의 어느 한 사이
에 위치해 있다. 국가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경쟁하는 정치
적 집단들이 한 국가의 경계선 내에 ‘공존’하는 것이 그 이외의 다른 대안
보다 낫다고 보았다는 의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위임을 의미하며 그
위임은 주어진 기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위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어떤 정치 집단의 균열이 영구적으로 비
대칭 상태이거나 혹은 특정 집단이 구분되는 정체성에 대한 상시적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길 때, 국가 공동체는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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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은 집단 사이의 권력공유 밖에 없다.3) 서로 다른 집단들 간
의 권력의 공유가 이론화되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권력 행사
의 전반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권력공유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공유
이론의 한 부분으로서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사회들이 하나의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 관련된 연방이론이다. 권력공유 이론과 연방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두 경쟁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두고 발전되었
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이들이 신제도주의 맥락에서 제도를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제도에 따라 권력공유가
더욱 원활해지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막히기도 하며, 제도에 따라 연방
이 유지되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한다.
사실, 정치행태나 문화의 점진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비해 정치제
도는 예측 가능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방법이다. 모든 정치개혁이 제도개혁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
증해준다. 종족갈등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이론들은 ‘권력공유’ 개념에 근거
하여 다양한 정부형태(executive system)와 탈중앙집권화(decentralization) 제
도 등 권력분산 제도들을 제안해왔다. 권력공유 이론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명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협의제주의(consociationalism)라는 이름으
로 널리 알려졌다. 이 이론의 선도자인 레이파트의 정의에 의하면 협의제 민
주주의란 “정치‧문화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된 민주주
의 체제로 변모시키는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정부”를 의미하는데(Lijphart

3) 비민주 체제의 강압적 공존 정책은 논외로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갖고 서로를 견
제한다는 측면에서 권력의 공유는 권력의 분립과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공유는 책임의 공유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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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p. 216: 강조는 인용자)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연립
정권으로 이루어진 정부로 대표되었다. 레이파트는 이후 권력공유의 양상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며 기존의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와 구별
되는 개념으로 ‘다수를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하는 체제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의하였다. 이후 합의제 민주주의의 형식 즉 권력의 분할과 공
유가 집중보다 낫다는 테제를 설득해 왔다(Lijphart 1994, 1999). 이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보편적인 ‘권력공유(power sharing)’ 개념을 중심으로 권력공
유의 양태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종속 변수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repaz 1996a, 1996b; Norris 2008; Powell 2000;
Reynolds 2000). 여기서 권력공유는 보다 다양한 정치집단을 직접적으로 대
표하는 정치세력이 함께 권력기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세력의 독
주를 견제할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결부된 정
치적 상황들은 다당제와 이를 만들어내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집행부와 입법
부의 분리와 견제, 사법부의 헌법재판, 지방과 중앙과의 권력분립제도 등 다
양한 제도적 특징들이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런 권력공유를 실현하는 제도
설계는 하나의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사로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권력공유의 정치는 이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권력공유가 가능한 정치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제도 선
택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누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권
력공유제도의 선택에 동의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권력공유를
위한 제도가 제도 채택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둘
째는 권력공유 정치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과물에 대한 인과관계
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권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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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것에 비해 왜 우월한 결과가 나오는가는 정교한 이론적 문제이면서
도 동시에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레이파트 학파의 경험 연구들은 이 부
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종족분규라는 정치적 문제와 이를 위한 권력공유제도의 설계와 채택을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권
력을 공유한다는 것은 공유만이 해결할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즉 공존), 권력공유의 결과는 다시 권력공유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별 집단들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낸 제도는
결국 제도의 유지 자체가 제도의 목표인 셈이 되는 것이다.
권력공유와 그 결과 혹은 효과간의 인과적 관계를 잠시 생각해보자. 권
력이 분산되는 것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를 대
상으로 한 맥킨타이어(Macintyre 2003)의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맥킨
타이어는 권력의 집중과 분할, 공유의 정도에 따른 거버넌스의 결과들은
일종의 변곡점을 지닌 U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권력이
분산/공유될수록 더 좋다’라는 기존의 단순한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성 테
제를 떠나 권력의 분할과 집중 정도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은 단순비례 관
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홍재우 2006, 2010). 즉 변곡점의 존
재는 레이파트 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권력의 분산이 늘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U자 곡선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림 1]에서 보듯이 그래
프의 형태와 위치는 상황과 인식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홍재우 2010, p. 271). 권력공유와 그 결과에 대한 단순한 선형적 상관관계
를 거부하는 이런 분석틀은 권력공유 이론의 발전에 매우 유용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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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권력분산과 거버넌스 난이도

자료: 이옥연(2008), p. 43 [그림 5]에서 발췌 변형; 홍재우 2010, p. 248 [그림 1]에서 재인용.

특히 이 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력공유 제도인 연방제의 성
패를 논할 때도 의미가 있다. 연방제는 권력(주권)이 수직적으로 분산되고
중앙과 지방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와 권력공유 정치를 실
천할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제가 낳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치 위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지적하는
위의 곡선에서와 같이 연방제가 언제든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Hong 2005). 지방에 권력을 양도하는 것은 지방에게 기존 국가에서
분리(secession)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
다. 이것은 소위 연방제의 패러독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권
력분할의 균형 즉, 구심력과 원심력의 일정한 균형에 따라서 연방주의의
성패가 결정 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연방의 성립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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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가설의 차원에서 관측
하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변곡
점이 위치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 국가 하위 단위, 예를 들면 연방의 주
들의 차원에서 [그림 1]에서 보듯이 각 주들이 권력공유의 정도에 대해 서
로 다른 선호 곡선을 갖고 있다면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권력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또한 다를 것이다(홍재우 2010, pp. 271-272). 이는 연방제의
차원에서 보면 연방제도의 선택을 위한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그리
고 연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치행위자들의 행태 구조의 설계 문제로
연결된다.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권력공유의 이론들은 현실 속에서 적용될 때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적용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제도의 영
향력은 서로 다른 논리 속에서 발휘된다. 즉 현실 속에서 주어진 정치적 조
건이 어떤 고정된 제도 모형이 완벽히 작동되기에 아주 적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적 조건들은 되돌리거나 쉽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
족갈등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미 종족 기반의 정치적 정체성의 동원이
이루어져 있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새
로운 국가의 권력공유제도를 설계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
라는 점이다. 또 그들 사이의 권력관계 역시 어느 한쪽의 완전한 양보를 요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고 연방의 세르비아, 피지의 원주민, 미얀
마의 버마족의 상황은, 미련 없이 연방분립을 추진했던 체코인의 상황과
는 다른 것이며 연방 존속을 원하지만 정치적 주도권은 빼앗기고 있는 벨
기에의 프랑스계 왈룬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스니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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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인도계, 미얀마의 까렌족, 슬로바키아인, 네덜란드계 플랑드르인이
가진 정체성과 정치적 목표는 모두 다르다. 더욱이 이들이 국가의 통합과
분열 간의 갈등 속에서 도달한 정치적 결과는 피범벅의 인종청소에서 평
화롭고 우아한 결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권력을 나
누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를 극적인 형태
로 실현하는 연방제는 정치공학의 가장 어려운 과제이자 가장 종합적인
과제이다. 1945년 이후 60년간 세계적으로 18개의 연방제가 붕괴되었다
(Filippov et al. 2004, pp. 64-65). 1990년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리주
의 운동(secessionist movement)이 존재하는 나라는 20여 개가 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체제이행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Bélanger et al. 2005, pp.
441-444).

2. 안정적 연방제의 제도적 조건들
민족이나 인종, 언어적 차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논리와
정책적 방법론은 매우 다르다. 첫 번째는 ‘다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 각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동원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
적으로 아예 제도화하는 방법이다. 즉 다수결의 방식으로는 영구히 패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소수파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특정 영역에서 자
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대신 전체 국가 체제
로부터의 탈출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자치권이나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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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제도, 연방제, 정부형태 등이 그 제도적 실천의 예이다. 다른 하나는
‘다름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다름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합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종족적 균열을 가로지르는 계급
이나 이념 등 다른 균열 구조로 정치적 동원을 다원화하자는 것이다. 인종
과 민족을 가로지르는 정당들의 존재, 단방정부 혹은 복수의 민족 집단을
아우르는 지역분할 등이 그 예이다. 후자의 방식, 이른바 통합적 다수제
(integrative majoritarianism)는 전자가 가진 연방제의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합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권력공유제도가 만드는 원심력을
약화하고 구심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다(Sisk 1996).
권력공유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호로위츠가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폐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정 설계에 제시한 원칙도 이런
맥락이었다(Horowitz 1985).
이 두 방식은 권력공유의 정치를 둘러싼 매우 다른 논리로 보이지만 사실
이미 연방제의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와츠에 의하면 “규범적 원칙으로서 연방제의 핵심은 통합과 탈중
앙집권화를 동시에 영속시키는 데 있다”(Watts 1999, p. 6). 또 깁슨은 연방
제를 대외적으로 ‘하나의 주권체임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타
적 권위를 갖는 여러 층위의 정부’가 존재하는 체제임을 상기시켰다(Gibson
2004, p. 5). 이런 이중적 특징과 그 균형이 연방제를 연방제로서 존속시키
는 특징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안정적 연방제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
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즉 원심력과 구심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행태의 주체
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엘리트들이 어떻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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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핵심이 된다. 그들이 전국적이고 보편적 정치가
가 되는가, 아니면 지역적이고 종족적 정치가(ethnic entrepreneurs)가 되는가
는 어떤 힘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적 측
면에서 이들의 선호구조를 제약하는 제도적 균형 상태에 대한 고민이 중요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제를 만드는 데 합의하고 그 연방제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쟁하는 정치세력과 그 엘리트들이 어떤 정치적 동원 맥락을
이용하며 어떤 정치적 유인(incentive)하에서 움직이는가가 종족분열의 정치
속에서 연방제를 운영되는데 핵심이다.
필리포프, 오데슉 그리고 쉬벳소바는 훨씬 분명한 제도적 처방을 제시하
고 있다. 이들은 게임이론에 근거해 어떤 제도적 선택이 연방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특정한 헌법적 권한 배분만으로는
연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필리포프 등의 연구가
탁월한 부분은 연방의 유지를 정치적 동학, 즉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 선택
을 제어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들은 연방제는 언제나 이론적
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제는 여러 행위자들의 게임과 거래의
결과 정해진 이익의 분배 양식의 제도화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연방에 속
해 있는 각 부분들이 연합을 결성해 새로운 거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 있고 현재의 연방규약보다 새 연방의 분배 방식이 이익을 가져온다고
예상되면 현존 연방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Filippov et
al. 2004, p. 34). 따라서 연방을 안정시키는 핵심적 요소는 이미 규정된 연
방규약에 대해서 연방의 구성단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재협상의 여지
를 없애야 하며, 연방의 단위들이 연립을 형성하는 유인을 차단하는 데, 다
시 말해 연방의 안정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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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 가지 수준의 제도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1수준의 제
약(Level 1)은 헌법적 제약으로, (연방규약의) 협상과 거래 규칙(rules of
bargaining)으로 파괴적인 재협상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영역에 대한 배분, 새로운 연방단위(예: 주)
의 성립, 연방 내에서 비차별적으로 관철되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들이
다. 또 그들은 이런 제1수준의 제도적 제약을 뒷받침하는 제2수준의 제약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것들은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구조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중심제, 양원제와 단원제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제도라 일컫는 것들로 이런 제도들과 시민들의 관계 또 제도와 제도 사이
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2수준의 제약들은 연방 구성단위
들 사이의 거래와 협상을 포함한 관계가 ‘연방정부의 제도 수준 내에서 혹
은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규정한다
(Ibid., p. 294). 이런 제도적 규약은 연방의 불안정성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제도만으로는 불충
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제2수준의 제도적 제약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민
주주의 게임’ 그 자체를 정의하는 제3수준의 제약이 필요했다. 이는 민주적
게임 내부의 유인 혹은 보상 구조(incentive system)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
치 엘리트들 이익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정치행태론의 전통에 따라 정치
엘리트들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권력에 남아 있는 것, 즉 공직에 재선출되
거나 보다 권력에 가까운 공직에 선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문제는 정치엘리트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연방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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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집단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데 때때로 연방의 불안정성을 선택하게 만
드는 근시안적인 유권자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설적으
로 이를 끊어내는 불완전한 대표성(imperfect representation)이 필요하다. 유
권자의 근시안적 요구에 따라 연방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연방에 남아 있는
선택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필리포프 등은 게임 이론을 통해 연방탈퇴의 연립이 만들어지지 않은 균형
(coalition-proof equilibrium)이 있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충분히 강력한
유인책 혹은 제약이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bid.,
p. 168). 이들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종족정치인
(ethnic entrepreneurs)들이 종족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유인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역할은 오
로지 정당밖에 없다. 주요 정당과 그들의 정당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
는가에 따라서 정치엘리트들은 연방규약을 위협하는 재협상과 배반적 연립
형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전국적인 지지분포를 보이고 중
앙과 지방에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통합적 정당(integrated party)이다.
이런 정당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관계를 맺게 하며 각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선거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정치엘리트들을 정당의 이름하
에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치엘리트들은 정당의 이름을 공통된 선거자원
으로 활용하며 개별 정당을 통해 지역에서 중앙으로 권력에 다가갈 수 있
는 기회를 단계별로 얻을 수도 있다. 또 전국적으로 조직된 소속 정당의 영
향력하에 개별 지역구의 직접적인 요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부분
은 불안정한 대표성의 논리를 통해 연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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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유인을 줄여준다. 이런 정당들로 이루어진 정당체계는 연방제의 안
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들은 제1수준과 제2수준으로 연동되는 정치적 메
커니즘하에 연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필리포프 등은 이 밖에도 이 같은
정당들의 형성을 조장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예는
‘전국적인 동시선거’이다. 연방선거와 중앙선거를 함께 치를 때 정당의 브
랜드 가치가 올라가며 이는 정당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의 이름이 갖는 가치는 상당한 수의 선출 공직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한
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정당의 이름이 하나의 안내지침이 된다는 고전적 정당론의 논리가 여기서
적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권력공유와 연방제의 이론은 여전히 다종족 사회의 권
력공유 그리고 그 현실체로서 연방제의 형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
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없이 연방제를 이루는 일도 어렵지만 민주주의 정
치가 새로 태어나는 정치 환경에서는 소수파의 권리 보장, 치열한 선거경
쟁, 대의제 제도 등이 연방을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역학은 간략히는 중앙과 지방이 추구하는 구심력적, 원심력적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 그런 권력의 안정적 균형 상태는 개별
정치행위자 행위 동학으로부터 헌법적 설계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 논의 속에서 미얀마 종족정치는 어떤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미얀마의 권력공유 정치제도 현재 형태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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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의 헌정체제: 분권화된 유니언
미얀마 헌정체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미얀
마 지역 전문가들은 미연마가 연방제 국가라는 데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이다. 우선 연방제(federalism, federation, federal system)라는 말의 정의도
매우 엄격한 것은 아니며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다양한 연방제는 기
본적으로 ‘공유된 통치(shared rule)와 자치(self-rule)가 복합된 다층적 정부’
의 존재를 의미한다(Watts 1999, p. 6). 하지만 이런 권력의 공유와 분할의
정도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이론가들의 분류 기준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
로 다양하게 불리고 다채롭게 적용된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국가의 공식 영문 명칭에 ‘유니언(Union)’이라는 용어
를 사용해왔고 현재는 The Republic of the Union on Myanmar라고 표기하고
있다. Union이라는 명칭 자체는 연방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
다. 대표적 연방국가인 미국도 여러 법체계에서 스스로를 일컬을 때 union
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연방주의 이론가들은 union을 다른 식으로 해석
하곤 한다. 대표적 연방이론가인 엘라자르(D. Elazar)는 연방적 체제를 그 권
력분산 정도에 따라 Union – (constitutionally decentralized Union) – Federation
– Confederation – Federacy – Associated Statehood – Condominiums – League
and Joint Functional Authorities로 분류한다(Elazar 1994, p. xvi; 1995, pp.
2-7). 이 분류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지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다.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분류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
쨌든 엘라자르의 분류에 따라 와츠(R. Watts)는 2008년 신헌법 이전 군사정
권 통치의 미얀마를 헌법적으로 탈중앙집권화된 유니언(co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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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union)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Watts 1999, p. 12). 이 분류는 주
권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는 국가 내 단위가 있
으며 기능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이 자치권이 발달한 나라들이나 1997년 이후의 영국도 이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얀마는 가장 강력한 중앙정부가 통치할 때조차
도 단방제(unitary system)나 단순한 유니언이 아닌 헌법적으로 분권화된 유
니언으로 구분되었다.
현행 미얀마 헌법에 의하면 미얀마는 형식적으로 상당 부분 연방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Ministry of Information 2008). 헌법은 미얀마를 다민족이
집합적으로 거주하는 국가(§4)로 규정하며, 연방정부가 각 종족을 위해 다
양한 의무를 지고 있음을 언급한다. 또 입법권을 연방의회와 지역, 주, 자치
구 의회가 공유하며(§12-a), 집행권도 연방, 주, 지역, 자치구가 공유한다
(§17-a). 상원 의석은 각 주와 지역별로 동등하게 배분된다(§12-b). 각 주와
지역은 일정한 과세권과 연방의회에 예산 제출권을 갖고(§254, §255), 주나
지역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와 지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61-c). 물론 권위주의 체제가 완전히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
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일반적인 연방제나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일정도로 강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2008년 헌법은
형식적으로나마 복합적 다종족 국가의 권력분산과 권력공유 체제의 특징을
상당 부분 보인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1948년 체제에서는 특정 주에
연방탈퇴의 권리까지 부여했던 것을 미루어보면 미얀마가 독립국가 형성
이후부터 연방적 전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미얀마 체제는 군사정부 시절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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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또 그 뿌리에서 최소한 그들이 언급하는 유니언이 준연방 혹은
유사 연방에 가까운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과거와 현
재의 미얀마 연방은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수준에서의 연방을 의
미한다. 물론 미래의 미얀마 연방체제는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든지 현재보
다는 훨씬 보편적인 연방제도(federation)에 가까운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 미얀마 현대정치와 종족갈등
1. 미얀마의 종족구성과 정치
이번 장에서는 이런 이론적 논의들을 염두에 둔 채, 미얀마 종족 정치의
역사와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미얀마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종족 구성을 보인다. 언어와 민족의 뿌리가 달라 구별되는 몇 개의
커다란 종족집단이 있지만 그 내부는 훨씬 복잡하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
고 있는 종족의 숫자는 135개이며 언어는 기준에 따라 최소 108개에서 242
개에 달한다. 언어집단과 종족집단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정부가 큰 집단으로 나누어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8개
집단이며 내부의 행정적 경계는 이들의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다. 미얀마의 인구통계는 부정확하고 작위적인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 총
인구는 7,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략적인 종족별 인구비
율은 [표 1]과 같다. 이 중 중국계와 인도계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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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는다.4)
각 종족의 대체적인 거주 지역을 보면 국가의 중앙평야, 분지, 삼각주 일
대는 다수파인 버마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양쪽의 동서 산악지역은 다양한
소수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적인 구분일 뿐 상당수의

표 1. 미얀마의 종족 분포

자료:

종족

인구비율

버마족

68.00%

샨족

9.00%

까렌(꺼잉)족

7.00%

여카잉(라카인)족

3.50%

중국계

2.50%

몬족

2.00%

까친족

1.50%

인도계

1.25%

친족

1.00%

까야족

0.75%

기타

4.50%

wikpedia.org5)

4) 이와 같은 8개의 주요 종족과 그 내부의 135개 소수종족 구분이 완전히 정확한 것이라 보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구분은 지리적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인
도계나 중국계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주(state)를 이루는 소수종족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서 실제 언어나 인류학적으로 다른 종족을 같이 묶어 놓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강(Kokang)족은 중국 방언을 쓰는 민족이고 와(Wa)족은 몬족과 가까움에도 모
두 샨족으로 포함시켰다.
5) 미얀마의 종족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주별 인구 구성만 공
표될 뿐이다. 대개의 자료는 매우 개략적인 자료를 요약한 위키피디아의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 List of Ethnic Groups in Burma, http://en.wikipedia.org/wiki/Ethnic_groups_in_ Burma
(검색일: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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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획과 생활권이 복잡하게

그림 2. 미얀마의 주와 지역

얽힌 종족분포를 보인다. 2010
년 미얀마 정부는 연방을 소수
민족 중심의 7개의 주(state)
와 버마족 중심의 7개의 지역
(region), 그리고 1개의 연방직
할지(Union-territory)와 5개의 자
치지대(self-administered zone)와
1개의 자치구(self-administered
division)로 나누었다.
[그림 2]와 [표 1]을 보면 미
얀마가 앞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조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
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공신력
이 떨어지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큰 종족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인구가 4.5%나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
을 포함하면 소수파의 규모는

주: 굵은 글씨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주(state),
가는 글씨는 버마족이 거주하는 지역(region).

8~9%에 달할 것이다. 버마족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와 지역 등 연방구성단위와 종족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다. 이는 민주화와 분권화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경우 연방구성단위, 특히 소수
종족 주에서는 또 다른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집단갈등이 구조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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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는 다수종족인 버마족이 소수종족주에서는 소수가 되
는 다중적 구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
다 최근 로힝야족의 경우와 같이 종교가 얽힌다면 아주 세분화된 갈등이 연방
내부에서 극도의 원심력적 정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의 종족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종족집단으로 나누어지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파 집단이 있으며 이들
이 정치경제적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비대칭적 다종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
다. 게다가 상당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종족 집단도 있다. 둘째, 각각의 종족
집단은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소수종족으로 다시 나
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다수종교인 불교와 소수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셋째, 종족집단의 구성과 주와
지역 등 연방의 구성단위들은 대체적으로 버마족과 비버마족으로 구분되지
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비버마족의 주들에서는 매우 복잡한 양상
을 보인다.

2. 종족분규의 전개와 특성
1) 아웅산의 실패와 갈등적 다민족 공동체의 형성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 아웅산(Aung San)은 종족문제의 해결이 미얀마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전후인 1947년 1월 아웅산
은 영국 수상 애틀리(C. Atlee)로부터 1년 안에 버마를 독립시킨다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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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냈지만 선행조건으로 미얀마 변방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의
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박장식 1996, p. 35).
이 합의를 바탕으로 아웅산은 소수민족들과 미얀마 독립을 위한 회담을 시
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얀마가 연방의 날(Union Day)에 경축하고 있는 뺑
롱회의(Panglong Conference)이다. 샨 주에 위치한 뺑롱에서 개최된 이 회의를
통해 아웅산은 주요 종족들과 국가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까친
족, 샨족, 친족의 대표가 협약(Panglong Agreement)에 서명했다. 이들은 내치
에 관한 완전한 자치와 재정적 보조를 보장받았다. 이 협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샨 주와 까야 주가 10년 후 주민투표로 버마연방(Union of
Burma)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받은 점이다. 1947년 2월 12일
에 체결된 뺑롱협약을 반영한 헌법은 버마족 지구, 샨 주, 까친 주, 까야 주,
까렌 주 그리고 친특별구로 국가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웅산의 노력이 성공적
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까렌족, 몽족과 여카잉족 같은 큰 종족을 포함하여 많
은 소수민족들이 뺑롱회의의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참하였다.6) 이들은
다른 종족의 자치주에 포함되거나 종족 자치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뺑롱협약을 바탕으로 버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였으나 국가통합
과 소수민족 자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협
약의 주체였던 아웅산이 정부수립 전인 1947년 7월 식민지정부의 수상이던
우소(U Saw)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웅산은 소수민족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지만(박장식 1996), 아웅산
의 뒤를 이은 우누(U Nu)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내전 상황에 직면했

6) 까렌족 대표들은 간헐적으로 참관인(observer)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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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뺑롱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까렌족은 1949년 KNU의 지도 아래 완전
한 독립과, 까렌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통합을 요구하며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친 미얀마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7) 독립 1년 만에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내전 지역이
되었고 중앙정부는 랑군 정부라 불릴 정도였다. KNU를 중심으로 까렌족은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웅우(Toungoo)를 수도로 꼬둘레(Kawthule)라는 국가
를 선포하기도 했다. 게다가 1952년 정부군의 샨 주 진주는 전통적으로 자
치권을 보장받아오던 샨족을 내전 속으로 끌어들였다.
독립 후 10년이 지나자 헌법에 보장된 연방 이탈 움직임을 보인 샨족의
반란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우 누 수상은 1958년 군 최고사령관이
던 네윈(Ne Win)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체제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시도하
였다. 이때부터 군부가 병영으로 복귀한 1960년까지 2년 동안의 군부 지배
는 일종의 합헌 쿠데타였는데, 이 2년간의 시기는 1962년 군부가 다시 병영
을 뛰쳐나오는 데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셈이 되었다. 1960년 선
거에서 우 누는 다시 승리하기는 했지만 국가통합과 경제문제 양자에서 민
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는 통치 능력을 잃고 있었다. 특히 까렌 및 까친족의
불교 국교화 문제에 대한 위기감과 뒤이은 반란, 그리고 소수민족 자치주
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들은 독립 이후 십여 년간 버마족화8)
해버린 군부에게도 정치개입의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다.
7) 1947년에 이미 여카잉 주에서는 봉기가 시작되었다. 박장식은 종족분규와 관련한 내전이 거
의 미얀마에서 생활화되었다고 표현했다(박장식 1996, p. 31).
8) 독립 당시 군부는 식민지 영국군에 의해 훈련된 까렌족이 총사령관을 비롯한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Callahan 2003, p. 36). 이에 따라 까렌족이 무장투쟁에 나설 때 확실한 대응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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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윈의 강압적 통합정책(Enforced Integration Policy)과 신군부의
종족정책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의 소수민족 정책은 아웅산이 닦은 뺑롱협
약의 정신과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아웅산
의 소수민족 접근은 이론적으로는 자치권의 인정에 따른 탈분권화적 접근
이었다. 소수파의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치권을 부여하
고 대신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연방주의적 접근
법이었다. 그러나 네윈은 이런 종족 정체성의 인정을 분열의 원인으로 보
았으며 버마는 하나의 정체성 속에 하나의 국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네윈 정부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일종의 강압적인 구심력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네윈의 통합전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도하
는 자발적 동화나 시민 개인의 권리 향상을 통해 종적 정체성을 정치적으
로 동원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었다. 우선 그런 통합 전
략은 개인의 권리와 이를 지탱해주는 민주적 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네윈 정권은 그 정반대의 길에 있었다. 민주주의 체제가 결여되니 소수민
족의 대표를 권력에 참여시키는 경로가 폐쇄되어 있었다. 소수민족 내부의
민주주의 결여도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권위 있고 정당성을 갖춘 정치 기구
부재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네윈은 1962년 군인들로 이루어진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ese
Socialist Program Party)을 만들었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혁명평의회를 중
심으로 사회주의와 불교식 세계관이 조합된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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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네윈은 군복을 벗고 군부정권의 민간화 및 유연화를 시도하며 한편
으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반포하였다. 이 1974년 헌법은 60년대 말부터 진
행하던 행정체계 정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미얀마 연방 전 지역을 중부
평야지대, 즉 버마족이 거주하는 7개의 구(division)와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동서 산악지역의 7개 주(state)로 분할했다. 그러나 각 종족의 정체성과 자
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10) 기존에 인정받던 소수민족의 정치‧사회 제도는
모두 무시되었다. 샨족의 영주 소브와들은 모두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군
사정부는 이미 과도정부이던 1958-60년 기간에 국가 분열에 대해 절대 반
대를 나타내며 1947년 헌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권력 장악
이후로는 이런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947년 헌법의 종족 정체성
인정은 잘못된 방향이며 종족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실질적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양승윤 외 2005, p. 167). 나아가 기존의 소수민족 중 일부에
게는 아예 국민의 자격과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1980년에 제정
된 버마 시민법은 1차 대영전쟁이 있던 1824년 이후 정착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있던 인도계와 중국계는 네윈의 사회
주의 노선으로 진행된 국유화 조치로 인해 상당수가 버마를 떠났으며 여카
잉의 회교도와 중국계 국민당 잔존세력은 존재하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집단으로 남게 되었다. 네윈의 종족정책은 일단 국경 내로 국민국가의 범

9) 네윈이 불교에 근거에 정치적 정당성을 찾거나 불교를 통합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 누의 불교 국교화로 인한 갈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세속적 차원의 사회주의
에 방점을 두었다(양길현 2009b, pp. 27-28).
10) 형식적으로 1947년 헌법이 제정한 4개의 소수민족 주(까친, 까렌, 샨, 까야)와 1개의 특별구
(친특별구)에 두 개의 새로운 주 즉, 몽 주와 여카잉 주를 추가한 것이다. 주와 관할지역의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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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정의하고 외부 세력과 연대할 위험이 있는 자들을 추방하며, 집단적
으로 이탈하는 세력은 강압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었다. 궁극
적으로는 버마족으로의 단일민족, 불교로의 단일종교에 의한 미얀마를 만
드는 것이었다(오윤아 외 2010, p. 55).
네윈 정권의 이 통합전략은 이러한 방식이 대개 그렇듯이 성공적이지 못
했다. 집권 이후 30여 년간 거의 모든 중요 소수민족이 작은 규모로 봉기하
거나 내전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앙정부와 폭력적인 갈등 상황
에 빠졌다. 그 기간 동안 네윈 정부는 체계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산발적인 휴전협정과 군사적 공세를 반복하며 내전과 종족갈등을 국가의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양육한 셈이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형식을
표방한 빈약한 국가자본주의 약탈국가로 만들어졌고 밖으로는 고립외교노
선과 내전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네윈 정부의 한계는 80년대 말에 확연하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활동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1988년 7월 유혈사태를 동반한 대규모 반정부 항거로 네윈과 BSPP
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1988년 9월, 네윈의 후원을 받은 소마
웅(Saw Maung)장군의 주도로 신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해 새로운 군사정권
이 탄생한다. 소마웅은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설치하고 전권을
장악한 후 총선거 실시와 권력의 민간이양을 약속했다. 1989년 SLORC는
사회주의 경제 포기를 선언하고 국호를 미얀마로 바꾸었다. 그러나 신군부
는 민정이양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90년 5월 신군부의 탄압에도 불구
하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이하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485석 중 392석을 획득하며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군부
는 권력이양을 거부하며 아웅산 수치는 자택에 연금된 채 10년 이상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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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보내게 된다.
신군부의 소수민족 정책 노선은 원칙상으로는 네윈과 다르지 않았다. 3
대 대의라는 ‘연방의 비분리’, ‘주권영속’, ‘국가결속’이라는 목표는 유지되
었고 협상과 탄압을 반복하는 전략을 취했다.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종
족분규의 양상은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아니라 분열된 집단들과의 간헐적인
정전협정이었으며 문서화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1997년 까렌 내전이 다시 시작되었고 많은 난민이 태국으로 탈출
했다. 이후에도 소규모의 무장 충돌은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까친 내전이
다시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로힝야족을 박해하는 새로운 종류의 여카잉
폭동이 일어났다. 내전이 악화된 1985년 이래 2011년 전반기까지 종족분규
로 1만 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난민은 50
만 명에 달한다.
최근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의 내전과 다른,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족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무슬림인 로힝야족 문제
는 종교갈등과 얽혀져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군부 정권에 의해 이미 오랫동안 강제노동, 차별, 폭력 등에 시달려 왔던
로힝야족이 신군부가 민주화 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 범불교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무슬림 조직에 의하면 2012년 두 차례 여카잉
주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650명의 로힝야족이 살해되었고 10만 명이 난
민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해 주로 로힝야
족을 체포했는데 상당한 인권유린 사태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과격한
민족주의자 불교승려인 아신위라투(Ashin Wirathu)는 무슬림에 대한 분리
와 추방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군사정부 시절에는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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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차별적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한다(Economist 2012. 7. 27).11) 버마
족인 아웅산 수치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유보적이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12)

Ⅳ. 미얀마 민주주의와 연방제의 미래
1. 미얀마 민주화의 새벽
외부세계의 눈으로는 매우 급작스럽게 보이지만 2011년 미얀마의 변화
는 2007년 9월말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란 혁명’ 이후 군부가 점진적인 유
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집권 군부세력은 통제할 수 있는 위로부
터의 이행(transformation) 전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전략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군사정부는
폭력적으로 통치했으나 ‘국가 능력’의 차원에서는 약한 국가(weak state)에
11) 이 법안에 따르면 불교도 여성은 이교도 남성과 결혼할 때 보고해야 하며 이 남성은 불교로
개종해야만 한다(“Fears of a new religious strife” Economist, 2013. 7. 26).
www.economist.com/news/asia/21582321-fuelled-dangerous-brew-faith-ethnicity-and-politics-tit-tat-conflict-escalating 한편 이슬람들은 두 명의 자녀만 가져야 한다는 법도 통과되었
다. (구정은 2013)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6171658141&code=117
이런 경향은 반이슬람주의를 지원하는 일부 서방 기독교 언론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Raymond Ibrahim 2013). blogs.cbn.com/ibrahim/archive/2013/07/31/understanding-islambuddhist-common-sense-vs.-western-nonsense.aspx.
12) “그들은 내가 이 종족 공동체의 차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 나
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내가 마법사라면 ‘사라져라’라고 말하면 사라지겠지만, 차이라는 것
은 구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The Irrawaddy, April. 17. 2013). 아웅산 수치는 까친
내전 등에서 반발하는 소수민족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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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렀고 자원의 동원과 국정목표의 관철 등에서 능력이 떨어졌다. 결과적
으로 빈약한 통치의 정당성을 채워줄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
에 변화가 필요했다. 미얀마 신군부는 일종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를 목표로 삼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장준영 2012) 이를 위해서는
일부 정치적 자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다른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들
에 비해서 저항세력의 정치력이 약했다. 소수민족과 민주화운동 사이의 결
합은 매우 상징적인 데 그쳤으며13) NLD의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지지 동원
능력도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아웅산 수치의 개인적 인기에 의존하는 데 그
쳤다. 군사정부는 이 저항세력을 기존의 강압적 탄압이 아니라 다른 방식
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위 ‘규율 있는 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라는 군사정권의 목표
는 2003년 이미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며 등장했다. 민주주의보다
는 ‘규율’에 방점이 찍힌 것은 분명하지만 온건파이던 킨눈(Khin Nyunt) 수
상이 발표한 이 일곱 단계는 1) 국민회의 재소집, 2) 재소집된 국민회의에
서 규율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3) 국민회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작성, 4) 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5) 의회선거 실시, 6)
의회 구성, 7) 현대적이고 발전된 민주국가 성립으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7
단계 로드맵 발표 이후 4단계 헌법을 제정하기까지는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Taylor 2008), 민주적이라 보기 힘든 의회 구성까지는 7년의 세월이

13) 전버마학생민주전선(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은 소수종족의 공동전선기구인 국
민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에 합류하여 버마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of
Burma)을 결성한다. NLD의 일부도 역시 까렌주로 들어가 버마연방국민연립정부(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라는 임시정부를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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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헌법제정부터 2010년 선거와 2011년 새 정부 출범까지 군부는 대내외
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해나
갔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폐해 속에서 강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미얀마는 20년 간 헌법 없는 통치를 마감했다. 물론 2008년 헌법은 군사정
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경쟁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아니었다. 의석의 25%를 군부가 지명하고 비상시 군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으며 아웅산 수치의 대통령 출마를 막기 위한 조
항까지 넣었다. 신헌법이 통과된 후 군부는 2010년 11월 7일 총선거를 실
시했다. 군부가 후원하는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과거 친군부 표방 정당이던 국민통합당(NUP: National
Unity Party), 그리고 NLD에서 선거참여를 요구하며 분리된 국민민주주의
의 힘(NDF: National Democratic Force) 등이 후보를 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의 NLD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선거를 거부했다.
USDP는 양원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체 76.5%에 해당하는 883석을 얻어
압승을 했다. NUP는 5.4%인 63석, 그리고 야당인 NDF는 단지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박은홍 2013). 선거 다음 해인 2011년 2월 USDP의 수장이자 군
부정권의 총리로 있던 떼인세인(Thein Sein)이 의회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49년 만에 현역 군인이 아닌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 떼인세인은 2011년
8월 아웅산 수치와의 대화에 나서며 여러 가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 결과 NLD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는 2012년 4월 보선
에 출마한다. 유화적인 조처에 기존의 비타협노선을 수정하고 제도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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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0년 선거와 2012년 보선 이후 원내 정당분포

상원

하원

의석

의석률 %

의석

의석률 %

USDP (연방발전단결당)

124

55.37

212

48.18

군부 임명

56

25.00

110

25.00

RNDP (여카잉민족발전당)

7

3.13

9

2.05

NUP (국민통합당)

5

2.23

12

2.73

NLD (국민민주연합)

4

1.78

37

8.41

NDF (국민민주주의의 힘)

4

1.78

8

1.82

CPP (친진보당)

4

1.78

2

0.45

SNDP (샨민족민주당)

4

1.78

18

4.09

ARDP (전몽지역민주당)

3

1.34

3

0.68

PSDP (파오민족기구)

3

1.34

2

0.45

CNP (친국민당)

2

0.89

2

0.45

WDP (와민주당)

1

0.45

2

0.45

기타

7

3.13

10

2.28

공석

0

0

10

2.28

합계

224

100.00

440

100.00

자료: “House of Reprosentative.” en.wikipedia.org/wiki/Pyithu_Hluttaw;
“House of Nationalities.” en.wikipedia.org/wiki/Amyotha_Hluttaw(검색일: 2013. 10. 1).

치에 돌아온 것이다. 2012년 9월에는 망명정부도 해산했다(Holliday 2013,
p. 95). 물론 2010년-2012년 선거를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군부는 연방 상하원의 25%를, 주의회의
30%를 지명했다.
2012년 보궐선거 이후 아웅산 수치의 행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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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결에 상응하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외신기자들
의 방문이 허용되었고 해외 학자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미얀마를 방문해 정부
관료와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14) 2013년부터는 일간신문 발행이 허용되었
고 정치기사가 꽤 자유롭게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88항쟁을 기념하는 기념식
이 양곤 시내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미얀마 정권의 변
화는 외부 세계에도 놀라움이었고 이들이 미얀마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미얀마를 버마로 부르며 제제에 앞장섰던 미국이 데릭 미첼(D.
Michell)을 미얀마 문제 특사로 임명하여 새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클린턴
(H. Clinton)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해 떼인세인 대통령을 만났다. 국무장
관의 방문은 1955년 이후 처음이었다(Turnell 2012, p. 163). 영국의 카메론 수
상, 유럽연합 대표단이 2011년 말부터 미얀마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2012년
유럽연합은 양곤에 대표부를 개설했고, 대부분의 제재조항의 집행을 유보했
다. 2012년 11월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여 처음으로 ‘미얀마’라
는, 군부정권이 정한 국호를 언급했다. 이들은 떼인세인 대통령에 준하는 수
준으로 아웅산 수치를 만났다. 이후 아웅산 수치는 2012년 겨울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의 한국을 방문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다시
2013년 가을 유럽방문을 앞두고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롭고 왕성한 대외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미얀마 국내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2015년 대통령 선거를
공언하기도 했다(뉴시스 2013. 6. 7). 떼인세인 대통령 스스로도 2013년 3월
유럽연합을,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미얀마의 국제사회 복귀는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연합뉴스, 2013. 5. 21). 또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미
14) 지난 2013년 7월에는 일단의 한국 학자와 정치인들이 양곤을 방문하여 정부 관료와 학자들
을 만났으며 미얀마 정치에 대한 민감한 질문들을 어려움 없이 던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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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를 2014년 의장국으로 선출하기까지 했다(Gaens 2013, p. 4).
떼인세인 대통령 등장 이후 이런 민주화 초기 단계의 변화들은 내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 들어
까렌해방군(KNLA), 친민족전선(CNF), 몬민족해방군(MNLA), 카레니군(KA),
아라칸해방군(ALA), 샨주군(SSA)과 휴전협정을 맺었다. 2013년 8월까지 14
개 소수민족 반군과 휴전을 맺었고 친독립군(KIA)과 팔라웅주해방군(PSLA)
정도가 남았다. 상징적인 사건은 8월에 버마학생민주전선과 정부가 휴전협
정을 맺은 것이다(정문태 2013a). 민주화와 병행하여 내전을 종식시키려는
떼인세인 정부의 의지는 이전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의 휴전
협정과 달리 2012년 이후의 휴전협정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은 그들 스스
로 밝혔듯이 그 협정이 군사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라는 데 있다고 평가
한다. 군사정부가 아닌 민간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정문태 2013b).
그럼에도 까친의 KIA와의 교전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명령을 군이 현
장에서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다. 군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군이 자유화의 방향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정도,
즉 통제 불가능한 선으로 간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모른다. ‘규율
있는 민주화’의 규율의 한계가 어디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주화와 병행하여 내전종식의 실마리가 보
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불안한 평화를 지속적인 평
화와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직
도 민주화와 함께 미얀마가 앞두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종족갈등에 관한
것이다(Gaens 2013, p. 28). 민주화와 종족정치, 양자는 서로의 완성을 방해
하거나 파괴할 염려가 있다. 결국 남아 있는 해결책은 현재의 미얀마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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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형식상의 ‘연방국가’를 어떤 식으로 재조율하는가, 그것의 성공 여건
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달렸다.

2. 단방제, 연방제, 분리독립?
민족/종족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립이나 체제이행 과정에서 연
방제나 그 밖의 제도적 선택을 통해 단일한 국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국
가 내 단위를 분리독립(secession)시킬지 선택해야 한다. 이 연구는 미얀마
가 어떻게 안정적인 (어떤 수준이든) 연방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연방제와 종족의 분리독립
가운데 무엇이 나은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은 미얀마와 같은
상황 혹은 일반적인 다종족 국가의 경우 종족마다의 분리독립을 허락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롭게 분리된 독립국가 내부에는 새로운 다수파와
새로운 소수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다수파는 소수파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기 쉽다(Etzioni 1992). 또 축소된 새 국가에서는 내부의 질서를 유지
하거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허약해질 수도 있다(Kumar 1997).
즉 분리독립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Schaeffer 1990). 둘째, 분
리독립은 또 다른 분리운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즉 새로 형성된 소수파의
정치적 상황은 새로운 분리주의를 낳을 수 있다(Schaeffer 1990).15) 종족의

15) 소련의 붕괴 이후 조지아의 상황이 한 예이다. 그루지야 내부에는 러시아계의 오세티아가
있었는데 그루지야 분리독립 이후에는 이들이 소수파가 되면서 종족분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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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단일한 공동체 하에서(식민지라
해도) 오랜 기간 공존해온 경우에는 소수 공동체 내부의 또 다른 소수집단
(심지어 전체의 다수파에 속할 수도 있는)의 존재는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분리독립의 허용은 또다른 종족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내전을 국가간 전쟁으로 변형시키는데 불과할 수도 있다. 물
론 이와 반대로 분리독립이 종족주의 정치가들의 입지를 약화시켜 평화와
민주주의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경험 분석도 있다(Chapman and Roeder
2007).
그렇다면 미얀마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미얀마의 민주화는 이제 막
출발한 상태에 불과하며 그 방향이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소수민족의 민주주의 경험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분리독립을 한 경우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며 소수파의 정치
적 권리가 지켜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무장투쟁을 제외한다면 종족
주의 정치가 광범위하게 동원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종족을 대변하는 정
당은 몇몇 있지만 그 지지가 해당 종족 사회에서도 폭넓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종족주의가 민주정치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동원될 가능성은 낮아 보
인다. 다만 무슬림 탄압에서 보듯이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의 가능
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NLD는 비교적 폭넓은 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범종족적인 대중정당으로 변모할 여지가 없지
는 않다. 또 지리적으로 다수족인 버마족은 여러 소수민족 주에 분포되어
있다. 소수민족 주라도 특정 종족이 절반을 못 넘는 경우도 있고 와족의 경
우와 같이 소수민족 내의 다른 소수민족이 분리독립 시 새로운 분쟁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버마족에게 동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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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많다. 소수종족 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있지만 대개 경제적
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때문에 분리독립이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 내전 기간 동안 자치를 넘어선 분리독립의 움직임
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버마족이 지금의 준연방(union)과 완전
한 연방(federation)을 넘어선 분리독립을 정치적으로 용인할 까닭이 없어
보이며 역시 이를 극복할 정치, 군사적 힘을 지닌 소수종족도 없는 상황이
다. 만약 까렌주나 몬주가 독립을 하게 되면 버마족의 거주지는 이들 주에
의해 국경을 넘어 분리된다.
한편 여러 종족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은 2015년 총선 이전에 미얀마가
정식 연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5개 정당으로 이루어
진 민족형제연맹(Nationalities Brotherhood Federation)은 보다 많은 자치권
을 얻기 위해서 연방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연방제가 결코 분리독립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adio Free Asia 2013. 7. 8). 이런 논의가
아직 주요 정당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얀마 내부에서
1947년의 정신이 실제로는 연방주의로의 길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미얀마의 선택은 어떤 수
준이든 지금보다는 훨씬 연방제에 가까운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3. 미얀마연방 형성의 도전과 해결책
1) 초기 권력공유제도의 실패
미얀마의 현 상황이 연방제를 비롯한 상당한 수준의 권력분산제도 채택
이외에는 제도적 민주주의와 종족 평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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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이미 연방의 붕괴를 경험한 역사가 있다. 아웅산은
목도하지 못했지만 그의 ‘버마연방’ 설계는 시작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뺑롱협약과 뒤이은 헌법은 국가 설계의 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국가를 설계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뺑롱협약은 미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뺑롱과 필라델피아의 거리는 멀고
도 멀었다. 뺑롱회담은 버마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에 대한 영국의 독립약속
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의 불안감,16) 아웅산-애
치슨 회담의 결과에 따라 독립국가의 출범이라는 당면과제에 몰두했던 아
웅산의 정치적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국가 공동체 건설의 원칙과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했다. 회담의 내용과 결과는 다종족 국가
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로서 매우 미흡했고 많은 부분을 헌법회의나 그 이
후로 미뤄두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
연방국을 탄생시키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 중 미얀마는 주도적 집단(버
마족)이 있는 가운데 여러 종족이 모여 권력분립과 공유의 정도에 대해 합
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뺑롱회담은 다종족이 공존하는 국가 건설이
라는 과제 앞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첫째, 영국으로부터의 독
립이라는 공통 과제를 제외하면 여러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할
궁극적 목적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식민시절과 독립투쟁의 과
정에서 그들은 까렌족과 버마족의 예에서 보듯이 서로를 제국주의의 앞잡
이와 압제적 쇼비니스트(chauvinist)로 비난하며 유혈충돌의 역사를 가졌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과제이기는 했지만 전쟁 이후 베트남과 프랑스의 관
16) 1차 뺑롱회담은 1946년 샨주의 소브와들이 버마족과 각 종족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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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는 달리 영국과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연방제의 기
본적인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공통의 적’에 대한 방어(Riker 1964)가 적용되
는 사례가 아니었다. 오히려 연방의 잠재적 구성단위 사이의 적대감이 매
우 높았다.
둘째, 각 종족은 서로 다른 비대칭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비대칭이 정치적 중요성에 명
확히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의미 있는 상당한 규모의 소수 종
족 중에도 아예 국가 구성단위로 자치권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정체
성의 인정조차 공식적이지 않았다. 몬족과 여카잉은 버마족의 일부로 간주
되었으며 파오족, 팔라웅족, 와족은 샨 주의 일부로 남아 자치권을 얻지 못
했다. 심지어 팔라웅족의 지도자들은 뺑롱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들 중 일부
였다. 산악지역의 50여개 집단이 여전히 정치적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반면에 샨 주와 까레니 주(이후 까야 주)에게는 10년 이후 연방 탈
퇴를 선택할 권리마저 부여했는데 이 권리는 이후 내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연방 탈퇴의 방법을 보장하는 연방국가, 게다가 미얀마 수준
의 준연방국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필리포프가 경고
했던 바와 같이 각 종족 집단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권력분립의
게임에 참여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의 원칙
을 지속적으로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탈퇴 선택권을 가진
주들은 분리독립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쥔 채 중앙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
이며 나머지 주나 종족들은 보다 폭넓은 자치권의 획득을 끊임없이 요구하
게 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력 항쟁에 호소하는 등 연방의 불안정
으로 이어지게 된다(Filippov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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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렵거나 그 고민의 결과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뺑롱협약의 기본은 소수종족의 자치권의 인정이었다. 그러나 자
치권을 가진 종족이 어떤 정치적 유인에 따라 하나의 국가에 남을 것인지
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모든 연방은 연방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구심
력과 연방 구성 단위들이 자치권을 향유하려는 원심력간의 균형이 이뤄져
야 유지될 수 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압도하면 강력한 중앙집중적인 단
방제로 변모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연방붕괴와 분리독립으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필리포프 등의 주장처럼 이런 힘들을 연결해주
는 하나의 국가로 남아야 하는 이유가 중앙과 지방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국가 주도 세력인 버마족은 오랫동안 ‘하나의 미얀마’만을 강조했
지 왜 하나의 미얀마에 남아야 하는지를 설득하거나 그런 정치적 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뺑롱회의의 결과물들은 그러나 이런 역학 관계에 대
한 기본적인 고려가 거의 없었으며 전국적인 이익과 연결된 정치적 대표
세력이 성장할 터전의 마련을 고민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뺑롱회의 이후
제헌의회를 통한 대표성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까친 주 같은 경우에
는 주 경계에 다른 지역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제헌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결과적으로 뺑롱회의는 후대의 칭송에도 불구하고 버마족
의 입장에서는 소수종족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여 하나의 버마국가
가 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고17), 소수민족에게는 반복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권력분할의 게임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

17) 네윈은 그런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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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밀어 넣었다는 점에서 이미 출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불안정하
고 갈등에 가득 찬 다종족 공동체 명확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게임의 규칙
과 그 규칙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익이 되는 다수의 정치세력이 없이 출
범한 셈이다. 군부의 쿠데타와 뒤를 이은 뺑롱협약의 무력화는 예정된 수
순이었는지도 모른다.

2) 새로운 연방제의 구현 조건
종족간 갈등을 치유할 제도적 처방의 하나로 권력의 공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미얀마는 보다 탈중앙집권화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급진적 연방제 선택의 전망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
만 이를 요구하는 세력들도 있고 현 떼인세인 정부, 아웅산 수치와 NLD 그
리고 지방 세력이 어떻게 협력과 경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가에 따라 연방
제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 미얀마가 새로운 연방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공유제도를 선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여
기서는 앞의 이론 부분에서 연방제도 안정화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의 제도를
논의했던 필리포프와 그 동료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1수준과
제2수준의 제도들의 선택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세부 제도들까지 따지면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기
초로 제3수준의 제도인 정당체계의 앞날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제1수준에서 필요한 것들은 헌법의 재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전에 헌법이 개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는
현행 헌법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국적이라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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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미 대선 도전을 언급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얀
마는 다시금 격랑에 빠질 것이다. 현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도 헌법개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때 공식적으로 연방제
를 표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유니언이라 불리는 준연방에 머물러
있을지는 정치적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을 고려하게 된
다면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현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1947년과 같이 연방탈퇴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연방탈퇴
규정을 두고 있는 헌법을 가진 연방은 거의 없다. 둘째, 중앙의 연방정부와
주나 지역의 지방정부가 가질 권한을 구분해주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이
부분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다. 대신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에 명확하
게 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권한(reserved power)으로 연방정부가 행사하
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모든 연방 구성 단위에게 무조건적으로 대
칭적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주(state)와 각 주
안의 또 다른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5개의 자치지대(self-administered zone)
와 1개의 자치구(self-administered division)가 있는데 실제로는 주와 그 권한
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하다. 제도적으로 자치 층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18) 또한 오랫동안 미얀마 거주 지역을 지구(division)와
지역(region)으로 통칭하며 소수민족 주(state)와 구분해왔는데 상징적 의미

18) 비대칭적 연방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비대칭적 상황에 빠진 소수민족에 대한 보
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분산의 큰 틀에서 보조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는 미얀마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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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이런 구분을 삭제하고 모두 주(state)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넷
째, 모든 미얀마 시민이 종교나 종족적 차이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민권을 명
확히 하는 것인데 로힝야족의 예와 같이 종족단위로 미얀마 이주시기를 입
증해야 하는 비합리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또 여카잉 주에서 최근 목도
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입법에 연방정부가 적
극개입해서 어떤 지역에서든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연방은 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자치와 국가의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과
제를 관철해야 하는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후자인 국가의 통일성 측면에
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2수준의 정치제도는 따져보아야 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많다. 거의 모
든 헌법적 수준의 정치제도가 포함된다. 크게는 대통령제와 의회중심제 같
은 정부형태, 양원제/단원제 같은 의회의 구조와 그 선거제도, 사법부의 위
상과 권한, 지방정부의 구성 방식, 중앙에 있어 지방의 대표 방식,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구조 등 세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정부형태는 1990년대 린쯔의 의회제
우월성 테제에도 불구하고(Linz 1990, p. 154) 무엇이 기계적으로 우월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특히 정당체계의 특징과 의
회와 행정부의 권력분산 관계가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정치제도
는 경로 의존적(path-dependency)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의 위험성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에서 1인 독
재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대개는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지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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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관측되
듯이 의회에서 다수파가 형성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분할정부하에서 대통령
은 연립정권을 추구해 오히려 갈등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홍재우 외 2012).
다음은 선거제도이다. 미얀마는 현재 1구 1인의 단순다수제를 선택하고
있다. 소수파의 존재가 뚜렷한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
해 소수파의 의회 진출을 열어주려는 제도설계가 많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에는 소수집단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여러 종족이 분산
되어 있는 지역 양자가 공존한다. 여러 종족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개 소수파의 대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경쟁이 없는 지배종족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다
수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면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적절한 타협점은 전국적인 혹은 주 단위의 비례대표제
선거와 단순다수제를 1인 2표를 기반으로 절충하는 방식이다. 비례성을 강
조한다면 독일식의 혼합형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 System)를, 권력의
책임성을 더 강조한다면 대만, 일본, 한국의 혼합형다수제(Mixed Member
Plurality system)를 채택하는 게 낫다. 한편 다른 논리로 단순다수제가 오히
려 보편적 중위 정당의 탄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균열을 넘나드는 전국적
정당의 탄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필리포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수준의 통합적 정당을 출현시키기 위
해서 연방의 각 층위별로 많은 수의 선출직이 필요하다. 특히 주지사의 경
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지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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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들이 단순히 지방에서 정치적 행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직을 선출직
으로 충원해야 한다. 지방과 연방의 협상 구조 또한 개별적이 아니라 통합
적이어야 한다. 즉 구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처럼 연방과 지방이 의회의 승
인도 없이 맺은 개별적인 협약은 연방체제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여지
가 있다. 연방과 지방의 관계는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원이 가장 좋은 장소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식
으로 상원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독일식으로 지방 주 정부의 주
지자/각료가 겸임하거나 정부 대표로 파견되는 것이 옳다. 주 정부의 대표
들이 파견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합의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연방규약에 대한 개별적 재협상 노력을 저지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표 3. 주/지역-정당별 의석수19)

지역(Region)
정당

USDP
(연방발전단결당)
NLD
(국민민주연합)
SNDP
(샨민족민주당)

주(State)

연방 합계

아
예
만
타
네
야 바 마 달 사
닌 양 친 까 까 까 몬 여
카 샨 피
르 고 궤 레 가
친 야 렌
타 곤
잉
잉
도
와
이
리
디

20 21 18 25 31

8

31

5

14

7

4

5

8

23

1

221

5

4

5

6

3

2

6

-

-

-

-

1

-

1

4

37

-

-

-

-

-

-

-

-

1

-

-

-

-

17

-

18

19) 미얀마 선거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하원은 영문 홈페이지가 없
다. [표 3]의 의석 분포는 http://en.wikipedia.org/wiki/Pyithu_Hluttaw(검색일: 2013. 10. 20)를
참조하여 다른 자료를 검토한 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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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정당

지역(Region)
아
예
만
야 바 마 달 사
르 고 궤 레 가
와
이 잉
디

주(State)

연방 합계

타
네
닌 양 친 까 까 까 몬 여
카 샨 피
타 곤
친 야 렌
잉
도
리

NUP
(국민통합당)

1

3

1

-

3

-

-

-

1

-

-

1

-

2

-

12

NDF
(국민민주주의의힘)

-

-

-

-

-

-

8

-

-

-

-

-

-

-

-

8

RDDP
(여카잉민족발전당)

-

-

-

-

-

-

-

-

-

-

-

-

9

-

-

9

ARDP
(전몬지역민주당)

-

-

-

-

-

-

-

-

-

-

-

3

-

-

-

3

PSDP
(파-오민족기구)

-

-

-

-

-

-

-

-

-

-

-

-

-

3

-

3

CNP
(친국민당)

-

-

-

-

-

-

-

2

-

-

-

-

-

-

-

2

CPP
(친진보당)

-

-

-

-

-

-

-

2

-

-

-

-

-

-

-

2

PSDP
(팔론-사우와우민주당)

-

-

-

-

-

-

-

-

-

-

2

-

-

-

-

2

WDP
(와민주당)

-

-

-

-

-

-

-

-

-

-

-

-

-

2

-

2

INDP
(인 민족 발전당)

-

-

-

-

-

-

-

-

-

-

-

-

-

1

-

-

UDPK
(까친주통합민주당)

-

-

-

-

-

-

-

-

1

-

-

-

-

-

-

1

KPP
(까렌인민당)

-

-

-

-

-

-

-

-

-

-

1

-

-

-

-

1

PNP
(팔라웅 국민당)

-

-

-

-

-

-

-

-

-

-

-

-

-

1

-

1

- - 1 - - - 26 28 25 31 37 10 45

9

17

7

7

- - 1
10 17 51

5

2
325

기타/무소속
Total seats
자료: 각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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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수준의 정치제도는 정당이다. 이때의 정당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으
며 내적으로 각 제도 층위별로 수직화되어 있는 통합적인 정당이다. 정당
이 제1, 2수준의 정치제도와 다른 이유는 헌법이나 법률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을 정치공학의 한 도구로 간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각 수준의 제도가 연방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치엘리트들에 대해서 갖는 제도적 영향력
이 결정적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미얀마의 정당과 정당체제를 갖고 연방제를 위한 정당
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표 2]에서 보듯이 하원의석의
분포를 보았을 때 전국화되어 있는 정당은 집권 USDP 하나밖에 없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USDP에 대한 지지가 민주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NLD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 USDP의 전국화 성격은 우리나라의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집권당인 민정당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다. 위 표에서 보면
NLD는 몬 주와 샨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마족의 지역(region)에서 얻은
의석이다. 하지만 실제 보궐선거가 몬 주와 샨 주에서 각각 한 석씩밖에 없
었기 때문에 NLD의 전국화 수준은 최근 선거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최소 2석 이상의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던 1990년 선거에서 NLD는
492석 중 392석을 차지했다. 당시 선거에서 중선거구 덕분에 27개 정당이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 중 19개가 종족 정당이었다. 두 자리 수 이상의 의석
을 차지한 정당은 4개였는데 야당 중에서는 NLD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족
정당이었다. 2010년 선거를 보면 NLD의 일부였던 NDF는 버마족 지역인
양곤에서 8석을 차지했고 집권당인 USDP와 친군부정당인 NUP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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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야당은 소수종족 정당이고 소수종족 주에서만 의석을 획득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샨족을 대변하는 SNDP가 샨 주와 까친 주에서 의석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샨족이 여러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NDP는 샨족이 거주하는 여러 주에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SNDP는
1990년 선거에서부터 아웅산 수치의 동맹세력 중 일부였는데 NLD를 제외
하면 전국화는 아니어도 수직적 통합정당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수직적 통합 양상은 간접적으로 각 주와 지역 의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2010년 총선 시 지방선거도 동시선거로 같이 있었다. 주와 지역은 인구
에 따라 단원제 의회를 갖고 있다. 가장 작은 까야 주는 20석의 의회를, 가
장 큰 샨 주는 143석의 의회를 갖는다. 연방 상하원에서 군부가 25%를 지
명하는데 비해 지방의회에서 그 비율은 30%에 달한다. 거의 모든 주와 지
역에서 USDP가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여카잉
주에서만 종족정당인 RDDP(여카잉민족발전당)이 18석으로 14석의 USDP
와 12석의 군부를 제외하고 제1당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의석을
얻었던 정당들은 대개 그 주나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종족정당
중에서는 SNDP가 샨 주와 까친 주 그리고 버마족이 많은 만달레이지역에
서 의석을 갖고 있다. 까렌족의 정당인 KPP(까렌인민당)도 버마족 지역인
바고지역과 양곤지역에서 한 석씩 획득했다. 양곤지역과 샨 주는 가장 큰
의회를 가졌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이 진출해 있는데 특히 USDP와 군
부에 이어 SNDP가 소수정당들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34석) 여
러 소수정당들도 의회에 진출해 있다(6개 정당 19석).
다시 말하면 여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대개 자기 지역 내에서 약간
의 통합적 정당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군부계열인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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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P와 이에 동조하는 NUP계열 그리고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NLD
와 NDF의 야당계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정당은 전국화된 통합정당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종족정당이지만 지역 특성상 샨주의 SNDP만
이 약간의 가능성을 보이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고 군부의 세력이 일정 정도 후퇴한 가운데 완전한
연방제를 받아들이거나, 연방제적 요소가 강화된 가운데 2015년 선거가 치
러진다면 그 연방의 존속과 안정은 NLD와 USDP로 대변되는 양대 정당이
얼마나 빨리 전국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또 전통적인 협조 관계에 있던
NLD와 SNDP가 통합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면
연방의 불안정성이 드러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현재 가장 강한 정치권
력은 떼인세인 대통령과 군부가 갖고 있지만 실제 민주화의 진전과 연방의
안정에는 NLD를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문
제는 현재 NLD 등이 아웅산 수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내부적 제도화
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1990년과 같이 전국적인 지지를 다
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20) 현재 나머지 정당
들은 원심력적 정치를 통해 연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에는 정치적 자원이
아직은 빈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연방제가 실현되면 이들에게 또 다른 기

20) 이 지점에서 아웅산 수치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현재 버마족의 대표라
기보다는 범국가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실제 그 역할을 최근 강화하고 있다. 따
라서 종족을 넘어선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종족문제에 대한 거
리두기는 자칫 잘못하면 버마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까친 내
전의 원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크게 환영받거나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없었다.
종족문제를 어떻게 국가적 문제로 전환시킬 것인가는 아웅산 수치가 맞이할 또 하나의 거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를 풀지 못하면 설령 2015년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국가분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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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중앙정치의 구심
력이 종족문제나 그 밖의 결정을 중앙무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비종족 정
당들이 각 지역에서 종족정당들을 대신해 뿌리를 내리거나 최소한 종족정
당들과 지역과 주를 넘나드는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는 지금
보다 훨씬 진전된 민주주의 절차적 진보를 기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V. 결론
모든 이론은 과거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론의 필요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회의 정치적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
히 ‘경험 과학’의 이름으로 생산된 지식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미래
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를 둘러보고 그것으로
부터 비롯된 이론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미얀마의 정치적 미래
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체제이행이고 그 속도가
특별히 빠른 것도 변화가 급격한 것도 아니다. 행위자들의 양상도 거의 변
하지 않았다. 민간화되긴 했지만 군부는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고, 아웅산
수치는 지금껏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법적 제약 속에서 야당을 이끌고
있으며, 소수종족들은 여전히 버마족과 미얀마 중앙정부를 불신한다. 그러
나 지난 3년간 이들 사이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화 조치가
진행되었고 아웅산 수치는 마치 미얀마의 다음 권력자인 듯한 행보마저 보
이고 있다. 내전은 잦아들고 있고 현 정부는 내전의 완전 종식을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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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미얀마는 민주화라는 체제이행 그리고 내전의 종식과 다종족의 공
존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갖고 있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상호모순적
이기도 하다. 민주화가 있어야 소수종족들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
보할 수 있지만 민주화는 종족간의 갈등을 만드는 공간과 자원을 창출하
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민주화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
서 단순히 민주화에만 관심을 갖거나 단순히 내전을 멈추는 평화협정에
만 관심을 갖는 것은 미얀마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 중에서는 최초로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연방제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과거 다양한 다민족 국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권력공유와 분립의 이론을 토대로 미얀마의 연방제화에 대한 과제
를 과거의 실패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단순히 권력을 나누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양날의 칼이 될 수
도 있는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족 스스로의 자치만이 아니라 하
나의 정치체를 구성하기 위한 통합된 정치구조가 있어야 한다. 즉 중앙정
부의 구심력적 정치와 지방정부의 원심력적 정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얀마가 선택할
수 있는 헌법구조와 여러 정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무엇보다 종
족으로 갈라진 정당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의 행동 양상을 제어할 수 있
는 통합적 정당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들 정당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정치를 하나의 틀에서 연결해주어 연방의 단일
성을 유지하고 종족 내 평화를 가져오는 제도적 정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정당체계로는 명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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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당체계가 없이 2015년 선거부터 종족에 기반한 정당체계로 극단
화된다면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종족 평화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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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 형 종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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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현황
과 과제를 ‘단일시장과 생산기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아세안경제
공동체 건설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아시아 내 대표적 지역
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2015년 말까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공동체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라는 3
개축으로 구성되며 그간 느슨한 형태의 연성지역주의에서 경성지역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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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에는 아세안이 안보와 정치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탓에 일련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수준은 매우 낮았다. 냉전
해체, 경제적 지구화,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 특히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세안의 한계를 노출함과 동시에 경제협력의 강화, 나아가 경
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3년 발리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경제공동체는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있어 핵심과제로 아세안회원국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아
세안이 추진하였던 경제부문의 협력 또는 통합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지 못함에 따라 아세안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아세안자유
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투자자유지대(AIA:
ASEAN Investment Area), 아세안서비스 자유화를 의식한 아세안서비스교
역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등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추진동력을 잃거나 그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그간의 경제협력을 재활성화하고 통합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아세안이 경제협력에서
경제통합으로 지향점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 핵심 분야는 경제통합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고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 자본, 서비
스, 노동(제한적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단일시장과 단일생산
기지’ 건설이 될 것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4개 영역(단일의 시장과 생산기지, 경쟁력을 가진
경제적 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그 중
‘단일의 시장과 단일생산기지’ 건설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화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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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동 이동의 자유, 통합우선분야, 식품 및 농임업 분야의 통합을 추진
하고 있어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이 가져올 실질적인 경제협력 및 통합의
위상을 결정하는 분야이다. 이에 아세안경제협력과 통합의 핵심 분야인 단
일의 시장과 생산기지 건설 부문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과정에서 그간 아세안 고유의 방식이 어떻게 제약 조건으
로 작용할 것인지 또는 아세안 방식이 경제공동체의 진행에 따라 어떤 영
향을 받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아세안의 운영방식이 장애물로 작용
하여 아세안공동체 또한 좌절될 것이라는 성급한 비관론을 배제할 수 있으
며 아세안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 상대이자 투자지로서의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발효 중이며 향
후 협상의 개정 또는 개별 회원국과의 추가적인 FTA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의 아세안 인식은 그 지역체로서의 특성을
배제한 채 양자주의적 접근을 활용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단일체
로 인식하곤 하였다.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건설을 전후하여 아
세안은 그간의 자체 협력프로그램들을 재정비하고 향후 보다 응집되고 제
도화된 지역체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과
정이고 아세안의 정보공개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공동체 건설
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세안공동체로의 도약은 아세안 자체의 규범과 제도의 변화를 의미한
다. 공동체 건설 목표 시한이 2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세안공동체 건설
중 경제공동체 추진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한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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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제공동체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아세안의 운영과 대외 경제 관
계를 가늠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아울러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
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아세안 지도자들이 제 공동체에 건설의지를 표명한 2003년 이후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아세안경
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개념과 각 분야의 쟁점과 전망을 엮은 단행본(Hew
et al. 2005, 2007; Plummer et al. 2009; ASEAN Studies Centre 2009)들이 출
간되었다. 이들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경제공
동체의 이행을 평가하기보다는 아세안 경제에 대한 제 분야에서의 쟁점들
을 다루었다. Ravenhill(2008)은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갖는 ‘아세안 특성’을
근거로 통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Pomfret(2013)은 아세안
회원국간 경제 발전 격차, 특히 신규 회원국의 문제를 통합의 주요 과제로
지적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이론화 작업으로는 일반균형분석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을 통한 경제공동체 논의(Petri, Plummer, and
Zhai 2012)가 있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관련된 역외 국가와의 경제관계
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대만의 사례에 대한 연구(Wu 2008)가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 이행 목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행 현황과 평가
에 대한 연구들은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ISEAS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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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연구센터(ASEAN Studies Centre)가 주관한 일련의 세미나 결과를 출
간한 것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이슈를 다룬 연
구(Das et al. 2012)와 스코어카드에 기반한 이행정도를 평가한 연구(Das et
al. 2013)로 구성된다. 이들 연구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현
황과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역내 기관의 연구보고서도 출간도 잇따르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대
금융그룹의 하나인 CIMB 그룹의 CIMB ASEAN Research Institute(2013)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으며 ADB Institute도
이에 대한 워킹페이퍼(Chia 2013b)를 발행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최근의 연구
들이 주요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정보공개 미
흡으로 인해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즉 정부간 협상과 보고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경제학적 접근
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특징으로 아세안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단일시장과 생산기지 건
설’ 부문을 중심으로 고찰함에 있어 기존 아세안 공식 문서에 드러난 아세
안경제공동체로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가졌
던 아세안 자료에 대한 접근 한계로 인해 교역, 투자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
여 통합 이행을 가늠하고자 한다. 자료 접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아세
안 사무국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이 경
제현상이지만 그 과정이 정부간 정치적 성격 특히 이른바 ‘아세안방식’에
의해 제약받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도 포함할 것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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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아세안 방식’에 의해 제약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아
세안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거나 장기적으로 이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아세안 방식’을 독립변수화 함으로
써 장기적 전망을 도출했던 접근방식과 차별되는 것이다. 경제공동체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나 그 과정에서 아세안 방식의 역동성을 함께 고
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의 지역협력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아세안적 특성
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세안적 특성에 기반한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과정
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세안경제공동
체 건설에 따른 아세안의 경제적 대외관계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경제공
동체 건설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래의 구체
적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①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의 동인은 무엇
인가? ② 아세안경제공동체는 기존의 아세안이 추진했던 경제협력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③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과정에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
기지’ 분야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Ⅲ.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배경
1. 아세안 지역경제협력발전
아세안의 공동체 건설은 기존의 아세안에 기반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을 포괄하며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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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창설 당시 아세안 회원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비공산권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으로 구성되었다. 아세안의
창설을 이끈 방콕선언에서는 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사회부문 협력에 대한 강조는 역설적으로 정치‧안보분야에
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치‧안보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불필요한 역외 국가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 또한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
되었기보다 아세안의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 통일 등 역
내 정세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비춰졌으며 이에 1976년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아세안은 일련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경쟁적 산업구조와 자국 산업 보호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1)
아세안의 본격적 경제협력은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
의에서 합의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이다.
AFTA의 창설에 합의한 것 또한 자생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의 발현이기보
다는 냉전해체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로
서의 기능과 더불어 당시 세계 기타 지역의 무역블록화에 대한 ‘대응적’ 성
격을 띠었다. AFTA는 이른바 공동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시스템을 통해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대응적’ 성
격의 AFTA는 출범 당시 그 구체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각 국가
별 개별상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회원국간 단일
1) 대표적 경제협력사업으로는 ASEAN Industrial Projects Scheme(AIPs), 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 ASEAN Joint Venture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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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아닌 양자간 FTA의 조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아울러 CEPT하의 관
세와 WTO체제하에서 이행할 의무적인 관세철폐간 격차가 크지 않아 효과
에 의문이 제기되었다(Ravenhill 2008, p. 472).
이후 아세안경제통합의 진전 또한 자생적이기보다 외부 환경변화에 따
른 대응적 성격을 갖는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는 아세안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요한 도전이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아세안의 지역적 차원의 대응은
기존의 역내 경제협력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역외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
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역내 지역 수준에서는 아세안자
유무역지대의 조기실현에 합의하는 등 기존의 경제협력에서 더 나아가 경
제공동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1997년 정상회의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담아 아세안이 ‘균등한 경제
발전과 낮은 빈곤율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갖는 안정적이고 윤택하며 고도
의 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ASEAN Vision 2020에
담았다(ASEAN Vision 2020). 비전 실현을 위해 도입한 비엔티안행동계획
(Vientiane Action Plan)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완전 실현 목표를 기존 회
원국 6개국은 2010년, CLMV의 4개국은 2015년으로 각각 설정했다.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아세안+3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협
력기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이후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
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FTA 협상과정
에서는 아세안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EU와 같은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세안 사무국은 협상권을 갖지 못한 채 실제 각
모든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일련의 협상을 통해 아세안이 단체
협상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나(Ravenhill 2008, p. 474)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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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의 강화와 양자간 FTA협상에서
ASEAN의 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아세안 FTA협상과정에서 태국이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
하며 서명을 거부했을 때 다수의 쌀 수출국이 포함된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동대응하기보다 이를 태국의 단독 문제로 간주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화 움직임 또한 아세안의 결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APT(ASEAN PLUS Three)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n Vision Group)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세안 자체의 제도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한편으로
아세안으로 하여금 공동체로의 비전을 서둘러 갖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역내 수준에서의 경제통합심화는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설립 목표에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세안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사회 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를 축으로 한다.
당초 2020년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2015년에 조기실현하기로 하였으나 다
시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실현 목표시기를 재조정했다.

2. 아세안공동체 창설과 경제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이전에 추진되었던 다수의 경제협력 프로그램들이 가
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로 이른바 ‘아세안 방식’에 따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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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미비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격차를 지닌 아세안
은 전통적으로 최저수준에서 모든 회원이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만
장일치를 원칙으로 해왔다. 민감한 부문에 대한 논의는 되도록 피하고자
했으며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 이러한 전통은 경제부문의
협력에도 나타났다. 아세안사무국은 합의내용 이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행정업무 지원에 국한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
려한 ‘유연한(flexible)’ 이행이 용인되었으며 경제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분
쟁해결제도(Disputes Settlement Mechanism)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아세
안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 이후 아세안의 움직임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의 역내협력과는 차별된다.
첫째,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7년 아세안이 채택
한 아세안헌장은 아세안에 법인체 성격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제
도화 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비록 구체성을 결여했으나 아세안인
권기구, 분쟁해결기구, 아세안 경제협력에서의 아세안-X원칙2) 등을 명시함
으로써 향후 아세안 지역통합에 관한 제도화 논의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
세안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일 청사진(blueprint) 마련에 합의하였다.
2007년 필리핀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공동체 실현 목표를 당초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겼다. 특히 2007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청사진
2) 아세안헌장은 의사결정제도와 관련 협의(consultation) 및 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고,
각 아세안공동체협의회(ASEAN Community Council)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르지만 경제부
문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아세안-X와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
시했다(ASEAN, 2008). 아세안-X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시 특정 회원국의 참여를 잠정 연
기한 채 나머지 회원국의 참여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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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Blueprint)을 마련했는데 이는 기타 정치‧안보, 사회‧문화 공동체보다
앞선 것이었다. 특히 개념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분야가 동등하게
중요함에 불구하고 실제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아세안공동체 중 핵심 영역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의 다양한 협력사업과 협정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보완, 개
선하고자 함으로써 역내협력 기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는 CEPT를 비롯한 기존 상품무역자유화
관련 협정을 포괄한다. 실질적인 상품무역 자유화의 장애물인 비관세 장벽
의 철폐를 위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의 검증 철폐를 강조하였다. 아울
러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투자부문
에서는 기존의 아세안투자지역협정(AIA)을 확대한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
(ACIA)이 조인되었다. 특이할 점은 투자분쟁이 있을 경우 합의를 전제로 투
자자가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 이외의 제3의 중재기관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에 관한 아세안기본협정 실현을 위한 프로토콜이 제정되었다. 아세안서비스
교역기본협정(AFAS) 실행을 위한 프로토콜도 2009년에 조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이라고 불리는 아세안 규범의 변
화를 동반하거나 추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의 전통적 규범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정치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게 적응 발전된 것
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다. ASEAN-X
원칙의 도입과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자 도입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 제도는 정치‧안보, 사회‧문화공동체 추진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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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행 현황
아세안경제공동체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아세안 사무국이 2년을 주
기로 발행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에 의존하고 있다. 제1기
(2008-09년), 2기(2010-11년)에 대한 스코어카드가 발행되었다. 스코어카드
는 AEC Blueprint가 제시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스코어
카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4개 영역인 ‘단일의 시장과 단일생산기지’, ‘경쟁
력을 가진 경제 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대해 각
각 이행률을 평가했다.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영역은 1기 평가에서 이
행률 93.8%를 기록한 데 반해 2기에서는 4개 영역 중 가장 저조한 49.1%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평균 65.9%로 이행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 아세안경제공동체 4개 분야의 스코어카드

(단위: %)

1단계 목표 이행률
(2008-09)

2단계 목표 이행률
(2010-11)

평균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

93.8

49.1

65.9

경쟁력 있는 경제 지역

68.7

67.4

67.9

균등한 경제발전

100

55.5

66.7

세계경제로의 통합

100

77.8

85.7

계

73.6

55.5

67.5

자료: ASEAN 2012c, p. 8, p. 11, p. 13, p. 1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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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 생산기지 부문은 실질적인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이끌 핵심 분야로
타 분야에 비해 이행의무 건수가 월등히 많다. 1차 65개, 2차 108개로 총 173개
의 이행항목을 가진다. 기타 영역 ‘경쟁력있는 경제 지역’ 78개, ‘균등한 경제발
전’ 12개, ‘세계경제로의 통합’ 24개의 이행항목에 비해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가 가장 핵심적 분야임을 나타낸다.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노동의 자유
로운 이동, 우선통합분야, 식품-농임산물로 세분화된다. 이중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행항목 118개로 해당 영역 중 68%를 차지한다.
이들 중요 부문의 이행도가 저조함에 따라 전체적인 ‘단일시장과 단일생산
기지’의 이행률이 낮게 집계되었다.

표 2.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스코어카드

1단계
(2008-09)

(단위: %)

2단계
(2010-11)

계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9

0

23

24

32

24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10

3

13

17

23

20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5

1

5

8

10

9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1

0

5

0

6

0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

-

1

0

1

0

우선통합분야

28

0

1

0

29

0

식품‧농임산물

8

0

5

5

13

6

계

61

4

53

55

114

59

이행률

93.8

49.1

65.9

자료: ASEAN 2012c,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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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상품교역 자유화(free flow of goods) 부문은 2008~11년
기간 중 계획된 총 이행 건수 56건 중 32건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 이행 수준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2010년 5월 17일 ATIGA가 발효됨에 따라 AFTA협의회는 2015년까지의
관세자유화를 위한 ATIGA의 완전관세철폐스케줄을 승인했다. 아세안회원
국의 관세율 폐지 품목은 실제 협정상에서 약속한 관세폐지대상품목의 (IL)
을 웃돈다. 2010년 기준 아세안-6국가의 관세완전폐지 품목의 비중은 총 교
역품목 중 IL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AEC Blueprint에 따르면 아세안-6
국가는 IL품목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목표했던바 이
는 목표보다 앞당겨 관세 철폐를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아세안-6 회원
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ATIGA의
평균관세율을 2011년 말 기준 0.05%로 2000년의 3.64%에서 지속적으로 인
하되었다(ASEAN 2012, p. 3). 이들 국가들은 교역상품의 99%에 대해 관세
를 철폐했으며 CLMV 국가들은 총 교역상품의 98.6%에 대해 0-5%의 관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Das 2013, p. 4). 라오스와 미얀마도 당초 목표 수준으
로 IL해당품목의 관세를 0-5%로 감축했다. 단, 캄보디아는 IL품목 98.30%
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0-5%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한 품목은 전체 교역품
목 중 78.45%로 이행이 저조했다. 2010년까지 IL품목의 80%에 대해 관세
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55.6%에 그쳤다. 0-5%의 관세수준을 갖는
품목은 전체 중 96.68%에 해당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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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교역 중 무관세혜택을 입는 품목은 2012년 기준 CEPT의 관세
철폐 대상 품목 중 987.81%에 달한다. 아세안-6 국가들의 경우 99.2%로 매우
높고 CLMV 국가들은 68.88%에 달한다(ADB 2013, p. 37). 아세안 역내 무역의
70% 이상이 무관세로 이루어지며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아세
안 역내 총 교역 중 5%이내이다(ADB 2013, p. 38). CEPT하에서 관세인하품목
(IL) 중 관세율 0%에 해당하는 품목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2003년
이후 급증했다. 아세안-6의 관세인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둔화
되었는데 이는 IL에 편입된 품목 수의 증가 때문이다(ADB 2013, p. 37).

표 3. 아세안 역내 관세 철폐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

국가

관세 0% 품목 비중

관세인하대상(IL) 품목 비중

브루나이

99.03

92.89

인도네시아

98.66

78.39

말레이시아

98.68

87.39

필리핀

98.63

79.61

싱가포르

100.00

97.95

태국

99.84

94.00

캄보디아

78.45

98.30

라오스

95.18

95.20

미야마

99.28

99.30

베트남

96.68

96.60

자료: Okabe and Urata 2012, “Pratiwi Kartika and Raymond Atje, Toward AEC 2015: Free
Flow of Goods within ASEAN.” Sanchita Basu Das ed.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erformance and Perception, Singapore: ISEAS, 2013, p. 32에서 재인용.
3) Okabe and Urata 2012, “Pratiwi Kartika and Raymond Atje, Toward 아세안경제공동체 2015:
Free Flow of Goods within ASEAN.” Sanchita Basu Das ed.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erformance and Perception, Singapore: ISEAS, 2013, p.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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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 추이

자료: ADB, Asian Regional Integration Center Database(www.aric.adb.org, 접속일: 2013. 10. 1)
에서 재구성.
표 4. 아세안 역내 교역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1998

2000

2003

2008

2009

2010

브루나이

79.8

54

69.8

88.4

89.3

88.7

캄보디아

-

76.6

108.4

79.2

85.8

93.8

인도네시아

72.2

57.8

39.8

51.9

39

41.4

라오스

-

-

22.6

49.8

53.1

69.3

말레이시아

191.1

196.9

181.3

152.1

145.1

152.2

미얀마

-

35.5

53.7

45.6

40.8

27.4

필리핀

90.2

97

92.6

63.5

52

57.9

싱가포르

248.5

289.5

308.6

340

282.2

313.6

태국

78.2

106.2

109.3

129.2

108.3

120.8

베트남

-

-

-

156.2

130.7

145.8

계

129.5

133.8

120.8

125.4

102.7

110.1

자료: ASEAN Economic Community in Figures 2011, p. 11.

∙ 170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AFTA 출범을 계기로 CEPT를 통해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고 특
히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이 구체적 목표로 제기됨에 따라 관세인하 부문에
서 목표치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역내 교역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 교역량은 1998년 5,7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중 역내 교역량
은 1,210억 달러로 21%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2조 3,890억 달러 중 역내
교역량은 5,980억 달러로 25%를 기록했다. 아세안 총 교역량의 절대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역내 교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강에 그쳤다
(ASEAN Secretariat 2012b, p. 18). 관세인하에 의한 역내 교역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세안 교역의 경제적 비중은 GDP 대비 교역액의 비중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1998년 기준 아세안 총 교역량은 총 GDP대비 129.5%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110.1%로 감소했다(표 4 참고). 아세안 대외 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 GDP 대비 94%에서 82%로 감소한 반면 역내 교역량
은 동기간 25%에서 2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ASEAN Secretariat
2012b, p. 18).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역내 교역 의존도가 발생하
는 원인으로 다음의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아세안회원국간 경제
적 관계가 상보적이기보다 경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 역외 국가들과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
성은 역내 국가들간 경쟁적 경제구조를 낳는 데 기여했다.
경제구조 이외에 관세철폐에 따른 기대이익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점
도 역내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신규 역내 무역 창출 효과가 적은 이유이
다. 이는 CEPT상의 특혜세율과 WTO상의 MFN 간 세율격차가 미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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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한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역내 교역량 중 CEPT 활용률이 20%
에 지나지 않는다(ADB 2013, p. 37). 즉 두 특혜세율간의 미미한 격차로 인
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MFN과의 낮은 차별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역내 교역 촉진에 있어 실질
적인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비관세장벽을 꼽을 수 있다.4) AEC Blueprint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의 철폐일정은 ASEAN-5가 2010년, 필리핀은 2012년,
CLMV 국가들은 2015년까지(민감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08, p. 31).
아세안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에 의하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3단계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2011년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3차 비관세 장벽 철폐
가 진행되었다고만 밝히고 있어 지연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는 현
실이다. 기타 국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이 없어 이들 국가들이 진행상
황이 매우 저조한지 또는 매우 우세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세안 국가
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자동차, 전자, 섬유 분야의 민간기업과의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ASEAN Secretariat 2012a, p. 3).
비관세장벽의 신고는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아세안은 비관세 장벽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과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ASEAN 2012, p. 3).
비관세장벽은 실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안도와 오바시(2010)의 연구
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관세선 중 거의 절반이 비관세장벽과 관련되어 있

4) 아세안 관계자는 공식적인 관세철폐에 있어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향후 아세안 경
제통합에 있어서도 비관세 장벽과 무역촉진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Anna D.
Robenio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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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관세장벽정책(NTM)의 주된 형태 중에서 복수환율제와 같은 금융통
제방법과 쿼터제, 특정기업대상조치 등의 수량제한 조치와 같은 핵심 비관
세장벽(core NTM)5) 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미
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두드러진다. 분야별로는 식품과 화학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았으며 금속과 경공업 부분이 가장 낮았다.6)
제도적 측면에서는 AEC Blueprint에서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련 ‘현상
동결 및 점진적 철폐(standstill and roll-back)’의 원칙을 Blueprint 이행과 함
께 즉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AGITA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언급이 생략됐다. 이는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함
에 따라 이를 감시할 능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Kartika
and Atje 2013, pp. 35-36). AGITA에서 규정한 모든 비관세장벽의 신고의무
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의 경제통합 목표는 관세동맹을 포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세관과 검역활동은 여전히 경제공동체
건설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단일시장 관련 통관절차 단순화 및 표준
화를 추구하는 아세안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싱글윈도우는 국가별 싱글윈도우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2015년까지 각 회원국의 주요 항만과 공항, 정부기관 간 연결망 구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싱글윈도우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다
수 아세안 회원국에서 통관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캄

5) NTM은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한 Core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non-core로 나뉜다.
6) Ando and Obashi 2010, Pratiwi Kartika and Raymond Atje, Toward AEC 2015: Free Flow of
Goods within ASEAN, in Sanchita Basu Das ed.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erformance and Perception, Singapore: ISEAS, 2013, p.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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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7개 회원국에서는 2015년까지 국가별 싱
글윈도우에 보다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ERIA 2012, pp. 12-13).

2.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서비스분야의 자유화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분야이지만 상품교역
에 있어 관세철폐가 진전을 보인 것에 반해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현에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아세안 각 회원국의 다양한 경
제구조와 더불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회원국 간 큰 격차를 보인다. 싱가포
르는 약 70% 이상인 반면 후발주자인 CLMV 국가들은 30% 이내이며 말
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은 약 30-50% 수준으로 대부분 50%
이하의 비중을 가진다. 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중 또한 싱가포르를 제외
할 경우 평균 10-30%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Findlay 2005, p.
173).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에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Rashid et al. 2009, p. 45).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에게 여전히 비중이 낮으며 서비스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다. 아세안의 서비스 교역은 2011년 기준 수입 2,691억 달
러, 수출 2,609억 달러로 약 82억 달러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서
비스 수지 적자는 2005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2008년 일시적 증가 후에 다
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12b,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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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SEAN Tariff Database,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2, p. 47.

교통, 여행,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아세안 서비스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세안 서비스 수출에 있어 여행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가 30%,
교통은 24-28% 정도를 구성한다. 반면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는 교통이
35-40%를 차지하고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24%, 여행이 18%를 각각
차지한다. 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IT서비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5-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은 30.3%, 수입은 19% 각각 증가했다. 건설 서비스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역내 서비스 교역 비중은 수출
이 16.5-18%, 수입의 경우 15-16.5%를 기록했으며 2009년 역내 서비스 교역
의존도는 감소 후에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13,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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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간 그리고 비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교역과 투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라이센싱(licensing)과 기타 산업 진입
장벽정책들, 외국인지분제한, 설립기업체 형태에 대한 제약, 외국인 사업자
에 의한 서비스 분야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서
비스 산업 교역과 투자에 대한 제약은 각 국가별 개발정책을 포함한 고유
의 정책 결과로 형성되었다(Findlay 2005, p. 177). 이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받는 기득권의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제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이 서비스 교역 개방을 위해 합의한 제도 자체의 제약도 발견된다.
1995년 아세안이 서비스교역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in Sercices)에 서명한 이후 순차적으로 점진적 개방을 추진해왔다.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에 따라 1997년 1차 서비스시장개방 패키지에 이
후 현재까지 7차 패키지가 합의 이행되었다. AFAS 관련 합의는 개방 대상과
시기에 대해 구체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규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있다(Findlay 2005, p. 183).
그러나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다자체제 GATS하
의 의무사항과 AFAS에 따른 개방 의무간 격차는 배우 미미하다. 그 중 브
루나이, 미얀마, 필리핀은 AFAS에 따른 의무적 개방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반면 캄보디아, 베트남은 미미한 수준이다. 후자의 경우 뒤늦은 WTO에 가
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WTO에 의한 서비스업 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풀
이된다(Nikomboriak and Jidumrong 2013, pp. 54-55).
실질적인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자격상호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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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이하 MRAs)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
인 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증을 추진하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MRA는 노동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이들 자격
을 소지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 아세안은 2005년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MRA를 시작으
로 현재까지 총 7개 분야에 대해 MRA를 체결했다. 이들 협정은 운영 방식과
적용범위가 각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의학수련의(medical practitioners/dental
practitioners)의 경우 양자간 등록절차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회계서비스의
경우 양자간 및 다자간 MRA에 대한 원칙을 제공한다(Nikomboriak and
Jidumrong 2013, p. 56).
AEC Blueprint에 따르면 4개 분야(항공, 정보통신(e-ASEAN), 보건의료,
관광)는 2010년까지 그 외 분야는 2015년까지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모드 1(국경간거래)과 2(해외소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제분야에서 규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진적인 외국인 지분
확대도 명시하고 있다. 4개 우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허용을 2008년까
지 최소 51%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류
분야와 기타분야는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49%와 51%의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여 2015년까지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를 70% 이상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까지 모드 3(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기로 하였다(ASEAN 2008, p. 37).
역내 회원국의 평균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의존도와 일부 회원국과의
격차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은 서비스 자유화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
며 기존 합의된 자유화 일정도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AEC Bluepri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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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 자유화 원칙으로 이전 라운드에서 자유화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이를 만회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합의한
분야의 개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 밖 분야로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대체되는 분야간 개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같지 않을 뿐더러 이의
비교 자체도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상품분야 자유화와 같은 방식, 민
감품목(분야)을 포함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차별적 개방일정을 갖는 방식을
택하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아울러 ASEAN-X 원칙을 통한 자유화를 명
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 또는 분야의 자유화에 준비되지 않은 회원국
을 제외한 기타 회원국만의 이행을 허용하는 원칙이므로 애초 도입 목표와
는 다르게 강력한 이행 의무 실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드 4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 비숙련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유이동과 관련 상호인정은 자유화 조치 의무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촉진할 프레임에 해당한다(Nikomboriak and Jidumrong 2013, p. 58). 이는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건설에 있어 중요한 축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부문 자유화의 목표 시기는 2015년이 아닌 2020년으로 설정했다.
2015년까지 개방할 분야에 대한 합의가 미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
합의 유연성’(pre-agreed flexibility)에 기반해 합의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품 자유화에 있어서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
정했던 바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자유화에 합의
한 세부 분야에 있어서도 각 회원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은
행부문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개국만이 합의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자유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이들 3개 국가가 상대적으로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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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가입함에 따라 자유화 패키지에 은행부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Nikomboriak and Jidumrong 2013, p. 60). 보험, 주식시장, 기
타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참여 국가와 개방 폭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ASEAN 2008, p. 38). 2008-2010년 기간 동안 은행, 보험 포함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가 지연되어 국내 사업자 또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거의 없었다. 특히 외국인 지분제한 등의 장벽 등이 기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며 이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창설에 장애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Dee 2011, pp. 66-67).
스코어카드에 의하면 서비스부문의 이행도 1단계 13개 항목 중 10개 항
목이 이행되었지만 2단계 (2009-10년) 기간에는 총 30개 항목 중 13개 만이
이행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연속적으로 총 5개의 협상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한 개의 라운드만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로 서비스부문
7차 패키지에 합의하였다.
7차 자유화 패키지에 나타난 자유화 이행정도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
부분의 국가들이 모드 3 외국인 지분규제 완화에 있어 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모드 1과 2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대부분
이행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Nikomboriak and Jidumrong 2013, pp.
62-72). 최근 연구에 따르면 AFAS 의무이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항공, 통신, 은행부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
러진다. 실제 많은 국내규제가 서비스교역 장벽과 같은 장애요인이 되지만
자유화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되곤 한다(Dee 201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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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아세안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큰 비중을 차지
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아세안-5국가로의 FDI유입이 증가했다. 그러
나 1990년대 들어 기타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의 FDI유입이 크게 증가
하면서 아세안 지역이 세계 FDI유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 7.5%에서 1997년 6.3%로 감소했으며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 1998년에는 2.1%로 급감했다. FDI유입 감소는 비중이 높았던 다국적 기
업의 재투자와 그룹 내 대출의 감소, 일본의 장기불황,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인건비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다(Tham Siew-Yean 2005).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FDI유출 증가에 따라 아세안 역내 투자 또한 증가했으나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로 급감했다.
경제위기는 역내‧외 FDI유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1998년 아세안투
자자유지대(AIA)를 출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1998년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합의된 AIA는 투자관련 협력과 촉진, 네거티브 리스트 접
근에 근거한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했다. 내국인 대우는 비단 아세안 투자
자에 국한되지 않고 역외 투자자들로 확대 설정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2002년 초반 아세안 회원국들은 일련의 투자규제 완화정책을 도입하였다.
특정 기간 동안의 법인세 감면,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분야의 확대, 공장부
지 대여기간의 연장, 외국인 고용조건의 완화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투자
유인 정책들이 아세안투자자에 대한 특혜에 국한되지 않고 비아세안 투자
자에게도 적용되었으며 본질적으로 협력적 조치이기보다 FDI유치를 위한
경쟁적 성격을 띠었다. 투자 장벽의 철폐는 여전히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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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과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AIA는 ‘회원국의 통합
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실행 여부는 개별국가 차
원의 법과 규정에 달려 있었다(Tham Siew-Yean 2005, p. 152).’
AEC Blueprint는 투자자유화와 관련 모든 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개방, 투자 촉진과 관련 투명성 강화, 투자절차의 통일과 이
중과세 방지, 그리고 조인트 프로모션을 목표로 제시했다. AEC Blueprint가
제시한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이 2012년 4월 조인되었다. 이는 AIA
외 아세안투자보장협정(AIGA) 등 기존 투자 관련 협정의 보완과 향상을
꾀하며 투자 자유화, 보호, 촉진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10-11년 제시된 목
표는, 단계적 투자 장벽의 감소와 철폐를 라오스와 미얀마는 2011년까지
기타 국가들은 2010년까지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구체성은
여전히 결여되었다.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1단계 88.3%의 이행률에 비해 2010-11년 2단계는
38.5%로 급감해 전체적으로 총 19개 이행의무 중 10개가 이행되어 52.6%
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태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50% 이상의 목표를 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FDI유입 흐름은 부침을 보였다. 역외로부터의 투자 유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세계경기에 민감한 추이를 보인다. 2008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급격한 FDI유입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1년 미
국으로부터의 FDI유입이 급감했다. 반면 2010년 아세안 역내 투자비중은 크
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FDI의 추이는 아세안 FDI유입이 세계
경제여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역내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의 영업실적
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재투자 및 투자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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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역내 유입 FDI의 국가별 유치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인다. 2009년 기준
아세안 FDI유입과 누적액에 있어 싱가포르가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태국,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CLMV 국가들의 비중은
아세안 FDI 유입의 5%에도 미치지 못해 해외직접투자 유치관련 회원국간
큰 격차와 이해관계를 보여준다(Bhaskaran 2013, pp. 87-88).
최근 FDI유입 추이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감소 후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특히 최근 2012년에는 아세안 국가로의 FDI유입이 총 1,110억
달러로 세계 총 FDI유입액 중 8.2%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의 850억 달러,
4.28%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특히 2012년에는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
터의 투자액 유입이 증가했다(UNCTAD 2013). 역내 국가간 FDI유입 비중
은 2003년 11.1%에서 2008년 20.1%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계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역외 국가들로부터의 FDI유입 감소에 따른 상대적 증가분
으로 풀이된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3.8%와 16.1%로 감소했다
(표 5 참고).
표 5. 최근 아세안의 FDI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입액

85,640

50,543

47,810

97,898

109,044

111,336

세계 FDI유입액
대비

4.28

2.78

3.93

6.95

6.60

8.24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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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FDI순유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달한다. 2000
년대 상반기(2000-05년) 대비 하반기(2006-11년)의 국가별 GDP 대비 비중
은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인
도네시아 상가포르 등은 증가했다(ASEAN Secretariat 2012b, p. 41).
아세안 투자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 체결 협정들의
강제 가능성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역내 투자보다
역외에서 투자, 특히 이미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재투자 등으로부터의 투
자액이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 각 회원국들이 경쟁적 관
계를 갖고 있다. 아세안의 ‘유연성’이 반영되어 투자협정은 일시적 예외와
민감 부문 등의 실행 예외를 인정하여 투자협정의 실질적인 집행이 연기되
거나 자유화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울러 각 국가별 투자관
련 규정의 복잡성 또는 집행 지연과 더불어 제도적 투자관련 정책과 규제

표 6. 아세안 역내 FDI유입 비중 추이

2003
총 FDI액
역내
(intra-ASEAN)FDI유입
역외로부터 유입액

2003

2007

2008

(단위: 백만 US달러, %)

2009

24,511.80 56,647.60 75,650.30 47,075.60 38,266.00
2,711.60

7,875.80

9,625.50

9,449.30

2010

76,207.90

5,270.70

12,279.20

21,632.20 47,174.80 65,057.80 37,317.30 32,995.30

63,928.70

기타 (Unspecified)

168.00

1,597.00

967.00

309.00

0.00

0.00

역내 (intra-ASEAN)
FDI유입 비중

11.10

13.90

12.70

20.10

13.80

16.10

역외로부터 유입 비중

88.30

83.30

86.00

79.30

86.20

83.90

기타 (Unspecified)

0.70

2.80

1.30

0.70

0.00

0.00

자료: ASEAN Secretariat. 2012a. ASEAN Economic Community in Figures 201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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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 부족 등이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Urata and And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유화를 위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적 차별 철폐가 제한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도네시아가 제한적이나 외국인 토지허용을 위한 국내법 개정
을 고려하는 것 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의 결과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세안은 투자유입 증가를 위해 역외 국가와의 경제협정을 통한 투
자유치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세안은 역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FTA의 형태를 빌어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2년 11월 22
일 아세안은 공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협상을 개시했다. RCEP는 투자와 관련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며 경
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선택적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아세안 국가들간에는 경제발전 격차, 정치,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간 대규모의 노동이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
하게 얽혀 있다. 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로부터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로의 이주가 이루어진다. 역내 이주노동이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에 더해 문화적 요인으로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 간 이동이 두드러지고, 미얀마의 정치적 요인은 태국, 말
레이시아 등지로의 이주 노동자 유입을 촉진시켰다. 이들 이주노동자의 문

∙ 18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제는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
할 때 구조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집단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상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Firdausy 2013, p. 214).
그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의 대상을 ‘숙련
노동자’(skilled labour)로 전문직에 한정하였다. AEC Blueprint에서는 이들
전문 직종에 대한 자격상호인증(MRA), 특히 우선적 통합 분야에서의 이행
에 한정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들 전문가 또
는 숙련 노동자에 국한한 경우, 이에 따른 두뇌유출(brain drain) 영향도 국
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서 순
두뇌유입(net brain gain)이 예상되는 한편 전통적으로 싱가포르에 숙련노동
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두뇌유출이 우려된다.
기타 국가에서는 숙련노동자와 전문가의 이동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거나
국가 규제로 인해 통제될 전망이다(Chia 2013a, p. 113).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목표하는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서비스와 투
자부문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EC Blueprint는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이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의 취업비
자 등 이민국 관련 서류의 발행을 원만하게 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의 단순
화와 통일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단순 서류발급상의 절차상 간소화를 넘
어 상호간 자격인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AEC Blueprint는 2008-09년 기간 중 진행 중인 건축서비스, 회계서비스,
서베이서비스, 의학/치과 수련의 관련 MRA협상을 타결하고 2010-11년에는
기타 MRA적용 분야를 설정하여 2015년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재 7개 분야의 MRA협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관관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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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MRA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숙련노동
자/전문가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하다.
일련의 협정체결에 따라 ‘아세안공인전문엔지니어조정위원회’(ACPECC)
가 설립되어 각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등록절차를 관리한다. 아세
안 회원국의 엔지니어 전공자는 각 국가가 치르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협정 이행 회원국의 전문가관리청(PRA: Professionbal Regulatory Authority)
하에 등록된 외국인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아세안공인전문엔지니어등
록(ACPE)를 통해 ‘지원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원 시 이의 승인여부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외국인이
전문엔지니어로 활동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숙련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한 조치이다. 아울러 현
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만이 ACPE에 등록한 상태로
그 수는 440명에 그치고 있다(표 7 참고).

표 7. 아세안 회원국별 아세안인증전문엔지니어 수

국가

등록자 수

말레이시아

149

싱가포르

183

인도네시아

99

베트남

9

계

440

자료: Deunden Nikomboriak and Supennavadee Jidumrong 2013,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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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세안경제공동체 기타 분야 이행 상황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의 진척은 상대적으
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상대적
으로 이행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스코어카드(2012)에 의하면 ‘경쟁력
을 갖춘 경제지역’ 부문은 1단계 68.7%, 2단계 67.4%로 평균 67.9%의 이행
률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정책 관련해서는 총 4건을 시행함으로써 이행
률 100%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e-commerce, ICT, 광물 분야는 100% 이행
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교통, 소비자 보호 분야의 이행률은 매우 저조하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 총 7건을 이행했지만 4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된 사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ASEAN IPR
Action Plan 2011-2015) 등 구체적 실행보다는 계획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
세안 회원국들은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간 연결성
(connectivity)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통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해운시장 자유화와 고속도로 네트워크 건설을 지
향하고 있다. ICT 관련 역내 인터넷 기반 확충을 위해 ASEAN Broadband
Corridor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률이 높다고 반드시 통합의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프라 개발의 특성상 중장기적 사업
계획과 이를 위한 자본 확보가 관건인 만큼 스코어카드상의 평가는 정책적
목표 조율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스코어카드에 따른 평가는 총 4개 사항을 이행하
고 1건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이지만 실제 지적재
산권 보호는 아세안 경제자유화에 있어 취약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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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스코어카드

1단계
(2008-2009)

2단계
(2010-2011)

계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공정거래정책

2

0

2

0

4

0

소비자 보호

2

0

5

4

7

4

지적재산권보호

-

-

4

1

4

1

교통

15

10

6

8

21

18

에너지

0

0

2

1

2

1

광물

1

0

7

0

8

0

ICT

2

0

4

0

6

0

과세

-

-

0

1

0

1

E-commerce

-

-

1

0

1

0

계

22

10

31

15

53

25

이행률

68.7%

67.4%

67.9%

자료: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II, p. 11.

‘균등한 경제발전’ 분야는 아세안 회원국간 발전격차 해소를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CLMV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개발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개발과 관련 스코어카드는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이행
된 것으로 집계하였다.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의 경우 12개의 이행항목 중 8개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평균 66.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재원마련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경제공동체 건설의 4분야를 실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실제 진척사항으로 꼽을 만한
것도 균등발전을 위한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채택 정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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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균등경제발전’ 스코어카드

1단계
(2008-2009)

2단계
(2010-2011)

계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중소기업개발

1

0

4

3

5

3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2

0

1

1

3

1

계

3

0

5

4

8

4

100%

이행률

55.5%

66.7%

자료: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II, p. 13.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1, 2단계 평균 85.7%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에서 원만한 진행을 보이는 분야이다. 이는 아세안
의 역외 국가들과의 FTA협정체결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인도와 각각 FTA를 체결한 아세
안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세계경제로의 통합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0. ‘세계경제로의 통합’ 스코어카드

1단계
(2008-2009)

2단계
(2010-2011)

계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이행

불이행

중소기업개발

5

0

7

2

12

2

계

5

0

7

2

12

2

이행률

100%

77.8%

85.7%

자료: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II,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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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국가와의 FTA체결로 공식적으로 아세안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
으나 아세안이 단일경제체로 작동하기에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비관세장
벽이 여전히 높고 투자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양자주
의적 접근이 교역과 투자부문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실질적인
채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주의와 더불어 지역주의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양자주의 개선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설립 추진 과정을 통해 아세안은 분명 하나의 지역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
고 대외적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의 FTA 추진이
아세안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향후 단
일 지역체로서의 성격 강화는 역외 국가들과의 FTA관련 협정의 확대와 개
정 등에 있어 이전보다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설립과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서도 중요
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c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둘러싼 아세안의
전략적 활용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는
여전히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참여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아세안
+6차원의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추진은 아세안 역내 자유화 수준을 넘지 못
할 것이다. 이는 RCEP의 자유화 진행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척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의 제도화에 있어 주요
쟁점인 회원국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RCEP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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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의 한계와 과제
우선 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축인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이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합의 이전인 2002년 싱가포르의 고촉통 총리가 제안하였다. 당시 제안한 의미
는 아세안경제통합의 심화로 기존 아세안 경제협력‧통합 프로그램들의 ‘논리
적 확장’을 의미했다(Soesastro 2005, p. 13). 그러나 이후 정치‧안보, 경제‧사
회분야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아세안공동체의 축으로 자리잡는 과정에
서 개념화 작업이 필요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핵심개념인 단일시장은 이
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을 가져온 로마조
약에 따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외무역, 농업, 교통, 공정거래에 대해 공동정책(common policies)을 필
요로 한다.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는 단일시장 창설
을 선언한다. 유럽의 경험에서의 단일시장은 궁극적으로 일물일가법칙(the
law of one price)을 의미한다(Lloyd 2007, pp. 14-18).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단
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숙련
(skilled)’ 노동자(실제 전문직을 의미)의 이동과 ‘보다 자유로운(freer)’ 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 공동정책의 도입여부와 범위에 대한 언급
이 없다. 개념적 모호성은 2015년 창설을 목표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U는 지역
경제통합의 한 사례이지 아세안의 롤모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아세안의 인식
이 타당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EU의 사례에서 비롯된 이론적 개념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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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할 경우 목표 자체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성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아세
안경제공동체 창설과 관련한 신규 협정과 법적 제도 마련은 눈에 띠게 증
가했다. 그럼에도 아세안경제공동체하에서 체결된 184개 관련 협정 중 회
원국의 비준을 득한 협정의 비율은 74.5%에 그친다. 관련 협정이 특히 서
비스와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문제는 국내법의 개정
을 전제로 한 것들로 해당 국가들 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그
인준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스코어카드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스코
어카드 도입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아세안은 특정 회원국
의 정치, 경제적 치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스코어
카드는 회원국의 자발적 평가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창
설 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이행정도를 과장해서 평가할 가능
성이 있다. 각 회원국이 이행 지연이 된 구체적 사유와 항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제1시기(2008-09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이행정도가 누락되었으
나 제2시기 평가에는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각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
사항과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다.7) 이에 적극적 아세안경제공동
체를 감독하고 촉진하기보다는 이행정도를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compliance tool)에 그치고 있다. 아세안 관계자에 따르면 스코어카드의 제
한성은 특정 국가에게 불리한 문제를 되도록 공개하지 않았던 아세안 방식

7) 1차 시기(2008-09)에 대한 스코어카드에서는 국가별 이행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2차 시기 평
가에서 국가별 이행정도가 표시되었으나 절반이하, 절반이상, 완전 이행 등으로만 표시하여
여전히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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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8) 아울러 스코어카드 자체 산정에도 문제가 눈에
띤다. 예를 들어 상품무역자유화 부문은 모든 회원국들이 절반이상의 이행
률 보였으나 아세안 전체로는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
다. 기술적 실수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과세 분야의 경우 캄보디아만
이 절반 이하가 시행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다른 회원국은 모
두 이행했음을 의미하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으나 아세안 전체 평균이 빨
간색으로 표시되었다(그림 3 참고).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 스코어카드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스코어카드의 한계와 관련 말레이시아의 CIMB은행 부설 연구소는 대안적
스코어카드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기술적 문제들은 근본적인 통합에 대한 근본적 동기부여 문제와도 연관
된다.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압력은 일본계, 미국계 기업과 같은 다국적 기
업들로부터 오는데 이러한 압력은 역내 국가에서 충분한 정치적 비중을 갖
지 못한다. 반면 역내 기업들은 자국시장 또는 비아세안 국가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Severino 2009, p. 73).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있어 민간기업과 일반 시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홍
보, 정보 공개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에 대
한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세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낮
은 교육수준, 경제격차, 정치법률 시스템 차이, IT격차 등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빈곤, 국내 갈등, 특정 종
8) Anna D. Robeniol, Assistant Director, External Economic Relations Division, ASEAN Secretariat
인터뷰, 201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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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지배, 종족‧종교적 다원성 등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다(Moorthy and Guido Benny 2012, pp. 1043-1068). 이는 공
동체 건설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
치‧사회‧경제 제 영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즉,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건설은 단순한 기능적 통합을 넘어 지역공동
체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림 3. 아세안 회원국별 스코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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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SEAN Secretariat 2012,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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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발리의정서 2(Bali Concord 2)에서 공식화된 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는
이전까지 아세안이 추구하던 지역주의와 통합으로의 의지를 포괄적으로 정
리하고 이에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아세안헌장을
통한 제 분야에 걸친 유기적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각 공동체에
대한 이행청사진(blueprint)를 제시했다. 특히, 이행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
는 스코어카드 제도의 도입은 경제공동체가 아세안공동체 건설에서 차지하
는 큰 비중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전의 모호하고 정치적인 선언에 치중하
던 아세안의 경제협력과 통합움직임과 대비되는 진지한 정치적 의지를 표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EC Blueprint가 제시한 구체적 이행항목을 2015
년 말까지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야별, 국가별 편차에도 불
구하고, 경제 제 분야의 역내 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이라는 큰 흐름은 부
정하기 힘들다. 아세안공동체를 추진하는 실제 동력인 아세안공동체의 진
척 여부는 지역체로서의 이미지와 기대이익은 물론 개별국가의 경제적 이
해관계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스코어카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AEC Blueprint
의 이행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말로 변경 설정한 아세
안공동체 창설시점이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관련,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
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
한 내 아세안경제공동체에 창설 가능성에 회의적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아세안 관계자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아세안사무국 관계자와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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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외교부 아세안 담당자는 AEC Blueprint 이행 조건을 기준으로 한 아
세안경제공동체의 2015년 말 건설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세안경
제공동체는 점진적이고 ‘진화하는 과정’(evolutionary process)임을 강조한
다. 여전히 아세안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목표 시한 내 공동체 건설이 가능
함을 강조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공동체 건설을 획기적으로 추동할 만한
계기도,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5년까지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이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분야에서의 통합 시
도가 아세안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세안의 ‘문제’인, 낮은 수준
의 제도화와 낮은 수준에서의 합의, 비공식성 등으로 특징되는 아세안 방식
이 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세안헌장, ASEAN-X,
블루프린트, 스코어카드 제도 등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위한 과정
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비록 경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개별국가 수준
에서의 자유화 정책의 도입움직임이 경제공동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장의 변화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공동체 건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포괄적 공동체를 지
향하는 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패는 다른 공동체와 보조와 균형을 갖출
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발전 특히 외국인투자와
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역내 분쟁과 갈등의 예방 또는 평화적 해결은 안
정적 경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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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경제공동체가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바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연대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
한 공동의 이해와 정체성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아세안 공동
체의 세 축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상호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건설을 어느 시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정’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점에 대
한 명확한 진단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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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라오스(정식 명칭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Lao PDR)는 2013년 2월 2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158번째 회원
국이 되었다. WTO 가입은 그동안 라오스가 추구해왔던 개혁과 개방의 성
과를 대내외에 확증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라오스의 WTO 가입은 진
정한 시장경제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라오스의 WTO 가입은 최근까지
고립과 은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라오스의 근본적 변화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라오스는 대외무역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WTO 가입을 신청하였다.1)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라오스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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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라오스 경제의
규모는 2004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12년 80억 달러(추정)로 지난 8년간
무려 4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물자원 수출 및 수력자원에 의한 전력 수
출의 호조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라오스의 매력은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과거에 라오스의 취약점이 현재는 오히려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안 하이웨이
(Asian Highway)나 범아시아철도(Trans-Asian Railway) 사업은 반드시 라오
스를 경유지로 포함시킨다. 이에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라오스 내 최근 대
규모 철도사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인 라오스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혁과 개
방을 거듭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변국의 경제적 필요에 맞춰
라오스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라오스는 과거 내륙국(land-locked)이었으
나, 이제는 내륙연결국(land-linked)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WTO 가입은 라
오스의 경제성장과 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 WTO
가입의 의미는 개별국가 측면뿐만 아니라 메콩(Mekong) 지역 및 2015년에
출범할 예정인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오스의 WTO 가입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외연구로는
Lord(2010)가 라오스의 주요 제조업인 주류업, 시멘트업, 철강업의 관세 변화
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gdala(2011)는
라오스 WTO 가입과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1) 이재영 외(200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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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라오스 보험업이 WTO 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yophilavong(2010)은 라오스
WTO 가입이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WTO
가입 이후 지역별, 경제수준별 격차 확대를 분석하였다.
라오스 WTO 가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WTO 가입의 효과가 발생하
게 되는 주요 부문에 대해 집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부문이나 경
제적인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라오스 WTO 가입의 전반적인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실증적 연구로서 사실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라오스의 WTO 가입 이후의 정책적 요소 즉 라오스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WTO 가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
체는 라오스 정부이며, 정부의 선택이 민간과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WTO 가입 전후로 라오스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민간분야의 역할
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WTO로의 진입은 세계화로의 진전을 의미하며, 세
계화는 민간분야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Government-led)
또는 정부 중심(Government-centered)의 경제체제 아래 취약한 경쟁력을 보
유한 민간분야가 WTO 가입 이후 도전한 새로운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라오스
WTO 가입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WTO 가입 추진 배경과 가입 과정의 주
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입과 관련한 주요 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라오스는 1997년부터 WTO 가입을 신청하였고 2012년에 합
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긴 협상기간을 보냈다. WTO 가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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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합의 사항들은 라오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WTO 가입과 관련한 라오스의 주요 정책 현황을 볼 것이다. 라오스
의 주요 산업인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부문에서 각각 어떤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무역‧투자 부문에 대한 변화는 무엇
이며 주변국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라오
스 WTO 가입에 가장 주목했던 중국‧태국‧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은 가입 이
후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WTO 가입 이후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WTO
가입은 라오스 경제개방의 종점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라오스 정부는 사
회주의 정치체제와 집단지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큰 위기와 도전이 없이
지내왔으나, WTO 가입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
부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놓여 있는 라오스 WTO
가입에 대한 이익집단(예: 농민, 소상공인)의 반발이 공개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손실이 가시화되었을 때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개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권력의 독점
에 대한 견제가 없는 라오스 정치 환경이지만, 경제적 이익의 손실에 대한
반발은 라오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협이다. 라오스 정부는 WTO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하지만, 자
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
한 고민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라
오스의 WTO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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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오스 WTO 가입 과정
1. 라오스 경제 개요
라오스의 경제구조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띤다. 1차 산업인 농
림업‧어업‧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은
27.8%, 광공업은 34.8%, 서비스업은 37.4%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 기준).
라오스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업분야가 전체 노동자 고용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 농업은 낮은 생산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가도 낮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적은 편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농업국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지만 열악한
산업 인프라와 부족한 인적자원으로 인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오스의 경제활동인구는 360만 명(2011년 기준)에 불과해 시장의 협소
함과 노동력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열악한 산업 인프라와 희소한 인적 자
원으로 인해 라오스는 이웃의 베트남‧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개발도
상국과 비교해도 해외 기업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못했다.
라오스 재정과 경상수지의 적자는 외부 차관과 원조로 충당되었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 경제의 대외 의존이 더욱 확대되었다. 라오스의 대외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37억 달러에 국내총생산(GDP)의 44.4%에 달한다. 이 중
다자채무(Multilateral Debt)는 21억 달러로 총부채의 55.8%를 차지하고 양
자채무(Bilateral Debt)는 14억 달러로 총부채의 37.9%를 차지하였다. 상업
적 채무(Commercial Debt)는 2억 달러로 총부채의 6.3%를 차지한다. 라오
스의 과중한 대외부채는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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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라오스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2) 따라서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稅收)의 증진으로 라오스 정부
의 채무를 완화해야 할 상황이다.

표 1. 라오스 주요경제지표

2009

2010

2011

2012

GDP(백만 달러)

5,598

6,461

7,891

8,937

경제성장률(%)

7.6

7.9

8.3

8.4

수출(백만 달러)

1,053

1,746

2,190

2,269

수입(백만 달러)

1,461

2,060

2,404

2,467

자료: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라오스 경제는 매우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경기침체를 겪을
때도 라오스는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11~12년에
는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로 동남아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기도 했다(표 1 참고). 2013년에도 광산개발‧수력발전‧건설 프로젝트 등
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광산 및 수력발전의 생산량 증가, 건설업 및 관광
업 호조 등으로 8.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도
8%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3)
최근의 경제호조는 도로‧교량‧전력 시설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2) World Bank(2012a), p. 10.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www.imf.org, 검색일: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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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은 바가 크다. 2009년 동남아시아경기대회(Southeast Asia Game), 2012
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개최를 위한 사회기
반 시설 조성과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수행됨으로써 라오스는 건설업을 중
심으로 호황을 누렸다. 또한 광물 수출의 호조, 관광산업의 회복, 수자원 개
발에 대한 투자 등이 라오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4).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라오스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라오스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12년 현재 1,338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
은 추세라면 라오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 2020년까지 2,000달러 돌파 및 최빈국 탈피도 무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라오스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단위: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4) 이요한(2013),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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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오스의 핵심 산업은 광업‧관광업‧수력발전업 등이다. 광업의 경
우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인 만큼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라오스
의 주요 광물은 철‧암염‧주석‧석탄이다. 금‧구리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광
물업은 현재(2012년) 라오스 수출액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석을 포함하면 60%에 달해 광산업이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표 2 참고). 2010년 10월 기준으로 150여개의
외국광산회사가 투자하였으며 라오스 정부 역시 광산프로젝트를 적극적으
로 추진해왔다.

표 2.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2011/2012년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광물

812,569

3.38

47.90

2

전력

253,700

42.18

14.95

3

농산물

177,265

29.85

10.45

4

광석

169,117

-58.45

9.97

5

공산품

161,092

-58.39

9.50

6

기타

116,287

-

7.23

합계

1,690,030

-

100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관광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
장을 지속하고 있다. 라오스에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는 2000년 73만 명에
서 2005년 110만 명, 2009년 200만 명, 2011년에는 270만 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2015년까지 330만 명이 방문해 6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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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관광객의 수는 연평균 18% 성장하였
다. 2015년 라오스 정부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은 라오스 총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게 되며, 관광수입은 GDP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2009년 동남아시아경기대회(Southeast Asian Game), 2012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개최함으로써 공항과 도로 같은 관광분야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것도 앞으로 관광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라오스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
을 다양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소득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 즉 메콩강의 수자원개발은 라오스 경제성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남튼(Nam Theun) 2댐이 완공됨에 따라 라오스의 전기 생
산량은 연간(2011년 기준) 3,890MW로 늘어났으며 이 중 3,400MW를 수출
해 1억 6,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라오스가 2000년대 들어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현재 메콩 최초의 본류 댐인 싸야부리
(Xayaboury) 댐을 비롯하여 수력발전의 용량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수력발전의 라오스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섬유산업과 같은 일부 제조업의 경우는 아직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편이다. 또한 구매력을 갖춘 신세대의 등장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수년간 보여준 라오스 경제의 안정화로 금
융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오스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부문 및 수력 발전소 건설
부문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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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기록하였다. 2000~11년 중 산업별로는 전력부문이 45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산부문에 3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3. 외국인 투자규모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프로젝트 수

143

171

191

152

208

207

353

금액
(백만 달러)

1,245.3

2,699.7

1,136.9

1,215.5

4,312.9

1,402.2

2,734.4

자료: World Bank(2012b).

라오스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기반의 부족, 외채 증
가에 따른 이자 부담,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출로 인해 라오스 정부
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외무역
역시 국내 산업기반의 취약한 경쟁력과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경상수
지 및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무엇보다 라오스 수출의 34%, 수입의 63%
를 태국과 거래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채의 경우도 2012년 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GDP의 87.5%
수준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이다.5)

5) 주변국의 2012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방글라데시 23.4%, 캄보디아 33.6%, 태국 34.1%
를 기록하여 라오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외채비중은 2.2%로 단
기유동성의 위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www.koreaexim.go.kr
(검색일: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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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발전 과정
라오스는 19세기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은 이후 20세기 중반 독립하였
지만, 이후 인도차이나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내전을 겪었다. 1975년 공산
화 이후 수년간 라오스 정부는 계획경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
을 펴왔다. 라오스 정부는 농업부문의 재건과 개혁을 통해 생산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저효율‧저생산 구조로 빠져들었
다. 라오스는 극심한 경제혼란에 휘말렸으며 결국 세계최빈국(LDC: the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1986년부터
중앙통제형 경제에서 거시경제지표의 효율적 운용과 민생을 위한 신경제체
제(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
제에 대한 개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경제체제는 라오스 농림‧제조업‧서
비스업 부문에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토지분배로 사회경제발전
에 기여하며 대외협력을 확대하여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6)
일련의 개혁‧개방으로 라오스는 향후 5년간 GDP가 매년 6% 이상 성장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고무된 라오스 정부는 1991년에 더욱 적극적
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이 시기는 탈냉전의 시기로 라오스의
주요 원조국인 소련의 붕괴와 베트남의 철수로 라오스는 새로운 변화가 불
가피하였다.

6) 양승윤 외(2008),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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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라오스 경제개발 연표

기간(년도)

특성

세부 내용

1975~1986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입

사유재산 철폐
기업의 국유화
농업 집산화

1986~1989

신경제체제 도입

가격 및 무역자유화
환율 및 세제 개혁

1990~1996

개방경제의 안정화

신헌법 제정
세계은행 원조 시작
ASEAN 가입

1997~1998

아시아경제위기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
자본 유출
인플레이션

1994~2004

경제회복

민영화 추진
국가개발계획 수립

2005~2007

경제 재도약

수력 및 관광경기 호조
안정된 경제성장률 유지

2008~2009

글로벌 경제위기

관광경기 후퇴

2010~현재

세계 최빈국 탈피 모색

GNI 1,000달러 돌파
경제성장률 7% 유지
낍(Kip)화의 안정

주: 2005년 이후 필자 작성.
자료: World Bank(2005).

라오스 정부는 이후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무역자
유화를 단행하였다. 특히 1997년 7월 23일 라오스가 ASEAN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참여
하게 되어 라오스의 대외개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7)
ASEAN의 가입은 라오스 정부에 외교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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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가입 직후 발생한 동남아 경제위기로 개방의 첫 발을 내딛은 입장에
서는 큰 시련을 맞이하였다.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은 당시 라오스
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 또는 시행 중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태국의 자본
은 급속히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라오스는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라오스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
다. 체제개방과 경제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시련을 경험한 라오스는 WTO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WTO 가입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라오스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
면서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라오스는 WTO 가입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
장의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WTO 가입은 개혁개방의 완성을 상징하
며, 이는 무역‧투자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8) 라오스 내수시장 및 주
요 산업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은 시장 및
체제개방을 통한 해외투자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WTO 가입
을 통해 궁극적으로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탈피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
고 있다(표 5 참고).
대외적으로 중국‧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역시 라오스 WTO 가입의
중요한 요인이다. 라오스에게 있어 중국‧베트남은 사회주의 혁명의 동반자
이자 주요 원조를 제공하는 후견 국가이다. 중국‧베트남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던 1970~80년대에 라오스 역시 신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은 이들 국

7) Lewis, Donald J.(2008), p. 5.
8) Tarr(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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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라오스 WTO 가입 기대효과

대내적 효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최빈국 탈피
⋅견고한 경제성장의 유지
⋅과도한 대외의존(채무, 원조) 완화
⋅자원 위주의 수출구조 변환

대외적 효과

⋅태국‧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감소
⋅ASEAN 경제공동체의 출범(2015년 예정)
⋅무역분쟁의 해결 방안 마련

자료: 필자 정리.

가의 개혁 모델을 따른 것이다. 중국‧베트남이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WTO 가입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 한 점은
라오스에게도 가입 이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WTO 가입을 통해 무역과 투자 면에서 예측이 가능(predictability)
한 국가가 되었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dispute
settlement)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9)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 역시 라오스의 WTO 가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2015년 출범하게 되는 ASEAN 경제공동체는 동남아 회원국의 단
일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라오스도 무역‧투자 제도를 이에 맞게 개정
하고 있다. ASEAN 회원국 중 마지막까지 WTO의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던 라
오스는 ASEAN 경제공동체 출범 이전 WTO 가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결국 라오스는 ASEAN 경제공동체 출범 이전까지 WTO 가입을
완료하게 되었다.
9) Pelc(2011), p.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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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가입 쟁점과 합의 사항
라오스는 ASEAN 가입이 확실시되던 1997년 7월 16일 WTO 가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는 ASEAN의 기존 회원국들이 라오스의 ASEAN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WTO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10) ASEAN은 1990년대 중후
반부터 베트남(1995년 가입), 라오스‧미얀마(1997년 가입), 캄보디아(1999년
가입)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浮上)과 EU,
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아경제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즉 라오스를 비롯한 후발 ASEAN 국가들의 적
극적인 경제개방을 유도하여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ASEAN 후발 회원국은 현재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완료한 상태이
며, 라오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ASEAN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가입하였다.
현대 무역은 단순한 무역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잡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
다.11) 따라서 라오스의 WTO 가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ASEAN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라
오스의 WTO 가입이 ASEAN 공동체의 완성이라는 외적 요인으로부터 비
롯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였고, 이에 가입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표 6 참고).
WTO 가입에 대한 조건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국의
협상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12) 따라서 WTO 가입에 걸리는 소요기

10) Butterfield, Ledbetter, Padgitt and Wittnebel(2011), p. 5.
11) Zhao, Tong, and Qiao(2002), p. 415.
12) Pelc, op. cit., 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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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가입요건은 신청국의 협상력에 따라 다르다. 라오스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국으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후발
개도국에 불과하여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WTO 가입조건의 승인을 위해
서 라오스와 회원국 간 수년간 실무회의(Working party)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회의의 보고서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졌다.
표 6. 라오스의 WTO 가입 과정

주요 절차

일시

가입 신청

1997. 7. 16

양해각서 체결

2001. 3. 18

가입 관련 질의 및 응답

2003. 10. 2

실무 회의

2004. 10. 28
2006. 11. 30
2007. 11. 15
2008. 7. 4
2009. 7. 14
2010. 9. 24
2011. 6. 29

상품 협상

2006. 10. 3
2010. 8. 10

서비스 협상

2007. 10. 16
2010. 7. 27

실무 보고서(초안) 승인

2012. 2. 16

자료: WTO(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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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라오스 정부는 최빈국(LDC: Least-Development Country)으로서
보다 완화된 가입조건을 갖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탄력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WTO에서 최빈국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최빈국은 WTO 내에서 규정 준수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되며, 양자협의시
선택적 참여가 가능해졌다.13)
라오스 정부는 2004년부터 총 7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WTO 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20개의 법률과 40개의 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14)
라오스는 2011년 6월 29일 WTO와의 협상완료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한국‧
호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완료하였다. WTO 가입 이
후 라오스는 평균관세율을 18.8%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10개의 서비스분야
를 해외자본에 개방해야 한다. 라오스는 또한 2011년 12월 관세법(Custom
Law) No. 02/NA에서 ① 개인 물품과 선물 ② 교육‧보건‧과학 관련 제품 ③
해외 원조나 차관 관련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005년 개정된 세법은 WTO와의 합의에 따라 2011년 12월 다시 재개정(Tax
Law No. 05/NA)되었다. 재개정된 관세법 18항~ 20항에 따르면 수입품의 소비세
는 5~90%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자세한 부과내역은 [표 7]과 같다.
WTO 가입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관세 및 쿼터제에 의해서만 보
호될 수 있다. 라오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제한을 통해 보호정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13) WTO(2003).
14) Foreign Trade Policy Department(2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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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 소비세(Tax for General Goods)

항목

고급(premium) 휘발유

25

휘발유

20

경유

10

항공 연료

10

윤활유, 브레이크 오일

5

차량 가스

10

알코올 15% 이상 주류

70

알코올 15% 이하 주류

60

맥주

50

가연성 연료

주류

세율(%)

일반 음료

5~10

담배

60

보석류

20

양탄자(carpet)류

15

가구(sofa) 세트(10,000,000)낍 부터

15

향수 및 화장품

20

도박 장비

90

발화제품(fire cracks)

오토바이
차량(vehicle)

10

111CC~150CC

15

151CC~250CC

20

251CC 이상

25

승용차(모델별로 상이하며 세율은 미정)

25~150

차량 부품

10

액세서리

15

스피드/스포츠 보트 및 부품, 장비

15

위성TV 수신기, 카메라, 전화기

10

전자제품(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10

자료: World Bank(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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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하(Doha)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강화됨에 따
라 라오스는 농산물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5) 즉 라오스는 기존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의무수입물량(TRQ: Tariff-Rate Quota)으로 전환해
야 한다. 그러나 최빈국으로서 농산물관세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식량 및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실시할 수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분야 또한 라오
스가 현재 광범위한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수입업자들은 사전 등
록과정에서 무역과 관련된 권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이는 WTO 규정 위반
으로 지적되었다. 현 라오스 정부의 규정 아래서는 수입업자들이 매년 산업통
상부(MOIC: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통관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또한 WTO의 정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물론 라오스가 최빈국으로서 몇몇 우대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WTO와의 합의를 통해 그 개방의 정도를 조율하였다.
표 8. 서비스 상품 소비세

항목
유흥 부문(Bars, Discotheque, Karaoke)
볼링
마사지, 사우나, 뷰티숍(Beauty salon)
전화서비스, 케이블 TV, 디지털 TV, 인터넷
골프
복권 활동
카지노 및 도박 장비

세 율(%)

60
10
10
10
10
25
80

자료: World Bank(2012b).

15) Lewis(200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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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WTO의 일반적인 조항은 해당국가가 서비스무역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들에 대한 대조표(checklist)를 제출해야 한다.16)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 이는 어려운 과제이며, WTO 규정에서도 최빈국의
경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 라오스 역시 현재 이 예외조항을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유통‧관광‧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2008년 11월에 마련한 ‘서
비스 물품에 대한 규정(Edict on Service Charges)’에 따르면 약품에 대해서
는 송장(invoice) 당 20,000낍을 부과하며 식료품은 50,000낍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라오스가 WTO에 제출한 소비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해외직접투자(FDI)와 관련하여 라오스의 투자정책은 WTO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받아왔다. 라오스는 2004년 해외투자촉진법(LPFI: 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개정하여 라오스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면제를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국내수출업자 보조금 철폐시한에 대한 명시
등을 추가해야 한다. 라오스는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최빈국에 대한 유예
와 면제기간 부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캄보디아와 네팔의 경우에도
WTO 가입 일정에 맞추어 이를 철폐하였다.18)
노동법 분야에 대한 개정도 논쟁이 되었다.해외투자촉진법 12조 5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인력을 최소한 90% 이상 고용해야 하며, 13
조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현지 인력에 대한 훈련, 기술이전을 하도록 의무
16) 오용석(2001), p. 101.
17) Dahanyake(2012), p. 7.
18) Arnold and Shih(2010), p. 402.

∙ 220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 및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으로 수
정을 요구받았다.

Ⅲ. WTO 관련 라오스의 정책 변화
1. 산업 정책
라오스는 WTO 가입 이전에 최빈국으로서 무역에 관한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며, 이로 인해 의류산업을 비롯한 몇몇 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라오스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8% 내외의 경제성장
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9)
그러나 WTO 가입 이후 라오스의 주요 산업들은 더욱 격화된 경쟁 속에 놓
이게 되었으며, 관련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장의 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20)
라오스의 최대 산업인 농업은 WTO 가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라오스 농업은 주요 소득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라오스의 농업부문(특히 쌀)은 1990년
대 이후 지난 2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집단생산
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로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
러서는 자급자족은 물론 잉여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 World Bank(2012a), p. 9.
20) Rasiah(2009), 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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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는 국가적으로 쌀 생산량을 늘려 동남아 지역의 가공미
(milled rice)의 공급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 농림부는 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쌀 생산의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포괄적
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쌀 생산 잉여량을 2015년 45
만~50만 톤, 2020년에는 70만~80만 톤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21) 그러나 라오스 농업이 현재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투자
유인 정책(Incentive Policy)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농업부문의 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메콩 강 관개농업 역시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라오스 정
부는 WTO 가입 이후 쌀 수출 산업에 대한 각종 제한 사항을 철폐하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에 대한 쌀 수출이 원
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몇 가지 혼합 정책(Mixed
Policy)을 펴고 있다.22) 첫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쌀 생산업
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쌀 생산의 증대와 농업부문의 노동력 감
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과 농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
는 것이다. 국내 및 외국인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농업부문을 현대화
하고 1인당 농업부문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한다. 둘째, 명료한
(well-articulated) 무역정책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
시키고자 한다. 외화소득에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쌀 수출이 향후 균

21) World Bank(2012a), p. 15.
22)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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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있는 사회경제적 성장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기를 라오스 정부는 기대
한다.
라오스 제조업은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4.4%에서 2010
년 25.9%로 증가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제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6년
부터 2005년까지 산업 및 수공업 발전계획(Industry-Handicraft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제조업은 WTO
가입 이후 개방에 취약한 분야이다. 라오스 제조업의 95% 이상은 영세한
규모이며, 제조업 고용의 92%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한 외국상품의 진출은 이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다. 그 중에서도 광업은 라오스 경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
다. 라오스는 자국이 보유한 천연자원을 통해 해외투자 유입, 정부의 세수
(稅收) 증대, 국민소득 증가, 고용 증대, 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성장을 추
진해왔다. 최근 10년간 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는데, 최대 규모
의 푸비아광산(Phu Bia Mining), 란쌍광물(Lan Xang Mineral)을 비롯한 58
개의 기업이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광산업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03년 1,000만 달러에
불과한 생산액이 2013년 1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광공업은 라오스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간접적인 부문까지 포함하면 15~20%까지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3) 라오스 광산업은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각종 세
금‧사용료‧분담금을 발생시켜 정부수입을 증대시킨다. 라오스 최대 기업인
푸비아광산과 란쌍광물의 경우 정부에 2억~3억 달러를 매년 지급해왔다.

23) World Bank(2013b), p. 16.

22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부족하고, 수익 할당
및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것은 라오스 광산업의 한계를 나타낸다.
WTO 가입은 기존 광산업 특히 대규모 기업에 선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
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시스템의 적용을 통
해 경영 투명성과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투명성이 향후 국제적 투자자 또는 기업들에게 광공업 부
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투
명성은 라오스 정부의 정책 시행 능력에 대한 신인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2012/2013 회계연도부터 기업별 수익의 배
분 특히 정부와의 수입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담당 부서
도 광산, 수자원, 비자원 부문으로 각각 세분화하였다.

2. 무역‧투자 정책
라오스는 2000년대 이래 무역경쟁(Trade Competition, 2004년 개정), 기업
법(Enterprise Law, 2005년 개정), 관세법(Custom Law, 2005년 개정), 노동법
(Labor Law, 2006년 개정),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 2009년
개정) 등을 차례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 라오스 통상산업부의 보고서
에 따르면 원스톱서비스, 기업개시의 원활화, 민영기업발전, 분권화, 투자
촉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
다.24)

24) Lewis(200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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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라오스의 WTO 관련 법률(규정) 개정 현황

항목

개정 시기

민사소송법(Law on Civil Procedures)

2004년 5월

청원처리법(Petition Handling Law)

2005년 11월

계약과 불법 행위법(Contract and Tort Law)

2008년 12월

경제분쟁해결법(Economic Dispute Resolution Law)

2010년 12월

관세법(Customs Law)

2011년 9월

지적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2011년 12월

자료: World Bank(2012b).

WTO 가입을 위해 라오스는 우선 관세법(Customs Law, No.5/NA)을
WTO의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2005년 5월 개정하였다. 수출입 상품의 원
산지 관련 규정과 수입허가에 관한 규정도 2010년 4월과 7월에 각각 개정
하였다. 또한 국경무역에 관한 신고 기관을 기존 15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
하여 무역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기업법은 10일 이내로 사업 등록이 승인되
고, 국내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의 차별을 철폐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하였
다. 기업법은 또한 투자에 대한 제한 품목(negative list)을 최소화하고, 불필
요한 절차나 규정을 철폐하였다.25)
라오스는 2008년 이후 ASEAN과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도 최혜국
(MFN: Most Favored Nations)대우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1년 공포한 수출
입상품에 관한 법령(Decree on Import-Export of Goods)은 수출입 허가와 관

25) Lao Government(2008), Decree on Approval of the List of Controlled Business, No. 6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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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상품에 대한 자동승인목록을 정리하여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26) 라오스 정부는 비관세장벽
(Non-tariff Measures) 부문 또한 크게 감소시켜 국가안보, 환경, 위생 등 주
요항목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였다. 수입
상품에 대한 거래세(turnover tax)는 건설, 유통, 통신부문에 대해서는 10%
를 유지하되 대부분 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면제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무역촉진프로젝트(Trade Facilitation Project), 위생 및 식
품위생 표준 역량구축 프로젝트(Capacity Building i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 Sanitary), 다자무역개발기금 지원(Support of the
Multi-lateral Trade Development Fund), 무역포탈 구축 프로젝트(Development
of Trade Portal Project), 내륙항 개발(Development of Inland Dry Port)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무역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27)
라오스 정부의 주요 부처들은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광범위한 법 제
정과 사업 추진 이외에도 관련 개정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을 신
규 설립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국제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No.118/PM)을 공표하였다. 이 위원회는 부총리와 외교부 차관을 공동위원
장으로 하며 산업통산부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라오스의 무역협상 및 국제경제통합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또한 2008년 1월 교통과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교

26) Lao Government(2011), Decree on Import-Export of Goods, No. 144/GoL.
27)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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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위원회(The National Transportation Committee)의 출범에 관한 규정
(No.03/PM)을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공공사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산업
통산부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라오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무역촉진
사무국(the National Trade Facilitation Secretariat)을 신설하여 각종 무역 정
책의 실행과 조율을 담당하게 하였다.28)
라오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라오스의 기간산업인 광업‧수
력발전 산업‧농업 등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외국인투자진
흥법을 개정하여 국내 투자법과 외국인직접투자법을 통합해 국내외 투자가
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소요되
는 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업‧인재개발‧보건‧사
회간접자본 개발‧서비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 인센티브를 확장하
였다.29)
라오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는 광업‧
수력발전‧ 에너지‧농업‧서비스업‧제조업‧통신업 등이다. 외국인 투자를 적
극 유치하여 메콩 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
기를 주변 국가인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발전업의
경우 라오스 정부는 BOT (Build-Operate-Transfer)30)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2009년 외국인투자진흥법을 개정하였으며, 국내 투자법

28) Ibid., p. 5.
2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 검색일: 2013. 9. 5).
30)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들여와 발전소를 짓고 일정기간 운영해 수익을 낸 후 정부에
무상 반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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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해 국내외 투자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외국인투자진흥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농산물 가공업, 인재개발, 보건, 사회간접
자본 개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 인센티브를 확장하였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WTO 실무회의에서는 환율제도‧투자정책‧가격정
책‧수입허가‧관세 규정에 대한 가입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31) 외국인 투
자유치를 위해 라오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 및 이윤
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외환 및 귀금속 관련 법규
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라오스 내 투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 및 자본을 라
오스 국내 및 외국계 은행을 통해 모국 또는 제 3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기타 필요세금 납부 후 소득을 라오
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라오스는 외환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또한 점차 늘
려나감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라오스의 외환보유액은 7억 4,100만 달러였으며, 2012년에는 외국
인투자 및 원조자금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8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하였
다. 라오스는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1988년부터 관리변
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0, 2011년에 전년 대비 각각 3.1%, 2.6%
하락(낍화 가치 상승)하였다. 2012년에도 전년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이
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2009년 경기침
체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2010년 기준금리를 2% 인하한 5%로 조정

31) Sirisena(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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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또한 은행부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국영은행들의 전체 대출금액 중 부실대출 비중이 2009년 3.3%에서 2011년
2.2%로 하락하였다.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한도도 2012년 초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32)
라오스의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이전부터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라오스는 서비스 관련 법률 즉 우편법(Law on Postal, 2004년)‧
관광법(Law on Tourism, 2005년), 항공법(Law on Civil Aviation, 2005년),
보건법(Law on Health Care, 2005년), 교육법(Law on Education, 2007년), 언
론법(Law on Media, 2008년), 건축법(Law on Construction, 2008년), 변호사
법(Law on Lawyers, 2011년) 등을 차례로 개정하였다.33)
1990년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Hotel and
Guesthouse Business Administration) 및 보험법(Insurance Law)을 제정한 이
래 2004년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개정법에 따
르면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인과 외국인투자자 사이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서비스업 등록 절차와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현지인에 비해 오래 걸리며 예치금(deposit)의 액수 또한 현지
인보다 높은 편이다.34) 관광법의 경우에도 관광가이드는 반드시 현지인이
어야 하며, 변호사법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
정 하에서도 제약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32)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www.koreaexim.go.kr, 검색일: 2013. 11. 13).
33) World Bank(2012b), p. 56.
34) Singdala(2011),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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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수준
에 이르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서비스시장의 접근을 개선하고 서비스분
야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주무부서로서 각종 관련 법률을 제
정‧개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무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10월 중남부에 위
치한 사바나켓(Savannakhet) 주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지정하였다. 라오특별경제구역에서는 법인세가 8~10%, 개인소득세가 5%
이며, 면세 기간은 2~10년(제조업 10년, 서비스업 2년)의 유리한 세제 혜택
이 주어진다. 또한 최대 99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35) 특별경제구역은 총 4개의 지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A지역은 서비스 관련지역, B지역은 산업지역, C지역은 상업
지역, D지역은 거주지역이다. 라오스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산업화
와 현대화를 추구하고 자본‧기술‧경영기법을 전수받고자 한다. 무엇보다
특별경제구역이 개방의 구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라오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지역(Regional) 정책
WTO 가입에 있어 라오스 정부의 고민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변국
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공공연히 남방정책

35) 이요한, 앞의 책,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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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라오스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對) 라오스
무역‧투자‧원조에 있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라
오스와 유사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
면에서도 태국은 라오스와 최대 교역국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혁명 당시부터 형제관계(brotherhood)이며 정치적‧이념
적 동맹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36)
라오스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기존 무역의존도의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 회원국가간의 무역, 서비스 자유화를 목표로
하며 2015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아세안서비스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은 회원국의 서비스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공급 및 유통능력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출범하였다. AFAS에 따르
면 ASEAN국가인 라오스 역시 다른 회원국들에게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
인 제약들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아세안서비스협정은 현재 서비스‧건설‧보건‧해상수송‧통신‧정보기술 등
총 6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37) 라오스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회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장개방 이
후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협상 내용에 대해 명
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정보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무

36) Gainsborough(2007), p. 3.
37) Singdala, op. cit.,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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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투명성 및 효율성의
증대가 큰 도전이기는 하지만, 시장개방과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 라오스
정부도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라오스가 ASEAN 공동체 및 WTO 회원가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태국 및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가 과도한 현재의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태국과 중국은 수출입 부문은 물론 라오스로 유입되는 투자, 원조에 있어
서도 최대국가들이다. 태국과의 교역액은 라오스 총 교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라오스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 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
는 등 최근 공격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라오스 입장에서 중국과 태국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외교적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
및 WTO 회원가입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가 이루어지면
서 이로 인해 중국과 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을 기대
한다.
라오스의 WTO 가입에는 베트남과의 외교적 관계도 작용하였다. 라오스
는 사회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베트남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지속해왔다.
라오스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선호하며, 경제관계 있
어서 태국, 중국의 비중이 높아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베트남과의 협
력을 높여왔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노선은 라오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해왔으며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은 라오스의 WTO 가입에 결
정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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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WTO 가입 이후 라오스의 주요 과제
1. 거버넌스의 개선
라오스의 WTO 가입에 있어서 제도나 규정과 같은 법률적인 측면 이외
에 라오스 정부의 취약한 거버넌스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38) 현재 라
오스의 시장 관련 인프라 역량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39)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불일치가 매
우 큰 상황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라오스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조사대상 185개국 중 163위에 머물
러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12위), 태국(18위)과 같은 기존 ASEAN 회원국은
물론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인 베트남(99위), 캄보디아(122위)에 비해서
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40)
분야별로 인근 동남아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라오스의 거버넌스의 현황
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표 10]과 같이 라오스의 사업개시를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6개이며, 이는 태국의 4개에 비해 많지만 베트남의 10개, 캄보디아의 9
개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요시일은 라오스가 92일로 다른 3개국보다
많이 걸린다. 비용은 1인당 소득대비 7.1%로 양호한 편이다. 이는 라오스가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실시하면서 많이 개선되

38) 윤홍근(2011), p. 223.
39) UNESCAP(2012), p. 13.
40) World Bank(2013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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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41) 실제로 라오스의 사업개시를 위한 순위는 81위로 태국의
85위, 베트남의 108위, 캄보디아의 175위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표 10. 국가별 사업개시(Starting Business) 관련 지표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행정절차(수)

6

4

10

9

소요시일(일)

92

29

34

85

비용(%, 1인당 소득 대비)

7.1

6.7

8.7

100.5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사업개시를 위한 경쟁력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다른 부문은 매
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계약 시행에 관한 라오스와 동남아 주요국과의
지표는 아래 [표 11]과 같다. 라오스는 법률적 권리지수(4), 신용정보지수(0)
의 영역에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보다 모두 낮았다. 즉 라오스는 투자자
에게 있어 핵심적 관심 분야인 신용 및 금융분야의 경쟁력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11. 국가별 신용획득(Getting Credit) 관련 지표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법률적 권리 지수(0-10)

4

5

8

8

신용정보 지수(0-6)

0

5

4

3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41)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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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나 무역에 관한 분야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라오스는 지정학적으로
내륙국가로 항구나 항로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가 제도적 미비 또한 이 분
야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표 12. 국가별 무역절차(Trading Across Border) 관련 지표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수출관련 절차(수)

10

5

6

9

수출소요 기간(일)

26

14

21

22

수출 비용(달러/컨테이너)

2,140

585

610

755

수입관련 절차(수)

10

5

8

10

수입소요 기간(일)

26

13

21

26

수입 비용(달러/컨테이너)

2,125

750

600

90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표 12]를 보면 라오스의 수출입관련 절차는 모두 10개로서 태국, 베트
남, 캄보디아보다 많으며 소요일도 26일로 비교국가들 중 가장 길다. 수출
입 비용은 모두 컨테이너 당 2,100달러를 초과하여 캄보디아에 비해서는 3
배, 태국에 비해서는 4배나 비싸다. 무역통관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높은
점은 라오스의 무역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표 13. 라오스 거버넌스지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거버넌스 지수

-1.011

-0.894

-0.872

-0.792

-0.939

주: 지수는 -0.25부터 0.25까지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거버넌스임.
자료: Butterfield et al.(2011), p.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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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fman과 Krray는 라오스 정부의 거버넌스를 법원칙(Rule of Law)에
근거하여 [표 13]을 작성하였다. [표 13]에 따르면 라오스는 2005년에서부
터 2008년까지 꾸준히 거버넌스가 개선되었으나 2009년 다시 악화되었다.
라오스의 거버넌스를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
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제도의 실행과 적용
라오스 정부의 또 다른 과제는 WTO 관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
인 적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 비해 압도적
인 규모로 라오스 정부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유입
도 정부하고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WTO 가입 이후 라
오스 정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4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스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법령을 개정해
왔으나, 현장에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실제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는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조율과 협력의 부재, 새로운 제도에 대
한 지식의 부족,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2012년에 라오스는 2.1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60위를 기록하였다.43) 더 심각한 것은 2005년 부패인식

42) Singdala, op. cit., p. 61.
43)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2),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검색일: 201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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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0에 가까울수록 부패정도가 심함)가 3.3에서 2012년 2.1로 악화된 것
이다. 최근 라오스의 시장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 과정에서 대형프로젝
트가 정부의 고위관료와의 결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제도의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적 투명성, 특히 국가 예산
의 운영과 지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부
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국가예산법(State Budget) 등을 제정해야 하
며, 이러한 법령을 통해 국가기관 및 기업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시
켜가야 한다.
WTO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수준의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수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수평적 조율이란 WTO 주
무부서인 산업통산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가 요청하는 새로
운 규범들에 대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이 잘 협조하고 따라주는 것을 의미
한다. 수직적 조율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44) 예를 들어 관세(Customs)에 관
한 WTO의 규정은 다른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데, 이
를 제어할 능력이 산업통산부 자체로는 없다. 따라서 부처간의 이견을 조
율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특히 장관급으로 구성되
어있는 국가운영위원회(NSC: National Steering Committee)에서 신설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고, 각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WTO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의 조율도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

44) 김익수(2000),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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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경무역이 18개 주(Province)에 소재하고 있는 검문소(check point)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합의한 것이라 할지라
도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라오스
지방정부의 무역에 관한 규정이 WTO 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오스의 무역 관련 부서와 부처들 즉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재무부 관세과(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공공
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공공보건부 식품의약부(Ministry of Public Health,
Food and Drug Department),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등은 WTO 체제 편입에 따른 각종 법안과 절차들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
시켜가야 한다.
무역활성화라는 라오스 정부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
처들은 실행계획(Action Plans)을 수립해야 하며 무역 및 관세에 대한 일관
된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WTO체제로의 편입이 국가적 이슈임을
인지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간의 조율이 필요하며, 동시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UN, World Bank, ADB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익의 최적화
와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라오스 규정은 기존의 소비세와 수입세 이외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이는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비교하여 수입품에 부담을 가중시킨
다. 라오스 무역에 관한 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 내 수입품의 이관을 위한 절차들에 4~5일이 소요되며,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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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등록, 허가 등 부가적인 절차로 1~2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게다가
금융관련 절차로 인해 하루 또는 한나절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라
오스 정부는 관련 기관의 조화와 조율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품별로 적용되는 라오스의 관세율 적용의 불일치 또한 개선되
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무역 상품의 관세 적용에 대해서 서류상(on paper)
에 존재하는 것과 실제(in practice)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
다.45) 전체적으로 라오스의 무역체제는 개방되어 있지만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법과 부패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간소하고, 투명하며, 합리화된 무
역 및 투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서면화된 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WTO 가입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최신상황을 계속 주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수출입 관련 절차가 국제화된 표준으로 개선되기 위하여 국경
무역 관계자들의 제한된 지식과 역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절차
와 규정에 대한 또한 라오스 무역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정보센터 및 웹사이
트의 부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라오스의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개선은 양자적(Bilateral)‧지역적(Regional)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오스는

최근 WTO 회원국이 되었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지역협력체

45) Mark(2011),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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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SEAN과 매콩강개발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회원국으
로 참여해왔다.
ASEAN 수준에서 라오스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GMS 수준에서는 상품 및 승객들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수
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로 대륙부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라오스는
지역사업에 있어 많은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양자적으로
는 현재 18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라오스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무
역 수준에서 통관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무역 및 투자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국제화된 제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이다. 라오스 정부는 무역의 전산화, 감시 장비의 도입, 각종
시설의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양성도 병행해야 한다.
제도의 정비는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이 필요하다. 라오스 정부가 WTO 가입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최
근 설립한 국가무역촉진사무국(the National Trade Facilitation Secretariat)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무역촉진사무국의 역할은 무역정책‧
전략수립‧종합계획‧법령 등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국가조정
위원회의 산하로서 그 위상이 제약되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거나 강제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 제도의 개혁과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무역촉진사무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권한을 대
폭 위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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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라오스가 WTO 가입을 통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할 경우에 민간부문
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라오스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산물 및 수력발전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라오스의 주요 산업인 광업‧관광업‧전력(수력) 수출 등에 크게 의
존하는 상황에서 WTO 가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시
장 개방으로 인한 라오스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피해는 클 것으
로 보인다.
현재 라오스 주요 산업은 국영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으로서 통
신, 교통, 에너지 등 국내시장의 독점적 체제를 구축해왔다. 전력 산업은
EDL(Electricite du Laos), 항공 산업은 Lao Airlines, 금융 산업은 BCEL
(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Lao), 통신 산업은 ETL(Enterprise of
Telecommunication Lao)과 같은 국영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독점적(또는 과점
적) 이익을 누려왔다.
라오스 국영기업은 국내시장의 보호 아래 성장을 해왔지만, 경영의 비효
율성은 여전히 존재한다.46) 라오스의 주요 기업 또한 국제무역절차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명의를 사용하
여 수출을 하는 상황이다.47) 국제무역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잦은 서
류작성의 오류를 가져오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라오스
정부는 민간기업 부문의 수출절차를 돕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자들

46) Vixathep(2011), p. 10.
47)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201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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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하는 한편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WTO 가입 이후 라오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 속에서 시장개방은 단기적
으로 수출 증대의 효과보다는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와 기업은 WTO 가입효과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쟁
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민간기업 및 생산업자의 피해를 예상하
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빈국으
로서의 특혜조항을 잘 활용하여 유치(幼稚)산업 단계의 업종에 대한 개방
을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WTO에 가입한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바가 있다.48) 또한
라오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
청이 있다면 다른 WTO 회원국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
업 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의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라오스 기
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대외적으로는 고관세와 각종 진입
장벽의 보호 아래 외국기업과의 경쟁 없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성장해왔
다.49) 그러나 라오스의 WTO 가입 이후 기존의 더 이상 특혜를 누릴 수 없
는 상황이다. 라오스의 국영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재정운영의 투명
성 제고를 포함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

48) Lord(2010), pp. 34-37.
49)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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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수출 증진의 핵심적 과제이다. 라오스의
비교우위산업을 개발하고, 과감히 해외 시장에 진입해 외화를 획득하고 다
시 이를 재투자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원목 및 광물과 같은 단순한 자원 수출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제조업의 발전
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라오스 GDP의 15%, 고용의 23%, 전체 기업의 2/3을 차지하
는 핵심 분야이다. 서비스업 분야는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그러나 전체 서비스업 중 61%는 비공식 부문이며, 약 99%는 소
규모 기업으로 대외개방을 견디기 위한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오스가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중요
성과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기존 라오스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농업과 제조업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WTO 규정을 준수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50) 더불어 정부
와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정을 세밀
하게 조정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50) Singdala, op. cit.,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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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요인, 도로‧항만의 부족,
IT분야의 미발달이 라오스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라오스
의 물류에 대한 인프라는 인근 개도국인 캄보디아, 베트남에 비해서도 열
악한 상황이다. 총 도로의 절반이 비포장인 상황이며 우기에는 1/5의 도로
가 기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은 물류비용을 크게 증가시
킬 수밖에 없다.
라오스 서비스업의 영세성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는 가격의 인하나 만
족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수도인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쇼핑몰과
중소규모의 현대적 슈퍼마켓이 생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중국, 태국
수입품을 취급할 뿐이다.
라오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또한 고려되
어야 한다. 영세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주로 노동의 질에 대한 검증이 되
지 않은 가족‧친지를 중심으로 고용하다보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어렵다. 게다가 임금이 낮은 잉여인력의 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
비스 인력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축
적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라오스 정부는 제 7차 2011~15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서 서비스업 부문
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6.5% 성장시키는 것과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
중을 3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20년 기간 동안 평균 9%씩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1)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라오스는 대륙

51)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1).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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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남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5개국과 육로로 통행할 수 있어 전략적 위치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비해 열악한 물류 인프라 즉
도로, 철도의 부족으로 위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확
산될 라오스의 직접 무역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중국‧태국의 라오스를
관통하는 무역이 급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은 라오스의 전
반적인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역과 투자가 개방되는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외환‧주식‧채권시장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의 외환‧주식‧채권 관련 인프라는 매
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소규모의 거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일원
이 된 만큼 대규모 자본의 이동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라오스는 관
련 인프라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결론
라오스는 고립(isolation)의 역사라고 할 만큼 외부세계와 오랜 시간 단절
되어 있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프랑스의 식민지‧내전‧공산화‧적은 인
구와 시장은 라오스의 고립을 강화한 일련의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21세기
에 들어 시장경제로의 전환, 견고한 경제성장, 활발한 해외투자와 원조의
유입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WTO 가입은 고립이라는 과거와 단절하
고 개방이라는 미래를 선택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로의
편입이라는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라오스는 이익을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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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다.
라오스의 WTO 가입은 라오스 경제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정치적 영역까지 그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현재와 같이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아본 적
이 없다. WTO 가입으로 인해 직면하게 된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
냐 하는 것은 향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들이기도
하다.
라오스가 WTO 가입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크
지 않다. 현재 경제의 근간이 되는 광업, 수력발전은 WTO 가입과의 연관
성이 크지 않다. 제조업은 복합적 이유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며
해외투자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WTO 가입이 투자에 대한 일시적 관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당장 실제적인 투자를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오스의 성장전략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
로 하여 제조업을 육성시켜온 주변국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그것과 다른 측
면을 갖는다.
따라서 WTO 가입의 이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WTO 가입으로 인해 라오스의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무엇보다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체제가 기회의 보편화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수 집권엘리트에 편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양산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WTO 체제의 도입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경제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법제도와 더불어 투명성
(transparenc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높인다면 라오스 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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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고 보다 많은 해
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WTO 가입은 궁극적으로 라오스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WTO 규정을 준수하고 라오스 시장에 진출하기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
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지불되겠지만, 결국 실질적인 시장경제국가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WTO 가입은 라오스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
다. 긍정적인 측면은 세계시장으로의 통합과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내 유입도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WTO 가입은 무엇보다 라오스 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WTO 가입으로
인한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정부의 보호아래 유치산업에 머물러 있는 대부
분의 국내기업들은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졌다.52) 또한 무역자유
화로 인해 기존의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의 이익이 주로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감으로써 농촌이나 빈곤층과의 빈부격차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WTO 가입국 사이에도 참여도의 깊이가 다르며 정책의 실행과 제도의
정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모두 다르다. 라오스의 WTO 가입이 세계경제
편입의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성과와 과실은 라오스 내부의

52) Marks(2011),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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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법률상(de jure) 라오스가 WTO 회
원국이 되었지만 사실상(de facto)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은 시간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WTO 가입은 과연 라오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답은 현재 진행형이며 유동적이어서, 추후 몇 년간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주변국의 수입제품이 라오스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오
스의 WTO 가입은 이들 주변국의 대라오스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
켜 라오스의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오스는
주변국과의 경제 관계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과도한 시장지
배력은 감소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정부부문 제도적 정비, 산업 인프라 개선, 주변국의 시장지배력 감소를 라
오스의 WTO 가입 이후 주요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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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1) 북단의 작은 섬 페낭은 영국이 동아시아로
제국을 확장하는 교두보였다. 1786년 8월 11일 프랜시스 라이트(Francis
Light)의 페낭 상륙은 영국의 무역 거점이 만들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게재 승인하에 동남아시아연구 제23권 3호(2013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음.
1) 본고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고유명사를 표기한다.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지명과 인명
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한다. 단, 중국인 인명과 지명은 우리말 한자 발음으로 적되, 페낭
화인의 이름은 기록상의 현지 발음으로 표기한다. 현재의 중국식 만다린 표기는 현지에서 통
용되는 발음과 차이가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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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이트는 1786년 페낭 섬을 말레이 반도 케다(Kedah) 주의 술탄으로부
터 합법적으로 조차했다고 주장했으나, 케다 술탄이 영국의 무력에 밀려
1791년 동인도회사와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영국의 페낭 점령은 불법이었
다(Tan 2009, p. 9). 영국의 페낭 거점지배는 동남아시아 일대가 유럽 산업
혁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세계시장의 재편에 따라
자본과 노동 및 인력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말레이 반도이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축도(縮圖)가 바로
페낭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페낭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영국 해협식
민지의 하나로, 혹은 또 다른 싱가포르로 취급을 받았다. 서구의 시각에서
중계무역항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페낭을 페낭답게 만든 주역인
화인사회의 형성과 특성, 전개 과정이 세계사의 맥락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화인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 관점은 서양 식민정책 대 화
인, 토착사회 대 화인, 중국 대 화인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동남아 식민지배에서 화인의 역할, 토착사회와 화인의 관계, 화인의
문화적 동화 여부, 화인의 중국적인 정체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동남아시아의 화인사회를 일반화함으로써 지역
적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거나 화인사회를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함으로써
내부 계층화의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아울러 중상주의에서 제
국주의로 이행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동남아의 화인사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변용했는가에 대한 역동성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786년 영국의 점령에서 1941년 일
본 점령 이전까지 156년에 걸친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를 페낭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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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페낭 역시 여느 동남아 화인사회처럼 화인 자신
의 손으로 직접 쓴 1차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현지 거주 외
국인들의 저술이 유용한 1차 사료라는 점은 페낭 화인사회 연구의 한계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2008년 페낭 조지타운의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 지정을 전후로 활발해진 최근 페낭 지역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페낭 화인사회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페낭 150여년의 역사는 길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크게 19세기 중엽 이전과 이후, 20세기 초로 나누어 각각 아편, 주석, 고무
를 주제로 화인사회의 전개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19세기 전반, 아편
과 징세청부제를 통한 화상들의 자본축적과 화인사회의 계층화, 19세기 후
반에는 주석 광산의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페낭 5대 화인 가문의 거상들이
경제력을 키운 과정을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20세기 초반
에 서양 자본의 고무 농원 개발로 인해 페낭의 화인 경제권과 경제력에 생
긴 급격한 변화를 다룰 것이다. 이들은 현재 페낭 조지타운에 남아있는 저
택, 회관, 사원의 건립과 운영에 미친 화인 사회의 영향력과 문화의 근원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페낭의 ‘페라나칸
(Peranakan) 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함을 미리 밝혀둔다.

Ⅱ. 아편과 화인의 자본축적
페낭은 15세기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당시 항해지도에 ‘빈랑서(檳榔嶼)’
로 표기되어 있다. 페낭 섬은 말레이어로 ‘피낭 섬’을 뜻하는 ‘Pulau Pi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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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피낭은 베텔에 싸서 씹는 빈랑자(areca-nut)를 말한다. 당시 말레이인
들은 ‘풀라우 피낭’이라고 했고, 영국인들은 ‘페낭’이라고 호칭했던 것이다.
영국이 페낭을 점령한 뒤 영국왕 조지 3세의 이름을 따 조성한 페낭의 중
심시가 조지타운(George Town)에 대해 영어를 모르는 말레이인들은 말레
이어로 곶을 뜻하는 탄종(Tanjong)으로 불렀던 것과 같다. 프랜시스 라이트
가 조차할 때까지 당시 페낭에는 소수의 토착민이 소규모 교역이나 어업으
로 생계를 꾸리며 정주해 있었고, 영국의 페낭 점령 이후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말레이인 등 아시아계 이민의 물결이 이어졌다.
페낭은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교역을 잇는 역외 및 역내
교역 중심지로 번성했다. 라이트가 페낭을 점령한 두 달 뒤인 1786년 10월
영국 동인도회사에 “이민자 사이에 토지 분쟁이 벌어지고, 저마다 앞다퉈
건물을 짓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했을 정도였다(Tan, 2009:10). 영국 점령
13년 만인 1799년 페낭의 주민은 5,000명에 달했고, 그 후 10년 만에 1만명
으로 늘었다. 페낭의 첫 아시아계 이민은 말레이 반도의 케다에서 건너왔
다. 애초 약속과 달리 영국 동인도회사로부터 아무런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한 케다가 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말레이인 난민이 페낭으로 유입된 것
이다. 아울러 해협의 해운과 상권을 쥐고 있던 인도인 상인들이 뒤를 이었
고, 페낭의 요새와 도시 건설에는 인도인 죄수들이 투입되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아체, 태국과 버마 남부에서도 페낭 이주에 동참했다.
기록상 페낭의 최초 화인 이민자도 케다에서 해협을 건넜다. 라이트가
페낭을 접수한 지 며칠 뒤 그곳으로 이주해 이듬해인 1787년 페낭의 초대
‘카피탄(Kapitan)’에 임명된 코라이환(Koh Lay Huan, 辜禮歡)은 중국 복건
성에서 케다로 이주한 무역상이었다(Turnbull 2009, p. 35). 카피탄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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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식민 정부가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레이 반도에 거점기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주자를 통치하던 간접 지배 방식이었다. 이 지역에는 서양 식민
세력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술탄들이 자신의 영토 내에 거주하던 다양한 이
주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협상 대표를 두었는데, 16세기 후반 이 지역을 선
점한 포르투갈이 술탄의 간접지배 방식을 이어 받아 이주자 대표를 포르투
갈 군대의 대위를 뜻하는 ‘카피탄’으로 불렀고, 이것이 동남아시아의 이주
자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카피탄 제도는 단순히 서양 식민도시의
이주민 관리자의 성격을 넘어, 이주자와 원주민을 구획해 이주민 대표를
식민지 행정의 대리인으로 삼아 전통적인 원주민 엘리트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 카피탄 제도가 포르투갈을 거쳐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져 식민도시 곳곳에 설치되었다. 영국도 페낭의 중국계 이주민의 대표
자를 ‘카피탄 시나(Kapitan Sina)’로 임명해 식민정부의 공직으로 삼았다.
중국계 이주민들은 이를 줄여 ‘카피탄’이라고 했고, 중국어로는 ‘갑필단(甲
必丹)’으로 표기했다. 페낭 최초의 ‘카피탄 시나’인 코라이환의 아들은
1819년 스탬퍼드 래플스가 싱가포르 건설에 나설 때 그와 동행했을 정도로
코 가문은 일찍부터 영국 식민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후술하겠지
만 코라이환이 페낭에서 가장 먼저 손 댄 사업은 아편이었다.
이후 16세기부터 말라카를 비롯해 태국 남부에 정착했던 화인 상인들도
페낭으로 이주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페낭 점령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
기간 동안 위탁했던 네덜란드령 말라카를 영국이 동남아시아 교역을 장악
하는 데 방해물로 여겨 폐쇄할 요량으로 요새를 철거하고 도시를 파괴한
뒤 모든 주민을 페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운 바 있다(Turnbull 2009, p.
31). 말레이 반도가 전통적으로 복건 출신 이민 지역(Skinner 1957,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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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에 페낭의 초기 화인 이민자는 복건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 가운데
페낭 점령 이전부터 해협 일대에서 상업과 교역을 통해 현지에 정착했던
화상(華商)들이 이주해 빠르게 상권을 장악하며 19세기 전반까지 페낭에
‘화인 경제권’을 구축했다(Chuleeporn 2009, p. 113).
그렇다면 페낭 이주 화인들이 이처럼 빠르게 경제력을 장악하게 된 동력
은 무엇일까. 화인 특유의 근면성과 타고난 축재술, 전통적인 지역 교역 네
트워크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이나 복건 출신이라는 지역연고와 ‘꽌시’(關
係)만으로는 페낭의 화인 경제권 구축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페낭 화인의
자본축적은 일반적인 과정과 달랐기 때문이다. 엔칭황(Yen Ching-hwang,
顔淸湟)은 화인 자본주의를 봉건주의와의 관련성에 주목해 “화인의 자본축
적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고 단순했다”고 분석했지만(Yen 2008, pp.
290-291), 페낭의 화인 엘리트가 새롭게 건설된 영국 식민지에서 소상인에
서 자본가로 성장한 자본축적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았다.
화인의 자본축적은 화인의 화인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가능했다. 이에 대
한 최근의 연구는 징세청부제(revenue farm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중심에 아편이 있었다.
처음부터 페낭은 아편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페낭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던 영국 아편상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1809~19년의 10년간
아편 수입과 수출이 페낭 연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했
다. 비록 아편 교역이 19세기 페낭의 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
은 아니지만, 아편의 중요성은 줄지 않았다. 1828~29년 페낭 주요 교역품
가운데 수입 비중이 가장 컸던 것은 인도산 의류(34%)였고 아편(14%)이 그
다음이었다(Kamamura 2011). 아편은 식민당국의 주요한 조세수입의 원천

∙ 258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이었다. 페낭은 애초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 1786년 개항 이래 19세
기 초반 13년간(1803~26년) 무역관세가 부과되었을 뿐, 1941년의 일본 점
령까지 자유항의 지위를 누렸다. 자유항 정책은 교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
했지만, 식민당국에게는 식민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세원을 없애 만성적
인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1850년대 페낭 해협식민지 정부의 세수는
행정비용의 절반에 불과했다. 인도 캘커타의 영국 동인도회사의 재정 지원
에 매달려야 했던 해협식민지 정부는 ‘무늬만 정부(skeleton organization)’에
지나지 않았다(Turnbull 2009, p. 37).
1880년대와 1890년대 해협식민지는 영국령 인도에서 수출된 아편의
20%를 수입했다(Trocki 2009, p. 214). 달리 말해 영국의 페낭과 말레이 반
도의 식민지는 아편 수입으로 지탱된 ‘싸구려 제국’이었던 셈이다. 영국령
인도 정부도 19세기 중반 재정 수입의 15%를 생아편 판매 수익으로 충당
했다. 해협식민지에서 1909년 말로 ‘아편 징세청부제(opium farm, 이하 ‘아
편팜’으로 표기)’가 공식 폐지된 이후에도 1920년대 말까지 해협식민지 정
부 전체 세수의 40% 이상이 아편 수입이었다(Goto-Shibata 2006, p. 59). 아
편팜이 폐지된 뒤에도 식민지 재정에서 아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
다는 뜻이다. 해협식민지 정부는 아편팜을 공식 폐지하는 대신 1910년 1월
부터 아편 전매제를 시행했다. 화인 신디케이트에 아편의 수입과 판매에
주었던 독점권을 식민정부가 흡수한 것이다. 아편 전매제를 통해 식민당국
은 전체 아편 교역만을 통제할 뿐, 아편의 소매는 허가제로 개인에게 이관
했다(Butcher 1983, p. 401).
페낭 식민당국은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18세기 유럽은 물
론 동남아시아에서 조세 징수의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징세청부제를

25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시행했다. 페낭의 아편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아편팜의 세수 규모는 20세기 초까지 확대되었다. 1895년 60만 해협달러에
서 1904년에는 150만 해협달러로 늘었다. 1914년 페낭에서 식민정부의 아
편팜 수입은 135만 5,205 해협달러를 기록했다. 1914년 당시 싱가포르의 아
편팜 수입 520만 해협달러를 합칠 경우 페낭과 싱가포르의 아편팜 징세수
입은 영국령 말라야 전체의 아편 징세수입(1,401만 6,882해협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Trocki 2009, p. 214). 징세청부제는 정부가 행정력으로 세금
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도급업자에게 징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을 가리킨다. 집세처럼 징세 도급업자는 도급 계약기간 약속한 일정한 금
액을 정부에 매달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정 지역과 특정 품목에 대한 세금
징수의 배타적인 권리를 받는 제도다. 도급업자는 독점권을 바탕으로 정부
에 지급할 금액 이상을 걷어 수입으로 챙긴다. 식민당국은 다양한 품목에
이 제도를 활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징세 품목은 아편이었다. 아편팜의 도
급업자는 아편의 수입과 판매는 물론 아편굴의 운영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
를 행사했다(Butcher 1983, p. 387).
아편팜은 아편과 밀접한 도박장과 술, 전당포와 매음굴 등에 대한 징세
청부권에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었다. 도급업자는 주
로 화인 거상으로 결성된 신디케이트였고, 신디케이트는 징세권을 소형 업
주들에게 재하청하는 방식을 썼다(Butcher 1983, p. 388). 징세 도급계약은
통상 3년 단위였다. 계약기간 만료 1년 전 식민당국은 새로운 도급업자를
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만, 입찰 금액을 많이 쓴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당국이 다각도로 고려해 선정했다. 요컨대 최고입찰 방식
이 아니라 식민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고려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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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의 1909년 공식 폐지는 도급 독점권을 통해 화인 거상과 신디케이트에게
돌아갔던 독점 이윤이 식민정부에게 돌아가게 됐음을 뜻한다.
페낭 식민당국이 행정과 징세업무를 분리한 징세청부제를 120여 년간
지속한 것은 단순히 세금 징수 자체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식민당국은
세금을 걷는데 따른 행정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도 했지만, 재산도 없고 주
거지도 고정되지 않은 화인 노동자에게 아편과 도박장, 술, 전당포 등을 통
해 소비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징세청부제를
활용했다. 그러나 식민당국이 특히 화인을 대상으로 한 징세도급제를 장려
한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다. 당시 주석광산과 대형 농원은 화인
자본에 의해 노동집약적으로 주도되고 있었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화인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려는 속셈에서 화인 엘리트에 의한
아편팜을 허용했던 것이다(Butcher 1983, p. 395).
페낭 식민당국에게 아편이 산수였다면, 페낭의 화인사회에게 아편은 복
잡한 고등수학에 비견된다. 페낭에서 아편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해협식민지 당국은 물론 페낭의 화인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
도 했다. 페낭의 화인사회는 아편팜 독점권을 통해 원시적 자본축적이 가
능했다. 아편팜은 단순한 독점권의 문제가 아니라 페낭 화인 경제권의 사
활과 관련된 거대한 신디케이트의 일부였기 때문이다(Trocki 2009, p. 218).
아편팜의 신디케이트는 화인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농원이나 주석광산 경
영을 화인 거상이 주도하고, 아편굴의 치안과 밀매를 단속하는 화인 비밀
결사와 노예무역처럼 화인 노동자를 거래하는 ‘쿨리 무역(coolie trade)’ 네
트워크가 포함된 것이다. 거대한 화인 아편팜 신디케이트는 아편의 주소비
자인 동향이나 종친의 화인 노동자를 중독시켜 직접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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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화인 노동력을 광산과 농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탈했던 것이다. 페낭의 화인사회는 아편을
중심으로 수탈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낭의 첫 화인 이주자 코라이환도 이주 이듬해에 식민당국으로부터 아
편팜을 도급 받았다. 코라이환은 1824년 영국이 버마로 침공할 당시 페낭
의 다른 유력 화인들과 함께 선단을 조직해 영국군에 식량 등을 지원하며
식민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Wong
2007). 그의 가문은 이후 페낭 경제계의 거물로 성장했다. 코라이환의 증손
인 코성탓(Koh Seang Tat, 辜上達)은 페낭의 아편팜 신디케이트를 이끌고,
1890년 싱가포르의 아편팜 독점권을 확보하기도 했다(Trocki 2009, pp.
213-216). 코 가문에서 보이듯이 아편팜 도급업자들은 비밀결사의 지도자
이거나 그들과 연합한 세력이었다. 그들이 노동자 대중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자본가들이 비밀결사를 수하에 거느리고, 치안
을 통제하게 되면서 아편팜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도급업자들은 지역 투자
를 주도하는 자본가가 되었다. 1890년까지 페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식민지 경찰력이 보다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도급업자들은 금융가
로 변신했다(Trocki 2009, p. 219).
아편팜은 그 자체로도 이문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다. 영국 식민당국은
페낭의 아편에 대한 일체의 공식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
기 힘들지만, 페낭 총독대행을 맡았던 아치볼드 앤슨(Sir Archibald Anson)
이 1920년에 펴낸 회고록은 1870년 페낭의 아편팜에 대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앤슨은 1870년 페낭에서 코성탓을 만나 아편제조 공장을 둘러보고
“페낭의 아편 징세업자(코성탓)가 내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당시 생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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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자(chest, 1 chest=50kg) 값은 500해협달러(100파운드)이고, 한 상자에
는 40묶음(ball)이 들어 있다. 생아편 한 상자를 흡입할 수 있는 아편
(chandu)으로 만들어 팔면 1,800해협달러(360파운드) 어치가 된다”고 했
다.2) 앤슨은 1870년 당시 페낭에서는 한 달에 25~27상자의 생아편이 판매
된 것으로 추정했다. 1870년 페낭에서만 한 달에 1,250~1,350kg, 4만
5,000~4만 8,600해협달러 어치의 아편이 소비된 셈이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는 페낭의 2배 가량인 45~50상자의 생아편이 팔린 것으로 보인다.
아편팜 도급업자들이 남긴 이윤과 관련해 1901~2003년 페낭에서 아편과
주류의 징세 도급권(opium and spirit farm, 연주(煙酒)팜)을 확보했던 페낭
의 거부 간오베(Gan Ngoh Bee, 顔五美)의 사례가 있다. 징세 도급권은 항목
별로 계약되기도 했지만, 1880년대 중반부터 술집과 전당포, 도박장 등 관
련 품목을 묶어 계약되는 ‘종합 징세청부제(general farm)’가 시행됐는데, 보
통 아편과 술의 도급권이 하나로 묶여 계약되곤 했다(Butcher 1983, p. 389).
이 기간 페낭의 연주팜을 통해 화인 신디케이트가 거둔 총 이윤은 70만 해
협달러였으며, 간오베는 이 신디케이트에 2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간오베가 연주팜에서 3년간 약 15만 해협달러의 이윤을 얻었고, 연평균 5
만 해협달러를 챙겼음을 의미한다(Yen 1987, p. 422).
아편팜을 통해 사업가와 자본가로 성장한 화인 거상들이 거액을 벌어들
이던 당시 아편에 중독되었던 화인 노동자들의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19세
기 중반 화인 농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4해협달러로, 연간 임금소득
이 50해협달러를 넘지 못했다. 임금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 19세기말 페낭

2) Anson(1920), p. 365, 재인용: Trock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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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임금은 7~9해협달러였고, 1911년 페낭의 농업노동자 평균 임금은
6~12해협달러에 불과했다(Yen 1987, p. 421).
아편팜이 초기에는 화인 상인을 자본가로 만드는 자본축적의 원천이었
지만, 1850년 이후 페락에서 주석광산 개발붐이 일면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커졌다. 말라야 주석과 농원의 고용주들은 화
인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자를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도박장과 아편굴을 이용했다(Butcher 1983, p. 395). 코성탓은 1886년 동부
수마트라에서 담배 농원을 운영하면서 담배 수확이 끝나 임금을 지급한 뒤
화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지에 임시 도박장을 열도록 했다. 코성탓은 “빚
이 노동자 쿨리들을 농원에 머물게 한다. 이들은 빚 때문에 마음대로 떠나
지도 못한다”고 했다(Trocki 2009, p. 218). 아편팜은 금의환향을 꿈꾸며 고
된 노동을 하던 화인 노동자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려 채무노동을 강요하는
착취 장치였던 셈이다.
아편팜은 19세기 중반 이후 사실상 화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쿨리 무
역’이나 외상배삯제(credit-ticket system)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난
한 화인 노동자는 동남아로 이주할 때 여행경비를 일해서 갚는 조건으로
하는 외상배삯제를 이용했다. 배삯을 외상으로 하는 대신 1년간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채무노동계약이다. 쿨리 중개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아
화인 노동자 이민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객두(客頭) 신디케이트도 결성되
었다. 이들은 쿨리의 모집, 운송, 분배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의 조계지와 해
협식민지의 비밀결사를 이용했다. 1년간 임금 없이 음식, 옷 기타 간단한
필수품만 제공받고 노동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Purcell 1967, p. 58).
아편팜은 화인 노동자가 배삯으로 진 빚을 1년 뒤 갚고 자유롭게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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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는 족쇄였다. 식민당국은 식민지 발전은 물론 화인사회의 번
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편팜을 옹호했다. 19세기 페낭의 화인사회
는 화인 노동자에게 ‘아편 권하는 사회’였다. 페낭의 노동자들은 아내를 두
고 이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미혼 남성이었다. 이들은 도박과 아편에
빠졌고, 매음굴을 전전했다. 1905년의 경우, 페낭에 144개의 매음굴에
1,201명의 매매춘 여성이 있었다(Yen 1987, p. 425). 19세기 중반 얼마간의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화인 노동자는 열 명중 한 명에 불과
했다.3) 나머지 90%는 돈도 없이 구걸로 연명하거나, 질병과 아편 중독으로
더욱 절망에 빠졌다.
페낭의 화인사회는 중국 전통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층화되고 계층
의 피라미드를 구성했다. 옌칭황은 페낭의 화인사회가 중국과 달리 분명한
지배-피지배의 계급으로 분화되지 않았고, 이민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상
인과 노동자로 나뉘었다는 점을 들어 화인사회가 종속적이기는 했지만 계
급사회로 분화되지는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
農工商)의 위계적 신분서열이 아닌 재산의 과다에 의한 상사공(商士工)의
계층구성을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옌칭황은 상, 사, 공을 다시 각각 상하(上下)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데, 화인사회의 피라미드에서 최상층부를 차지하는 상상(上商)은 자본가 계
층으로 수출입 무역상, 거대 농원주, 주석광산 개발업자, 대형 징세청부업

3) Siah U Chin(Seah Eu Chin, 1848), 재인용: Yen 1987, p. 426. 페낭의 화인 인구는 1794년에
3,000명으로 늘어난 이후 1851년 1만 5,457에서 1860년 2만 8,018명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페낭 인구의 46.73%를 차지했다. 1891년 화인 인구는 6만 4,327명으로 화인의 비중이
51.92%로 상승했다. 이후 20세기 초 인구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페낭의 화인 인구는 일본점
령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Loh 2009,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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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동산 소유자, 금융가 등이다. 다수의 일반 ‘상인’들이 하상(下商)에 해
당한다. 사 계층의 경우 전문직, 식민정부 하급관리, 서양기업의 통역사 및
직원 등의 상사(上士)와 중국어학교 교사나 화인 회사의 직원이 하사(下士)
로 구분된다. 공 계층의 경우 목수, 대장장이, 금세공사, 요리사, 재단사, 건
설기술자 등의 장인과 광산이나 농원의 노동자로 나뉜다. 화인사회의 피라
미드는 소수의 상상이 꼭짓점을 이루고 하상과 상사, 하사와 상공의 중간
계층을 거쳐 하공(下工) 즉 광산과 농원 노동자들이 밑변을 받치는 형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공과 하상 사이에 비교적 활발한 계층 이동이 있었
다고 옌은 분석했다(Yen 1987, pp. 417-420). 요컨대 페낭 화인사회의 피라
미드는 근대식 자본가로 변신한 소수의 부자가 피라미드의 꼭짓점을 이루
고, 화인 노동자가 거대한 밑변을 이루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해
협식민지에는 앞서 살핀 간오베나 코성탓과 같은 화인 거부가 200여 명에
달했다(Wong 2007, p. 106).
표 1. 페낭 화인사회 계층 피라미드

上

下

商

수출입 무역상, 거대 농원주, 주석광산 개발업
일반 상인
자, 대형 징세청부업자, 부동산 소유자, 금융가

士

전문직, 식민정부 하급관리, 서양기업 통역사
국어학교 교사, 화인 회사 직원
및 직원

工

목수, 대장장이, 금세공사, 요리사, 재단사, 건
광산 및 농원 노동자
설기술자 등의 장인

자료: Yen 1987, pp. 417-420을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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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팜으로 자본을 축적한 화인 거상(巨商)들은 19세기 중반부터는 아편
팜-자본-쿨리무역-비밀결사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디케이트를 통해 부를 확
대했다. 이는 페낭 화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18세기 광동에서 네덜란드령 자
바로 이주해 거부가 되고 페낭에 정주하면서 청조로부터 말라야 총영사에
임명된 청파쯔(Cheong Fatt Tze, 張弼士)도 자바의 아편팜을 통해 소상인에
서 자본가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림 1 참고). 지금은 규모가 축소
되어 건물 한 채 정도를 공개하는 청파쯔의 맨션은 기존의 이주자들과는 다
른 그의 모던한 취향을 보여준다. 그의 저택은 조지타운 중심가로부터도 떨
어져 있어서 먼저 정착한 화인 기득권층과 거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19세기 페낭의 화인 노동자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계층화의 정도와 계
그림 1. 청파쯔맨션 전경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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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식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아편을 통해 본 페낭의 화인사회는 두 가지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나는 계층화를 배제한 채 경제적 성취만으로 페낭
의 화인사회를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페낭 화
인의 자본축적이 아편팜이라는 장치를 통해 화인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착
취한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19세기 페낭과 말레이 반도
등으로 이주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아편은 광범하게 소비되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주 이전부터 아편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
에서 불가피하게 아편에 중독되었다.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당시 이들에게
아편은 말라리아나 이질 등 풍토병을 견디게 하는 약이었다. 힘든 노동 현
실을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역시 아편이었다. 영국 식민당국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부자 화상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 화인 노동자들에게 아편을
팔았다. 특히 화인 부자들은 농원이나 광산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쥐꼬리
임금’을 아편팜을 통해 다시 거둬들였다(Goto-Shibata 2006, p. 61). 19세기
페낭은 화인의 자본과 화인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국부를 키우려던 영국 제
국주의의 장려 아래 ‘화인이 화인에게 아편 권하는 사회’, 또는 ‘화인의 화
인에 의한 착취의 시대’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적확할지 모른다.

Ⅲ. 주석과 화인 거상(巨商)의 시대
아편으로 자본을 축적한 페낭의 화상들은 19세기 후반 주석광산 개발을
통해 서양 자본에 필적하는 거상(巨商)으로 성장했다. 아편팜을 통해 광범
하고도 복잡한 경제구조를 만든 페낭의 화인은 1840년대 이후 주석광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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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서 한층 두각을 나타냈다. 페낭은 20세기 초 서양의 자본과 기술이 압
도하기 이전까지 말레이 북서부와 태국 남부지역에 대한 자본의 공급지가
됐고, 이를 페낭의 화인 거상이 주도했다. 영국 식민당국은 일찍부터 말레
이 반도와 태국 남부의 주석에 주목했다. 1816~18년 페낭 총독 존 배너먼
(John Bannerman)과 측근 존 앤더슨(John Anderson)은 ‘페낭 주석 계획
(Penang Tin Scheme)’을 세웠다. 말레이 반도와 태국 남부의 주석광을 개발
하고, 주석 생산 지역의 교역망을 확대해 페낭을 지역 해상무역의 거점이
자 ‘동방의 거대한 장터(the great mart of the east)’로 바꾸려 했다. 존 앤더
슨은 인근 주석 경제에서 페낭이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확신하
고, 동인도회사를 설득해 1820년대 초 타보이(Tavoy, 현 미얀마 남부 테나
세림 주의 도시)와 메르귀(Mergui, 현 미얀마 남부 안다만 해 연안 항구도
시)를 샴에 주고 대신 페낭 인근의 푸켓과 말레이 지역을 영국이 관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4) 당시 페낭의 중계항 지위는 수마트라 북부와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어, 앤더슨은 지리적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의 지역경제체를
건설하려했던 것이다. 배너먼 페낭 총독의 계획은 구상으로 끝났지만 페낭
의 화인 거상들은 이를 현실로 바꾸었다.
‘페낭 주석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된 계기가 ‘통조림’ 기술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주석이 쓰인 것은 청동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
라가지만 산업혁명과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아 주석은 제국주의가 쟁탈해야
할 주요 원자재가 됐다. 식품을 병에 넣어 보존하는 병조림에 이어 18세기
후반부터 양철 깡통을 활용해 식품을 저장하는 통조림 기법이 개발되기 시

4) C.D. Cowan(1950), 재인용: Ki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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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면서 식품의 장기보전 필요성이 인식된 데
이어 1813년 영국 런던에 세계 최초로 통조림 공장이 생겨나면서 통조림은
군수용에서 일상의 식품 산업용으로 쓰임새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깡통따개에 대한 특허가 출원될 정도로 통조림 산업이 성장세를 보였
고, 주석의 수요가 급증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시장에서 양철과 통조
림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석에 대한 원자재 확보 수요가 크게 늘
었고, 페낭과 인접한 말레이 반도와 태국 남부에서 주석광산 개발 붐이 일
었다. 이 때 페낭의 화인 거상들은 자본과 화인 특유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페락과 푸켓 등에서 주석광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페낭의 경제는 1848년 이후 말레이 반도의 페락(Perak) 주 라룻(Larut) 강
유역에서 대규모 주석광이 개발되면서 비약적으로 확장되었다. 중국 남부
에서 화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중국 청조의
이민금지령이 풀리고, 복잡한 내부 갈등의 격화로 이주의 욕구가 커졌던
것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조지타운의 거상들이 주석광 개발에 자본을 공급
하면서 중계무역항 페낭은 말레이 반도의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Turnbull 2009, pp. 35-36). 하지만 주석 개발을 통해 19세기 후반의 페낭의
화인 거상은 ‘영국 식민지 내 화인만의 경제권(enclave)’을 구축했다. 이로
써 페낭 경제권에서 화인이 주역이 되고 서양 자본은 조연으로 밀려났다.
이는 화인이 서양자본의 중개인이었다는 일반화와 대치된다. 20세기 초까
지 페낭의 서양 무역상들은 장거리 대양간 교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화인이 만들고 장악한 교역 시스템에 단지 참여했을 뿐, 교역의 주도권을
쥐거나 시장의 확장에 앞장서지 못했다. 화인 거상들은 무역업자이자 기업
가, 금융가, 해운업자, 징세 도급업자로서 페낭 교역권의 역내에 확실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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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구축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의 페낭은 ‘화인 거상의 시대’였다
(Chuleeporn 2009, pp. 112-113).
페낭을 화인 경제권으로 만들며 거상의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중국 복건
성 출신 화인 5대 가문이 꼽힌다. 탄(Tan, 陳), 예(Yeoh, 楊), 림(Lim, 林), 체
아(Cheah, 謝), 옹(Ong, 王)씨 가문이 상업, 무역, 농업과 광업에서 주역을
담당했다(Wong 2007, p. 106). 페낭의 5대성으로 옹씨 대신 쿠(邱, Khoo)씨
가 언급되기도 한다(오명석 2000, p. 225). 하지만 웡예투안(Wong Yee
Tuan)은 특별한 설명 없이 쿠씨를 제외했다. 이는 자본과 경제적 활동에 중
심을 두고 5대 가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페낭의 대표적인 비밀결사 건덕
회(建德會)를 주도했던 쿠씨 가문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웡은 건덕회가
이들 5대 가문이 의사결정권을 지닌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19세기 주석개
발에서 페낭 5대 가문의 거상들이 가장 역동적이었다. 페락 주석광산 개발
에 자본을 공급하며 주도한 것도 이들이다. 라룻 강 지역은 1848년 클리안
파우(Klian Pauh)에서 대규모 주석 매장량이 확인되면서 페낭의 화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페낭 화인들에게 엘도라도였다(Khoo 2009, p.
58). 라룻 강 유역의 화인 인구는 1862년 2만~2만 5,000명에서 10년 뒤 3
만~4만 명으로 늘었다. 라룻 강 유역 주석 개발에 자금을 댔던 5대 가문의
하나인 체아씨의 공동회관 ‘체아콩씨(Cheah Kongsi, 謝公司)’는 지금은 규
모가 축소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으나 페낭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그
림 2 참고). 체아콩씨는 건물 전면을 붉은 색으로 칠해 확실하게 중국색을
드러낸다. 용마루 없이 이어지는 지붕들의 선은 독특한 중국 남방계 건물
의 맥을 잇고 있다(그림 3 참고).
페락 라룻 강 유역의 주석광산 개발권과 징세 도급권을 두고 술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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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까지 비화된 라룻 전쟁(1867~73년)에서 5대 가문은 이브라힘(Che
Nga Ibrahim)의 뒤를 밀었다. 이브라힘은 페락의 광상(鑛商, 광산개발업자)
이자 광동 객가인 비밀결사 해산회(海山會)의 지도자인 청컹키(Chung Keng
Kwee, 鄭景貴)와 협력했다. 해산회(海山會, Hai San hui)는 객가인들의 비밀
결사로, 페낭의 해산회는 1820년 푸켓에서 이주한 객가인들이 설립했다. 당
시 청컹키는 라룻 지역에서 주석광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1만 5,000명의 화
인 광부를 통제하고 있던 페락 주석광업계의 거물이었다. 청컹키는 중국
광동성 증성(增城)현 신촌(新村)에서 태어난 객가로 1841년경 말레이 반도
의 페락에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페락에 정주한 그의 부친과

그림 2. 체아콩씨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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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1860년에는 페낭과 페락의 해산회를 주
도하는 거물로 성장했다. 1860년 라룻 지역의 주석광산 개발권은 객가출신
의 5관(五館, Go-Kuan)과 광동출신 4관(四館, Si-Kuan)이 양분하고 있었는
데, 청컹키는 객가 5관과 해산회의 지도자였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중국의
객가들이 대거 페락으로 이주했고, 청컹키는 이들을 주석광산의 노동력으
로 삼는 한편 해산회의 장악력을 키웠다. 청컹키가 페낭에 세운 해기관(海
記館)은 오늘날 페낭 조지타운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유적의 하나로 꼽히며,
‘페라나칸 맨션’이란 이름으로 페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청컹키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페라나칸으로 분류될 수 없는데도,

그림 3. 체아콩씨 건물들의 지붕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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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페낭에 지은 건물이 현재 ‘페라나칸 맨션’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것이
다. 청컹키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아내를 고향에 둔 채 페락으로 이주
해 거상이 된 인물일 뿐이다. 청컹키는 페락의 타이핑과 고펑에 1895년 증
룡회관(增龍會館)을 세운데 이어 이듬해에는 페낭에도 이 회관(檳城增龍會
館)을 열었다. 그는 1886년 페낭의 복건, 광동 출신이 협력해 세운 화인회
관인 평장회관(平章會館, Penang Chinese Town Hall)의 최대 기부자이며,
페낭의 근대식 중국어 학교 건립에 앞장서기도 했다.
페낭의 5대 가문은 라룻전쟁 당시 청컹키와 이브라힘에게 6만 해협달러
어치의 돈과 현물, 무기를 지원했다. 당시 청컹키는 라룻 강 유역 주석광산
개발권을 쟁취하기 위해 광동 출신 비밀결사 의흥회(義興會)와 무력 분쟁
을 벌였다. 의흥회는 중국의 천지회 또는 삼합회(三合會, Triad)의 전통을
잇는 광동성 출신 비밀결사로, 영국이 페낭을 점령한 13년 뒤인 1799년에
설립된 페낭 최초의 비밀결사이다. 1860년대 초반 라룻 지역 주석광산 개
발권을 둘러싸고 청컹키와 객가 5관으로 대표되는 해산회와 광동 4관으로
대표되는 의흥회가 경쟁했으나, 이는 사실상 객가출신 사이의 갈등이었다.
청컹키의 페락 해산회는 광동성 증성현의 객가가 주도한 반면, 페락의 의
흥회는 광동성 혜주(惠州)부 객가가 중심이었던 것이다. 술탄승계 분쟁과
주석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화인의 방파(幇派) 갈등이 맞물린 라룻전쟁은
급기야 영국 식민당국이 중재하기에 이르렀고, 1874년 팡코르조약(Treaty
of Pangkor)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협약을 통해 라룻 강 유역의 클리안 파
우 지역은 지명을 타이핑(Taiping, 太平)으로 바꿔 해산회가 장악하고, 클리
안 바루(Klian Bharu, Kamuntin) 지역의 관할권은 의흥회에 넘어갔다. 청컹
키가 타이핑의 건설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청컹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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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77년 영국 식민당국에 의해 페락의 카피탄으로 임명되었고, 1901년
사망할 때까지 말레이 반도 최대의 주석광업자이자, 페락 최대의 징세 도
급 신디케이트 지도자로 성장했다. 페낭 5대 가문은 라룻전쟁에서 청컹키
를 원조한 대가로 그의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의 70%를 현물로 받
았다. 이들의 라룻전쟁 지원금은 일종의 주석광산에 대한 투자였던 셈이다.
페낭의 5대 거상은 1880년대 페락의 킨타(Kinta) 지역 주석광 개발에도 관
여했다. 1901년 당시 페락은 말레이 반도 전체 주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 최대의 주석 생산지였으며, 킨타 지역은 페락에서 가장 중
요한 주석광산이었다(Penrose Jr 1903, p. 137). 킨타 지역 주석광은 거대 자
본의 직접 지배 방식이 아니라 중소 광상들이 라룻 지역의 화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며 개발을 시작했다. 이 지역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객가나 광동 화
인이었지만, 광상들은 대부분 복건이 고향인 페낭 출신의 화인이었다(Khoo
2009, p. 62). 페낭의 5대 가문은 풍부한 자본과 복잡한 사업망을 활용해 킨
타 지역 주석광에도 투자했고, 생산된 주석을 자신들의 해운회사를 통해 도
맡아 운송했다. 이들 5대 거상은 태국 남부 푸켓의 주석광산 개발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했다. 탄가익탐(Tan Gaik Tam)은 18세기 후반 페낭에 이주한
뒤 1820년대 초 푸켓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주석 개발의 큰손이 되었다. 탄은
1850~60년대 푸켓 주석 수출에 대한 독점권은 물론 아편팜 등 징세도급권도
독점했다. 탄이 페낭의 5대 가문의 일원임은 물론이다. 1880년 당시 페낭의
5대 가문 소유의 푸켓지역 광산에 고용된 화인 노동자의 수는 이 지역 전체
광산 노동자 5만명 중 3분의 2에 달했다(Wong 2007, pp. 107-108).
페낭의 5대 가문은 주석광 개발 과정에서 자본 - 노동 - 교역을 아우르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화인 신디케이트를 활용했다. 이들은 쿨리 무역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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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석광산의 화인 광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페낭의 복건 출신 비
밀결사 건덕회의 지도자 쿠텐텍(Khoo Thean Teik, 邱天德)은 페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화인 노동력 공급자이자, 쿨리 무역의 대부였다. 쿠 일가의 결
속은 복건성 장주부 해징현(海澄縣) 신강촌(新江村) 출신 쿠씨 종친회 쿠콩
씨[龍山堂邱公司]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지됐다[그림 4, 5]. 쿠텐텍은 1826년
페낭에서 태어났으며, 30대 초반에 복건출신 화인 비밀결사이자 페낭의 주
요 상인들을 아우르는 조직인 건덕회(建德會)의 지도자가 됐다. 쿠텐텍은
1867년 페낭에서 건덕회와 의흥회의 유혈분쟁 때 쿠콩씨의 위원장이었으
며, 페락의 라룻전쟁 당시 청컹키의 해산회와 손잡고 의흥회와 맞섰다. 복

그림 4. 쿠콩씨 입구의 객사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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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출신으로 페낭에서 태어난 쿠텐텍과 광동에서 태어난 객가 청컹키는 라
룻전쟁 이후에도 서로 손잡고 페락의 징세도급권을 독점하는 등 협력관계
를 지속했다. 쿠텐텍은 해협식민지에서 화인 비밀결사가 해산된 뒤인 1891
년 숨졌다. 쿠텐텍의 쿠콩씨를 비롯해 페낭의 콩씨 건물들은 5대 가문이 번
성했을 때, 건축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페낭에 남아있는 이
들 콩씨가 대부분 5대 가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콩
씨 건립이 이들 가문의 신디케이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페낭의 5대 가문은 투자 지역의 징세도급권도 장악했다. 이들은 페낭은

그림 5. 쿠콩씨 메인홀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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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마트라 동안, 말레이 반도 북동부, 태국 남서부 지역에서 광산개발
권과 쿨리 무역, 아편팜을 아우르는 거대한 화인 신디케이트를 구축했다.
5대 가문은 1880~97년의 17년간 청컹키와 손잡고 페락의 징세 도급권을
확보했고, 이 기간 도급 계약금으로 이들이 페낭 당국에 지급한 금액이 280
만 해협달러에 달했다. 케다에서는 5대 가문 화상의 일원인 림렁척(Lim
Leng Cheak)이 1886~91의 6년간 광동 출신 세력과 손잡고 징세 도급권을
장악했다(Wong 2007, p. 110). 이들 5대 가문은 주석만이 아니라 주요 수출
상품의 교역과 해운업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푸켓, 페
락, 델리(수마트라 동안) 등에 쌀, 설탕, 코코넛, 중국산 의류, 중국산 염장
채소를 수출했다. 인도인 해운업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인도-페낭 해운의 주
도권도 19세기 중반 이들에 의해 페낭의 화인 수중으로 넘어왔다. 초기 페
낭의 상권은 인도인 무슬림 상인들의 것이었다. 1821년 페낭의 선박 톤수를
비교하면, 유럽 선박이 1,095톤, 화인이 105톤인데 비해 무슬림의 톤수는
2,580톤에 달했다. 주석 개발이 페낭 화인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웠던 것이
다(Loh 2009, p. 94).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상의 시대를 가능케 한 것은 화인 특유의 ‘복잡한
교역구조’였고, 그 요체는 인적 네트워크였다. 페낭 화인 경제에서도 꽌시
(關係)와 신용(信用)이 중시된 것이다(Tong, Yong 1998, p. 75). 화인 인적
네트워크의 핵심은 ‘화인 마피아’를 연상하게 하는 ‘비밀결사’였다. 중국의
천지회(天地會)에 뿌리를 둔 화인의 결사가 비밀결사로 통칭되면서,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화상 신디케이트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되었
다. 천지회 전통의 화인 결사체가 처음부터 폭력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의 비밀결사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달리 페낭의 천지회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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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비밀결사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었다. 치안과 징세 능력이 없는 페
낭 식민당국조차 19세기 후반까지 천지회 전통의 비밀결사를 식민지 경영
에 필요한 협력자로 여겼다(Turnbull 2009, p. 35). 1840년 인도 마드라스 주
둔 영국군 장교가 작성한 보고서는 천지회의 복잡한 의식과 형제애 서약이
라는 ‘비밀스러운 속성’을 상세하게 밝혔을 뿐, 제거되어야 할 위험한 조직
이라는 뉘앙스는 담겨있지 않았다(Wilson, Newbold 1841).
페낭 식민당국과 서양 상인들이 화인 비밀결사에 의혹과 반감을 갖게 된
배경에 주석이 자리한다. 1850년대 페락의 주석광산이 본격 개발되면서 비
밀결사 사이의 분쟁이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화인 거상
들 사이의 주석 이권 다툼이 비밀결사 간 무력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달리
말해 결사체들의 폭력 충돌은 이권을 노린 화인 거상들의 대리전이었던 셈
이고, 주석으로 촉발된 ‘거상의 시대’의 치부였다. 페낭 화인 거상들이 영리
를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동원하고, 비밀결사가 화인 거상의 시대를 떠받친
중요한 버팀목이었다는 점은 페낭 화인사회가 구축한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페낭의 화인 비밀결사는 하층 이민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체의 성격보다 상인과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영
리적 이익집단의 특성이 두드러진다(오명석 2000, p. 215).
19세기 페낭에서 비밀결사는 거상들이 구축한 복잡한 화인 경제권을 가
동시킨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식민당국으로부터 보호받
지 못하는 화인사회의 자경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피
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
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
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규정한다(부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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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6, p. 75). 이 글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인
적 자본(human capital),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등 자본의 여러 형태의
하나이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으로 규정하
는 부르디외의 정의에 따른다. 이러한 화인 비밀결사는 1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화인 거상과 서양 자본의 경합 양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서양 자본
에 맞서 화인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한 ‘자원적 결사’일 뿐 아
니라 화인 경제권의 핵심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본의 경합이란
측면에서, 서양 상인과 자본가들이 19세기 후반 법과 질서를 앞세워 집요
하게 화인 비밀결사의 해체를 주장한 속셈과 1889년에 비밀결사가 해체된
이후 화인 거상의 시대가 서양의 자본 공세에 무력해진 까닭이 서로 연결
되어 있음이 분명해진다.
식민정부를 대신하여 사회 통제를 대행하고 경제 과정 전반에 관여한 페
낭의 화인결사는 19세기 화인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능했던 명
백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의흥, 해산, 건덕 등 비밀결사 이외에도 19세기 초
화인 이민이 늘어나면서 친족, 지역, 방언, 직업에 따라 다양한 결사체가 생
겨났다. 이들 결사체 중에도 같은 지역과 방언을 공유하는 국지적 조직과
보다 개방적인 비국지적 집단으로 나뉜다. 국지적 친족단체로 예콩씨(Yeoh
Seh Sit Teik Tong, 楊氏植德堂), 쿠콩씨(Khoo Seh Leong San Tong, 邱氏龍
山堂), 체아콩씨(Cheah Seh Sek Tong Shi Teik Tong, 謝氏石塘世德堂) 등이
대표적이고, 비국지적 친족집단으로는 총콩씨(Chong Seh Cheng Hoe Tong,
张氏清河堂), 황콩씨(Huang Seh Koong Har Tong, 黄氏江夏堂), 쿠콩씨(Koo
Saing Wooi Koon, 古城会馆) 등이 있다. 5대 가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페낭의 화상 신디케이트는 광범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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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문은 방언이나 지역, 혈통이 다른 객가와 광동 출신, 인도-말레이
혼혈, 유럽 아시아 혼혈, 태국인 및 영국인 집단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
했다. 화인 부자들은 말레이인 여성을 첩으로 두거나 사업상의 이유로 인
도인이나 말레이인과 정략적 통혼을 한 사례가 있다. 페낭 쿠씨의 지도자
인 쿠티안포(Khoo Tian Poh)는 딸을 당시 아랍 상인이자 말레이 비밀결사
‘적기회(Red Flag society)’ 리더였던 시에드 알라타스(Syed Alatas)가 둘째
부인으로 삼게 했다. 페낭 의흥회 지도자였던 리힌(Lee Hin)의 아내는 말레
이계였다(Tan, 2009:13-14). 페낭의 무역업자 체아텍수(Cheah Tek Swee, 謝
德水)는 페낭의 해운업 거물인 인도 출신 무슬림 니나 메리칸 누르딘(Nina
Merican Noordin)과 사돈을 맺었다. 체아가 자신의 딸을 누르딘의 아들과 혼
인시킨 것이다. 체아는 혼맥을 이용해 인도양 해운업에 진출했다(Wong,
2011). 이러한 협력은 기업을 통한 상업상의 동업관계나 비밀결사의 방식으
로 연결됐다. 페락에서는 복건 출신 건덕회가 객가 출신 해산회와 주석광
개발을 위해 손잡고, 케다에선 건덕회가 견원지간으로 알려진 의흥회와 아
편팜 도급권을 따내기 위해 동맹을 맺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업
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들 비밀결사가 결코 융통성 없
는 배타적 조직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페낭의 건덕회는 비밀결사 서약을 맺은 5대 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었
다. 실상 건덕회는 5대 가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거상
의 조직이었다. 5대 가문은 건덕회의 출범 이래 핵심 집단이었고, 사업기반
을 보호하기 위해 건덕회를 동원했다(Wong 2007, p. 113). 건덕회는 페낭에
본부를 두고 태국(사툰, 트랑, 크라비, 푸켓), 버마 남부(마울메인, 메르귀,
타보이, 페구, 랑군), 수마트라 북동연안(아체, 델리, 랑캇, 아사한),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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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서부(케다, 페락) 등 동남아 전역에 지부를 뒀다. 지부 지도자는 5대
가문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 화인사회의 지도자이자 거상이었다. 페낭의
화인 거상들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비밀결사를 효과적으로 동원했
고, 조직의 공식적인 활동 ‘공간’이 콩씨였던 셈이다.
19세기 후반 주석 호황은 페낭 화인에 의한 ‘거상의 시대’를 열었지만, 역
설적으로 화상 신디케이트가 영국 식민정책에 의해 해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국은 주석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말레이 술탄 분쟁과 화인 비밀결사
의 개입을 빌미로 1874년 팡코르 조약을 맺고 해협식민지를 통한 거점지배
에서 말레이 반도를 식민지화하는 영역지배로 식민정책을 전환했다. 1877년
화인 문제를 전담하는 식민관료로 화인호민관제를 신설하고, 1889년 비밀결
사법(Societies Ordinance)을 제정해 페낭의 의흥회, 해산회, 건덕회 등 핵심
비밀결사를 해산시켰다. 화인호민관(Protector of Chinese)을 화인들은 대인
(大人)으로 부르며 존중했다. 주로 화인사회의 소소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
을 했으며, 이민 노동자의 임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호민관의 결정은 법적 효
력을 지녔다. 초대 호민관을 지낸 피커링(W. Pickering)은 중국어와 복건어에
능통하고 1874년 팡코르조약 협상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피커링은 화인 분쟁
을 중재하던 도중 비밀결사 의흥회의 사주를 받은 조주인 목수가 던진 도끼
에 맞아 불구가 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Purcell 1967, p. 161).
비밀결사 해산 이후 화인의 결사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화인사회의
조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비밀결사의 해산은 페낭 거상이 중요
한 ‘사회적 자본’을 상실했음을 의미했다. 페낭의 식민당국은 19세기 후반
화인 비밀결사의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 페락 라룻의 주석광 개발 이후,
식민당국이 경찰력과 법을 동원해 비밀결사를 압박하면서 당국과 화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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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결구도가 이뤄졌다. 1857년 3월 조지타운의 와양 극장에서 경찰이 군
중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져 화인 1명이 죽고 인도인
세포이가 소총을 분실하며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다. 식민당국은 화인 비밀
결사가 경찰의 소총을 탈취해 중국에 선물로 보냈다며 과민 반응했고, 유
럽 상인들은 차제에 비밀결사를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벌
어졌다. 식민당국은 화인사회의 탄원도 거부함으로써 비밀결사들의 과감한
행동을 부추긴 꼴이 됐다. 이후 5년간 페낭에서는 비밀결사와 식민정부의
갈등이 커졌다(Turnbull 2009, p. 40). 20세기 들어서는 화인 자본축적의 수
단이자 부를 증식하는 핵심 장치였던 징세청부제를 폐지하고 자유이민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식민당국과 서양 자본가들은 유독 화인 비밀결사를 ‘제국 속의 제국
(imperium in imperio)’이라며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 ‘제국 속의 제국’은
사실상 국가 행세를 했던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영국 의회가 비판할
때 쓰던 표현이었다. 19세기 후반 페낭의 거상들은 ‘서양 무역상과 지역
시장을 잇는 중간상’으로서의 화상이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
어 서양의 자본과 경합할만한 경제력을 확보했다. 화인 비밀결사를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비난한 것은 식민당국과 서양 자본이 주석개발을 통해
한층 공고해진 ‘영국 식민지 속의 화인 경제권’을 깨뜨리려는 속셈을 드러
낸 것이다. ‘비밀결사 = 폭력집단’의 등식으로 화인 신디케이트의 가장 핵
심적이면서도 약한 고리인 혈연‧지연‧방언 결사라는 사회적 자본을 공략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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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무와 화인의 정체성 논쟁
19세기 아편과 주석의 만남으로 구축된 페낭 ‘화인 거상의 시대’는 20세
기 고무를 만나면서 쇠퇴했다. 화인 거상들이 장악하고 있던 페낭 경제권
은 말레이 반도에서 서양 자본에 의한 대규모 고무나무 농원 경영으로 인
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무역업과 현대식 주식회사 경영 기법을 결합한
유럽 자본은 해운회사와 세계 고무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무의 생산과 교역
을 화인의 복잡한 교역망을 거치지 않고 국제 무역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자신들의 교역망을 만들어냈다. 20세기 페낭의 화인사회에 있어서 고무 농
원은 자본과 시장 경합에서 우위에 있었던 화상이 서양 자본의 압도적 우
세로 그 위치를 잃게 됨을 의미했다. 달리 말해 고무로 대표되는 20세기 서
양 제국주의의 전면적 공세로 페낭의 화인 경제권은 기존의 경제적 자본은
물론 사회적 자본까지 무력해지는 파국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주석광 개발이나 여느 농업 농원과 달리 고무 농원은 처음부터 서양 자
본이 시장을 만들고 투자와 경영을 주도했다. 원래 고무나무의 원산지는
남미 아마존 지역이나, 말레이 반도의 고무나무 재배는 1876년 영국인 헨
리 위컴(Henry Wickham)이 고무나무 씨앗을 런던으로 가져와 이듬해 싱가
포르와 말레이에서 시험 재배하면서 시작되었다. 1895년 말레이 반도에서
고무나무의 상업 재배가 시작됐지만, 유럽 자본에 의한 대규모 고무 농원
개발은 20세기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부터였다. 1905년부터 1911년까
지 유럽 자본의 말레이 반도 고무 농원 투자 규모는 해마다 7만 에이커 이
상 증가했다. 유럽 자본의 말레이 고무 농원 투자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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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서양 자본가들이 런던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인도인 노동
자를 끌어들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형 농원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경쟁적
으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고무나무 농원을 개발했다. 특히 말레
이 반도는 고무 채취를 위한 기후조건이나 값싼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 브라질보다 뛰어나 이내 세계 최대의 고무 원료 생산지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고무의 용도는 벨트나 개스킷과 같은 산업용 부품, 골프 공
과 신발창 따위의 소비재이거나 자전거 타이어에 국한되었고, 브라질이 고
무원료의 공급을 독점했다. 그러나 통조림 산업으로 주석광산 개발 붐이
일었듯이, 자동차의 타이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무는 전 세계시장을 대상
으로 하는 대량생산 체제에서 주요 원료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유럽 자
본은 대규모로 고무나무 농원에 투자했다.5)
페낭 화인 거상의 시대가 정점에 이르렀던 1890년대부터 화인 거상들은
주석광업에서도 서양 자본의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전진 운동
(Forward Movement)’이란 이름으로 말레이 반도에 대한 직접적 영역지배를
가속화하고, 서양 자본은 기계식 주석 채광 등 기술 경쟁력과 우세한 자본
을 앞세워 진출하면서 화인 거상의 경제적 기반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19세기 말 서양 자본의 화인 주석광업 시장 잠식은 20세기 고무 농원 공
세의 예고편에 불과했다(Chuleeporn 2009, p. 118). 서양 자본이 자본력과
식민당국의 지원을 업고 급속히 영향력을 키우면서 페낭의 지역 중계항 역

5) Frank, Zephyr and Aldo Musacchio, “The International Natural Rubber Market, 1870-1930.”
EH.Net Encyclopedia, http://eh.net/encyclopedia/article/frank.international.rubber.market(검색일: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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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위축되고 화인의 영향력도 축소되었다. 페낭은 동서 해상교역로의 독
립적인 중계무역 중심지에서 말레이 반도의 일개 항구로 변모했다. 페낭과
말레이 반도와의 교역 비중이 커지면서 페낭의 자율성이 줄어든 것이다.
페낭의 전체 교역 가운데 수입의 경우 말라야로부터의 수입 무역 비중은
1890년 18.5%에서 1902년 35.5%로 급증했고, 이후 1917년까지 30~40%를
유지했다. 이는 이 기간 서양 시장을 향한 말레이 수출상품과 말레이 시장
을 향한 서양 수입상품이 페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것
을 뜻한다(Chuleeporn 2009, p. 103). 서양 상인들의 영향력이 화인 거상을
압도하게 됐다. 20세기 고무나무 농원으로 대표되는 서양 자본의 직접 지
배로 페낭과 화인사회는 19세기의 상대적 자율성을 잃고 거대한 대영제국
과 국제 교역체제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서양 자본에 의한 고무농원의 파급력은 전방위적이었다. 19세기 후반부
터 말레이 반도에 대한 영역지배로 전환한 영국은 화인의 자본-노동-교역
네트워크를 지탱해준 각종 장치들을 차례차례 해체했다. 비밀결사 해산과
아편팜 등 징세청부제의 폐지가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식민정부와 화인 비
즈니스의 기존 틀이 바뀌었다. 페낭의 화인 거상들은 서양 자본과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화상 신디케이트의 원천을 상실했다. 화인 거상
의 손발이 묶인 셈이다. 19세기에 식민당국은 화인의 자본과 노동력이 식
민지 경영과 대영제국의 국부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화인사회에 상대
적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식민당국과 화인의 관계가 20세기 들어 역
전된 것이다(Loh 2009, pp. 84-88). 1890~1920년까지 30년 사이에 페낭 경
제권은 서양 자본의 압도적 우세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장거리 대양간 해
운에만 주력해온 서양 자본은 이제 화인이 주도해온 연안 해운까지 파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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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역내 상권까지 잠식할 정도로 화인들을 압박했다.
서양 자본의 압박에 대해 페낭의 화인사회가 받은 충격은 싱가포르보다
심각했다(Chuleeporn 2009, p. 110). 이는 페낭과 싱가포르가 같은 영국의
해협식민지였지만 태생적으로 달랐던 까닭이다. 조지타운 거리가 보여주
듯, 페낭은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어울려 건설된 곳
으로서 이민자의 자율성이 인정된 식민지였다. 반면 영국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페낭보다 싱가포르 경영에 훨씬 더 비중을 두었는데, 싱가포르
는 애초 도시 설계에서부터 페낭과 달리 인종에 따라 주거지역을 구획한
곳이다. 식민당국의 통치 강도도 싱가포르가 페낭보다 강했고, 당연히 서구
자본의 이해도 싱가포르에 집중됐다. 19세기 초 싱가포르에 진출했던 서양
기업들이 페낭에 지점을 개설한 것은 주석 붐이 인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싱가포르가 일찌감치 서양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페낭은 서양 자본
의 지배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 직접지배와 서양 자본의 경제권 잠식에 대한 페낭 화상의
대응은 응전과 순응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 전통적인 거상들은 축적
한 자본과 교역기반을 바탕으로 서양처럼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서양 자
본에 맞섰지만 대부분 파국을 맞았다. 그들은 해운회사의 덩치를 키우고
주석 제련 등에 투자하며 대항했지만 서양의 자본과 기술력을 당하지 못했
다. 다른 갈래는 대세를 받아들여 순응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경합 대신 영
국의 페낭 점령 초기처럼 서양 자본의 중간상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역할을
축소하거나 서양 자본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 정미업, 벼 농원, 식용유 정유
업 등의 사업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고무 농원으로 바뀐 교역 방식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도 하고, 서구의 공장제 수입품 거래로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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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반열에 오른 중소 무역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후반 역내 교역권을 장악하고 서양 자본과 경합하던 화인사회의 역동성과
는 판이한 것이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페낭 경제권의 지각변동에서 전
체적으로 화인의 경제적 영향력은 위축되었고, 화인 경제계 내부의 세력균
형도 무너지게 되었다. 거상의 시대를 구가했던 기존의 화상은 새로운 환
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화상에게 밀려났다(Chuleeporn 2009, pp.
110-112). 20세기 초 페낭의 화상과 서양 상인 간의 관계 변화는 화인 중심
으로 짜인 페낭의 기존 교역 질서에 서양 자본이 침투하면서 생긴 결과였
다. 서양 자본은 기존 화인의 경제적 근거지에서 화인을 몰아냈다. 자율적
인 화인의 소규모 경제권을 해체하고 그들이 새로 장악한 경제 질서의 틀
안에 화인들을 강제로 편입시켰다.
20세기 초반 페낭의 화인사회를 고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
은 이 시기에 두드러진 화인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고무 농원으로 촉발된 페낭의 변화는 현지
화인사회에 경제적 영향 못지않은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했다. 전통
적인 화인 거상들이 서양 자본의 압박으로 영향력을 잃으면서 이들을 대체
할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다. 새로 대두한 세력과 기존 화인들 간 갈등은 20
세기 초 중화 민족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페낭 태생의 해협화인(Straits
Chinese) 또는 토생화인(peranakan, Baba-Nyonya)과 중국 태생의 신객화인
(Sinkeh, 新客) 간의 갈등이라고 말해진다. 20세기 초 페낭의 화인사회의 분
열상은 그들의 역사적 전개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협화
인은 일찍이 페낭에 정착해 영어를 구사하고 말레이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1852년 영국 국적법에 따라 ‘왕의 신민’이 되고 그 정체성을 지닌 페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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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엘리트 화인을 지칭한다. 반면 후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페낭에서
기반을 다진 후기 이민자들로,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문화를 고수하며 중
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로 분류된다.
해협화인의 분류 기준으로 말레이와의 혼혈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는
페낭으로 온 화인 여성의 이민이 19세기 후반에야 허용되었고, 남녀 성비
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룬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시작
된 페낭 화인사회는 페낭 건설 이전 동남아에 정착했던 해협화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일시 체류 목적의 화인 노동자 이민이 유입되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동남아 지역의 화인사회와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양자의 갈
등이 첨예해진 20세기의 해협화인 가운데 실제 말레이인 혼혈은 그리 흔치
않았으며, 혼혈보다는 페낭에 오래 머물면서 말레이 문화에 많이 동화된
화인을 해협화인이라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Hirschman 1986, pp.
338-339). 사실 신객화인을 해협화인과 대비하는 것도 20세기 초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페낭에서 신객의 상대어는
노객(Laokeh, 老客)이였다. 통상 신객은 막 페낭 땅을 밟은 화인 노동자나
일이 익숙하지 않은 신참 노동자를 가리켰다.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던
페낭에서는 신객을 문화적으로 ‘촌스럽다’는 뜻으로 쓰기도 했다. 예컨대
페낭 해협화인들은 신객을 가리켜 ‘세련되지 못한 자(tak halus)’라고 했고,
심지어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을 ‘신커 빈’(sinkeh bin, 신객의 얼굴)이라고
놀리기도 했다(Khoo 2009, pp. 73-74).
현지 문화의 동화 정도에 따라 구분되던 해협화인과 신객화인이 20세기
초에는 화인사회를 양분하는 별개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며 정체성 갈등의
주체가 된 것은 당시의 경제적 격변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 19세기 화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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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를 지칭하던 신객은 20세기 경제적‧정치적 격변의 와중에서 새롭게 부
상한 중국 출생의 신흥 상인과 자본가를 지칭하게 되었다. 해협화인에 대
비되는 20세기의 신객은 19세기의 노동자가 아니라 페낭 화인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상층부를 차지하는 상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온당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후반 페락의 주석광산 개발권 갈등
에서 ‘해협화인’인 페낭 5대 가문의 거상이나 건덕회의 쿠텐텍과 ‘신객화
인’인 페락의 청컹키 사이에 정체성 갈등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요
컨대 해협화인과 신객화인의 정체성 갈등은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산물이
며, 그 갈등의 핵심 주체가 페낭 화인사회의 상인집단이라고 본다면 이를
정치적,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들 두 화상 집단은 화인 경제권의 주도권을 놓고 편이 갈렸다. 20세기
초 페낭의 전통적 경제 엘리트였던 해협화인은 해협화영협회(Straits Chinese
British Association)로 집결했다. 이들은 당시 페낭의 화인사회에서 수적으로
는 소수였지만, 식민당국은 영어로 말이 통하는 이들을 여전히 화인사회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고, 반면 이들은 해협화영협회를 식민당국에 대한 압력
집단으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반면, 신흥 화상 세력인 신객화인은 1903
년 설립된 페낭화인상공회의소(Penang Chinese Chamber of Commerce, 檳城
華人總商會)를 장악했다. 화인상공회의소의 설립에는 자바에서 기반을 닦아
페낭으로 진출한 신객 거상 청파쯔가 관여했다. 화인 상공회의소는 오늘날에
도 페낭 경영인들의 핵심적인 단체로 기능하고 있다(Wong 2012). 청파쯔는
1840년 광동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령 자바에서 부를 쌓아 페낭에 이주할 무
렵에는 ‘아시아의 록펠러’라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거
대 상권을 일군 ‘신객’ 거상이었다. 청파쯔는 1890년 페낭의 중국 영사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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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었고, 청왕조에서 관직을 하사받았으며, 신해혁명 이후에는 손문을 지지
하기도 했고, 1916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사망한 뒤에는 중국에 묻혔
다. 청파쯔의 행적을 통해서도 화인상공회의소가 친영(親英)적 정체성을 보
인 해협화영협회보다 친중(親中)적이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해협화인과 신객화인의 갈등이 부각된 데는 정치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화인사회 내부의 기득권층과 신흥 세력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해 페낭
이 중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도 관계가 있다. 손문(孫文)은 1910년
싱가포르의 동맹회 지부를 페낭으로 옮겨 중국 혁명운동의 동남아 본부로
삼으면서 현지에서 중화 민족주의의 불을 붙였다. 손문이 1910년 11월 페
낭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8,000해협달러의 성금이 모였고, 적지 않은 해협화
인들도 손문을 지지했다. 이 집회에서 영국 정부가 싱가포르와 페낭의 화
인들을 몰아내려 한다고 말한 손문의 발언 내용이 그해 12월 페낭의 영어
신문 ‘스트레이트 에코’에 보도되는 바람에 손문은 페낭에서 추방됐고 해
협화인의 지지도 잃었다. 하지만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몰락했을 때 페낭의
화인사회는 1,000여 명이 모여 혁명 축하 모임을 열기도 했다(Turnbull
2009, p. 47). 현지에는 여러 곳에 손문을 기념하는 ‘상업화’된 사적지가 있
고, 이를 관광과 결부시키고 있다(그림 6, 7 참고).
두 화인 집단간 갈등의 요인으로 영국 식민당국의 인종주의도 무시할 수
없다. 페낭 화인사회 내부에 친영과 친중의 구별이야 있었겠지만, 식민당국
이 이를 과도하게 증폭시켰을 개연성도 다분히 있다. 영국 식민당국은 중
화 민족주의로 촉발된 페낭 화인사회의 친중적 정체성을 과대 포장함으로
써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종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던 말레이인에게 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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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종주의를 전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찰스 허쉬만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인종주의(racial ideology)를 구분하며 영
국의 말레이 식민정책은 후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irschman 1986, p. 337). 윌리엄 스키너도 유럽인들의 반중국적 인종주의
가 현지의 반중국적 민족주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kinner 1957, pp. 161-162).
20세기 초 페낭 화인 상인계층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화
인사회의 친영-친중 정체성 갈등에만 주목하는 것은 영국이 설정한 인종주
의의 틀에 갇힐 위험이 크다. 20세기 초 페낭 화인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과

그림 6. 손문 기념관 내부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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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강조는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확산과 중국의 개방을 계기로 관심이 집
중됐던 동남아 화인의 중화 정체성 논란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세기 후
반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동남아 화인의 경제력이 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관
심이 증폭되면서 동남아 화인의 정체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중국인이면 영원히 중국인이란 의미의 ‘낙엽귀근(落葉
歸根)’이나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뜻의
‘낙지생근(落地生根)’이라
는 4자성어가 유행했다. 심

그림 7. 손문 사적순례 안내판

지어 화인의 현지 문화 동
화와 관련해 ‘참초제근(斬
草除根)’이란 말도 나왔다.
민족 정체성도 문화적 유산
도 모조리 사라진다는 뜻이
다(Wang 2003, pp. ix-xi).
하지만 이러한 화인 정체
성 논의는 페낭을 비롯한
동남아 화인이 ‘대(大)중화
문화권’으로 재편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논의의 중심이
동남아 화인이 아니라 중국
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화
인 대 중국, 화인 대 토착사

자료: 필자 촬영, 페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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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편협한 잣대로 규정한 화인의 정체성이 실제 화인들의 삶과 얼마나 부
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페낭의 화인들은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자
의든 타의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Chinese Malaysian)’이 되었다. 현재의 페
낭 화인에 대해 국적과 출신 인종을 표현한다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바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종족정치 구도는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거주
하는 중국인’을 뜻하는 ‘말레이 화인(Malay Chinese)’이란 표현이 공공연하
게 사용되고 있다. 사실 ‘말레이 화인’은 영어식 표현 관행으로 보자면 ‘말
레이시아 출신의 중국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말이다.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가’라는 점과 화인문제에서도 말레이시아와 공통점을 지닌 인
도네시아에서는 1998년 수하르토 체제 붕괴 이후, 인종으로 구분하던 토착
과 비토착(pribumi-non pribumi)의 구분을 없앴다(신윤환 2000). 그러나 말
레이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말레이인, 말레이 화인, 말레이 인도인으로 구
분한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 입장에서 비토착민을 정치적으로 구
획하는 데서 비롯된 표현법일 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인 정체성 논의와
는 기준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화인 연구자 가운데에는 ‘중국 국적의 해외
거주민’, 즉 화교(華僑)의 의미를 지닌 ‘Overseas Chinese’ 대신 외국 국적의
화인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자는 뜻에서 ‘Chinese Overseas’를 쓰기
도 한다. 이런 표현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헌법상의 인종구분 표현에 얽
매일 것이 아니라 ‘말레이 화인’이란 관행적인 표현을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으로 바꾸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하겠다.
정체성 논란에는 20세기 초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1904년 말레이
반도에서 최초로 페낭에 신식 중국어학교가 문을 열었고, 1917년부터는 중국
의 만다린운동과 더불어 화인 공립학교에서 만다린이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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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중국어학교에는 영국 식민정부의 입장에 맞게 가르칠 교사와 교재
가 없었다. 중국어학교의 교사는 모두 중국에서 교육받은 신객이었고, 교과서
또한 중국에서 본토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교과서에 페낭과 말레이
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중화 민족주의와 혁명을
고취하는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페낭 교육당국은 별도의 중국어 교재를 만들
려고 했으나 현지에 인쇄소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Purcell 1965, pp.
154-156).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과 화인의 정체성을 기계
적으로 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19세기 초부터 영어 학교가 운영된 페낭
에서 영어 교육은 해협화인과 신객화인의 구분을 떠나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겨졌다. 신객화인도 자녀를 영어 학교에 보내곤 했다. 페낭에서 발행된 중
국어 신문 빈성신보(檳城新報) 1895년 9월 26일자에 따르면, 1895년 페낭
의 영어 학교 재학생 총 600여명 가운데 화인 학생이 500명에 달했다(李恒
俊 2009 재인용). 이는 화인들의 교육열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어교육이 친중과 친영의 정체성 문제와 반드시 결부되지 않음을 드러낸
다. 페낭에서 태어나 영어교육을 받고 1920년대 페낭 식민정부의 통역관이
었던 해협화인은 여전히 중국식 음력절기를 지켰으며, 심지어 그의 집에 ‘대
한(大寒)’이 표기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Purcell 1965, pp. 175-176). 해협화인
들은 자녀의 혼사에서 사위를 맞을 때는 출신 지역이나 재산의 과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출신 지역을 살폈
는데, 한 집안의 여자는 관습과 전통의 수호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는 지적
이다(Khoo 2009, pp. 72-73). 출생지나 교육, 문화적 동화 정도를 기준으로
친중과 친영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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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보여준다.
20세기 초 페낭 화인사회를 갈라놓았던 해협화인과 신객화인 간 정체성
문제의 원인을 친영-친중, 영어-중국어의 정치적‧문화적 요인보다는 본질
적으로 화상집단 내부의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두
집단은 고무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자본과 기술의 급속한 팽창으로 기
존 화인 경제권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전통적인 거상과 새로
운 기회를 포착한 신흥 화상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다. 앞서 살폈듯이 페낭
의 화인사회는 계층화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거상들이 주도했다.
페낭 화인사회 내부에 친중과 친영의 정체성 갈등이야 분명 존재했겠지만,
당시 화인사회가 계층화되었고, 거상들이 여론을 주도했음을 고려한다면,
정체성 논란의 표출 배경은 화상 내부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비롯된 것
으로 파악된다. 화인사회 내부의 상인 집단 사이에서 친영과 친중의 정체
성 구분은 부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경제의 틀이 바뀌는 격변기에
화인 상인과 자본가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적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페낭
화인사회 계층 피라미드의 상층부에서 경제적 이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
부 갈등이 ‘정치적 정체성’ 논란의 형태로 표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Ⅴ. 맺음말
페낭주립박물관 입구에는 “그들은 전 세계에서 왔다”는 현판이 걸려있다.
현판이 말하는 것처럼 페낭의 역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페낭으로 이주하고
합류(合流)한 과정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오늘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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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을 만들었다. 페낭 사람들은 스스로 ‘지구상의 독특한 곳에 일궈낸 다문화
적 유산의 계승자’로 여긴다고 한다. 페낭에 모여든 것은 단지 사람만이 아
니며, 그들의 문화가 복잡하게 얽히고 새로이 창조되었다. 화인들의 이주는
전근대와 근대, 서양과 동양의 교차로 페낭에서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며 역
사의 조류를 탔다. 본고는 이러한 페낭 화인사회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아
편과 주석, 고무라는 세 가지 필터로 들여다본 것이다. 이는 페낭 화인사회
의 자본축적 과정, 경제구조와 교묘하게 결합된 화상과 비밀결사의 관계, 새
로 유입된 2차 이주의 물결과 신객화인의 정체성 및 화인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인의 경제적 성취 뒤편에는 19세기 초 화인이 화인에게 아편을 권하며
수탈한 과거가 숨어 있다. 극히 소수의 화상이 아편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절대 다수의 화인 노동자는 그 대가로 아편에 중독되어 노동의 악순환을
이어갔다. 이는 소수의 영국 식민당국이 다수의 페낭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조세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화인사회의 경제적 영향력은 아편
으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원시적 자본축적 과정을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주석광 개발과 맞물려 돌아갔다. 화상은 서양 식민주의자에
봉사하는 중간상이나 중개상이라는 소극적 이미지로 알려졌으나 19세기
중후반의 페낭 화인사회는 이와 달랐다. 그들은 왜곡된 방법이지만 거상의
시대를 열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양 자본과 경합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서
양 자본에 맞선 화인 거상의 입장에서 보면 화인 비밀결사도 19세기 페낭
화인의 경제력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장치 내지 필요악으로 볼 수 있다. 페
낭 화인의 콩씨와 방파적 속성 또한 화인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자
자원적 결사로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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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낭의 화상들이 한 세기에 걸쳐 아편을 팔아 자본을 모으고 비밀결사를
동원해 구축한 거상의 시대도 고무 농장 경영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의 산
업자본과 제국주의의 압박에 무기력해졌다. 에릭 홉스봄은 1914년부터 제2
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의 세계사를 ‘극단의 시대’로 향하는 ‘파국의 시
대’로 규정한 바 있지만(홉스봄 1997, p. 19), 이 시기 페낭의 화인사회야말
로 한 세기에 걸쳐 복잡한 경제권을 구축한 ‘화인 거상의 시대’가 와해되는
파국의 시간이었다. 여기서 파국은 화인 경제권과 경제적 영향력이 붕괴되
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 교역권을 주도하며 서양 자본과 경합하던 전
통적인 화인 거상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서양 자본과 경합하지 않는 사업
영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며, 19세기에 구축
된 화인 경제권의 틀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파국의 시대는 한편으로 신흥
화상에게는 기회였다. 본고는 20세기 초 페낭에서 해협화인과 신객화인 사
이에 벌어졌던 정체성 논란도 기존 화인 경제권이 와해되는 파국의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체성 논란이 복잡한 경제적‧정치적‧문
화적 층위를 갖고 있지만, 전통 거상과 신흥 화상의 갈등이 친영 대 친중의
외피를 두르고 표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아편과 주석, 고무로 살펴본 페낭 화인사회의 역동성은 21세기의 화인사
회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
어 새로 개편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을 타고 페낭의 화인사회도 새
롭게 주목받고 있다.6) 또 페낭 조지타운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페

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3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 삼각지
(IMT-GT)’ 구상에서 페낭은 중심을 차지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의 담론에서 페낭과 태국 남부
송클라, 파타니의 도로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이전에 페낭 화인사회가 건설했던 말라카해협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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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과 싱가포르 등 말라카 해협의 화인사회를 중심으로 ‘페라나칸 문화’에
대한 재조명도 활발하다. 155년에 걸친 페낭 화인사회에 대한 시론적 검토
는 이후 일본군 점령기와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화인사회의 전개과정을 이
해하는 데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단의 지역 교역망이 재구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King 2009, p. 131). 1996년 당시 마하티르 말
레이시아 총리의 자문이던 오마에 겐이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IMT-GT 프로젝
트는 점증하는 국경없는 세계에서 3국의 주변부가 보다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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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 이후 한국의 대(對)인도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
도경제의 급부상과 한‧인도 간 CEPA체결은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는 물
론 무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對)인도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남아시아연구, 제19권 2호(2013년 10월호)
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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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인도 투자확대는 무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국의 대(對)인도투자는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와 유발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대(對)인도 투자가 무
역수지를 개선시키거나 반대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국내의 고용, 생산 및 산업구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간 무역은 물론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하면서 산업
내 무역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만약 한국기업들이 관세 및 비관세 등의 진입장벽을 피하기 위한
수출의 대체적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한국의 대(對)인도투자는 오히려 산
업 내 무역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
자는 한국과의 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특히 인도 내에
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 등을 모두 현지 조달할 경우 한국의 대
(對)인도 직접투자는 한국경제와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가 산업 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DI는
수평적 산업 내 무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Wakasugi 1997;
Dowling and Ray 2000; Hu and Ma 1999; Zhanget et al. 2005),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arkusen
1995; Sharma 2000; Yuqing 2007). 즉 FDI가 수출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
게 되면 FDI가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키지만, FDI가 수출과는 대체적 관계
를 형성하게 된다면, FDI는 산업 내 무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한국과 인도 간의 산업 내 무역의 수준이나 정도를 측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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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없는 것은 물론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산업 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대(對)인도 직접
투자는 물론 무역정책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산업 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우선 FDI와 수출입 자
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2단위)로 모두 재분류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특히 수출과 수입을 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5단위로 도출하고
이를 KSIC 2단위로 재분류 및 통합하여 수출과 수입, 그리고 산업 내 무역
지수를 도출한다. KSIC 2단위로 재통합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각 해당
산업의 대(對)인도 FDI와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를 도
출한 것을 주요 산업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주
요 산업에서 대(對)인도 산업 내 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리고 그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와 FDI와의 관계를 1991~2012년간 13개 산
업을 이용하여 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즉 FDI가 산업 내 무
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
료, 세계은행의 지표자료(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대(對)인도 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와 무역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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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 및 투자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과 수입, 그리고 FDI를 살펴보면, 대(對)인도 수
출입과 FD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과 수입은 1987년에 각각 4억 4,000만 달러와 2억 2,000만
달러로 미미하였으나,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각각 119억
달러와 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對)인도 FDI도 1987년도 이전에는 거
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도가 개방되는 1991년 이후 267만 달러 수준에서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최고수준인 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

그림 1.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및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좌측 y-값은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금액이며, 우측 y-값은 한국의 대(對)인도 FDI값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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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감소하여 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과 FDI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총 수출입 및 FDI 대비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 그리고 FDI 대비 대(對)인도의 비중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대비 수출은 2.18%, 수입은 1.33%, FDI는 1.23%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대(對)인도 FDI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FDI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의 FDI는 전체 비중의 84.6%로 2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무역업과 관련이 있는 도소매업이 7%로 2억 달
러의 FDI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 부분에서의 FDI는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 대(對)인도 FDI와 수출입 현황을 살펴
보면(그림 2 참고), 식품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함에 비해 수출은 상대적으
로 매우 미미하다. 이와 더불어 FDI는 거의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최근에
3,000~4,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의복을 제외한 섬유부문에서는 1990년도 이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
으며, 수출은 매년 1억 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FDI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말에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의복제외
섬유부문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적자형태의 교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FDI는 수출입 추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부문을 보면, 2003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
으며 수입도 그 이전보다는 증가하였지만, 수출보다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되고 있다. FDI는 2004년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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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도 2003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부
터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를 확대시키고 있다. 대(對)인도 FDI도 2003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11
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금속가공 제조업은 1990년대 초반에 높은 수출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
반까지 미미한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
다. 이에 반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다. 따라서 금속가공 제조업 부문도 전형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한편 FDI는 2003년부터 조금씩 발생하가다 2011년과 201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전자제품의 수출은 2000년대까지는 매우 미미하였지만, 2000년 초반부
터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전자제품 부문
도 전형적인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DI는 1997년
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FDI는 크게 증가하였다.
전기장비 부문에서는 1990년도 중반부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
년에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후 201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전기장비
부문도 전형적인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FDI는 최근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계장비는 1990년대 중반
부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수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
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FDI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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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산업별 대(對)인도 FDI 및 수출입 현황
식품

섬유(의복 제외)

화학 물질 및 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운송장비

기타

(단위: 천 달러)

주: 좌측 y-값은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금액이며, 우측 y-값은 한국의 대(對)인도 FDI값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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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비 부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수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
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무
역수지 흑자구조를 갖고 있다. FDI는 1990년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다
음부터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기타제조업 부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1억 수준
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FDI는 2000년대에 큰 투자가 있었던 것을 제
외하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최근에 약간의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별 추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1990년대 중반 또는 2000
년대 중반부터 수출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
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DI는 2000년대
후반 이전에는 산업별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산업별 수출이 증가하면서 FDI도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산업 내 무역과 FDI의 이론적 배경
산업 내 무역(IIT: Intra-Industry Trade)은 전통적으로 경제규모가 유사한
두 무역국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IIT지수를 개발한 Grubel and
Lloyd(1975)는 공업국간의 무역에서 IIT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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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an and Krugman(1985)는 상대적 부존자원과 무역참여국의 경제 규모
가 클수록 다국적 기업 활동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IIT가 증가한다는 사실
을 찾아냈다. 특히 부존자원의 유사성이 높고 소득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
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IIT는 더욱 확장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reenaway and Milner(1986)은 부존자원과 요소가격 차이가 없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IIT가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FDI와 IIT 간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다른 경제들간의 무역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DI와 연관된 IIT는 FDI 투자국과 유치국 간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ra(2003)은 미국과 남미 국가 사이에서 산업간
무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남미에
있는 자사계열기업과 기업 내 무역을 한다는 것이다. Wakasugi(1997)는 일본
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시아 국가 내의 IIT 비중이 높
은 이유는 일본의 자회사들에 의한 기업 내 무역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모기업과 기업 내 무역을 하는데, 이러
한 무역이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 특화 정도가
높을수록 다국적 기업 활동에 의하여 산업간 무역도 증가한다(Andreosso-O’
Callaghan and Bassion 2001). Xing and Zhao(2007)도 중국과 ASEAN-4에 있
는 일본기업들이 자사의 제품들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역수입까지 하는 쌍
방향 무역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이 IIT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구조적으로 다른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FDI가 IIT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Hu and Ma 1999,
Zhang, Witteloostuijn, and Zhou. 2005, Xing 2007). Yoshida et al.(2009)도 유
럽국가에 진출해 있는 일본의 FDI가 IIT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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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윤건(2010)은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 내 무역결정요인을 분석한 결
과, 한국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국가로의 해외생산지 건
설 활동이 동아시아 산업 내 무역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최남석(2012)은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증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산
업 내 무역 증가의 약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년 내에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에 긍정
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중(2011)은 동아시아 국가
의 대중국 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중심에서 점차 산업 내 교역으로 변화하
고 있으며, 대중국 FDI가 산업 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
견하였다.
또한 IIT는 지역경제통합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FTA, RTA 등을 통하여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FDI가 이동하면서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FDI가 산업 내
수평적 무역과 연관이 있는 경우 FDI의 증가는 산업 내 무역과 정(+)의 관
계가 형성된다(Sohn and Zhang 2006).
더욱이 FDI의 기술전이(Spillover)효과가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FDI의 유입 증가는 기술전이효과를 확대시키고, 특
히 모기업과 자사계열기업 간의 기술이전으로 양자간 기술의 격차를 축소
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자간 기업 내 무역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활동이 FDI
투자국과 유치국사이에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Okubo 2004).
하지만 FDI가 수출 지향적 기업 활동, 특히 수직적 IIT와는 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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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수출을 FDI로 전환하게 된다. 즉 FDI와 수출 간의 대체적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수출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이 감소한
다는 것이다(Fukao, Ishido and Ito. 2003). Sohn and Zhang(2006)는 동북아
국가들의 FDI와 수직적 IIT가 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들이 제품생산 단계별로 생산지를 나누어 분업적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FDI는 산업 내 무역보다는 산업간 무역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IIT와는 부(-)의 관계가 형성된다(Markusen 1995). Blonigen(2001)도
일본 자동차산업의 미국 수출과 FDI 간의 관계 연구에서 수출과 FDI 간에
는 대체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IIT는 경제규모 및 부존자원이 유사한 공업국간에 많이 발생
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경제들간의 FDI를 동반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전이효과가 있는 경우는 FDI가 IIT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DI가 수출을 대체하거나 산업간 무역으로 확
대되는 경우는 IIT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산업 내 무역에 관한 연구로는 김치호, 최호철, 신현열
(2000), 김태기, 주경환(2007), 무역연구소(2004), 조영정(1983) 등이 있다.
김치호, 최호철, 신현열(2000) 및 무역연구소(2004)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산업 내 무역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김태환, 주경환(2007)과 조영정(1988)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산
업 내 무역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의 해
외직접투자와 산업 내 무역간에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im(1992), Byun and Lee(2005)의 연구에서는 산업 내 무역수준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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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간에는 정(+)의 관계보다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특히
조영정(2008)은 한‧중국간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무
역과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 내 무역과 해외직접투
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외
직접투자가 수출특화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
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FDI와 산업 내 무역 간에는 부(-)의 관계
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검토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특화산업에 해외직접투자가 많
고 수출특화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수준이 낮기 때문에 FDI와 산업 내 무역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산업 내 무역지수 또는 무역정도를 측정한 결과들도 많다. 전형중‧
이남철(2012)이 유럽연합 내 19개국의 자동차산업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
정한 결과, 1999년 71.6%에서 2008년 76.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 내 무역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프랑스가
2007년에 약 99.1%까지 산업 내 무역지수가 증가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 비율을 보였다.
장민수(2008)가 155개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정한 결과, 1991년 0.453에서 2006년 0.5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독일 무역에서는 대세계에 비해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같은 기간 0.218에서 0.276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업 내 무역지
수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 둘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대세계 산업 내 무역은 주로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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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성이 높은 데 반해 대독일의 경우 수평적 산업 내 무역뿐만 아니라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도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득(2007)은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같은 산업부문이라도 산업 내 무역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
며, 특히 한국의 대중국 주종 수출상품과 중국의 대한국 주종 수출상품들
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아주 낮게 나왔다. 즉 양국간 수출입에서 특화된 제
품들인 경우 산업 내 무역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Han and
Lee(2012)는 한국의 대중국 FDI가 한국과 중국 간에 수직적 산업 내 무역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업의 대중국산업에 대한 투
자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992~2006년간 한국과 중국 간의 산업 내 무역은 시간별로 차이는 있
지만 0.271에서 0.537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Yanrui and Zhou(2006)는 2003년 중국과 인도 간의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정도를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의류업종, 염색물질, 육
상운송수단, 비철금속 등은 0.8 이상의 높은 지수가 나타났지만, 직물, 종이
및 펄프, 기계, 비료, 의료 및 의약품, 화학물질, 고무, 채소 및 과일 등과 같
은 업종은 0.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업 내 무역지수는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그
리고 시간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
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강화될수록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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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 내 무역과 FDI 관계 분석
1. 산업 내 무역지수
여기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내 무역지수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산업 내 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물론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 내 무역지수는 일반
적으로 Grubel & Lloyd(1975)에 의해 개발된 Grubel-Lloyd 지수(식 1)를 활
용한다.

    
    
  

[식 1]

여기에서   와   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각각 의미한다. 이 지수는
0(완전 산업간 무역)과 1(완전 산업 내 무역)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IIT 지수는 상품분류의 높은 단계에서 도출하는 경우 IIT 지수를 지나
치게 크게 추정되는 통합편의(aggregation bias)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Gullstrand 2002). 따라서 산업 내 무역지수 IIT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상품분류의 최소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통합편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어진 상품분류의 통합단위에서 상품그룹 및 산업
간의 IIT를 계상하기 위해서 Grubel and Lloyd는 다음과 같은 가중평균 산
업 내 무역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 316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식 2]

     

여기에서  는  산업 내에 있는 하부산업 또는 하부제품군을 의미한다.
본고는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과 수입을 이용하여 산업 내 무역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5단위(세세분류)를 이용하여 각 산
업을 분류하였다. 이 SITC 5단위 분류를 다시 한국산업분류(KSIC)의 2단위
(중분류)로 통합할 수 있도록 SITC 5단위의 수출과 수입을 구분하였다.
SITC를 KSIC로 통합하기 위해 SITC와 HS(Harmonized System) 간의 연계
는 국세청의 연계표를 활용하였다. 수출과 수입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무
역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과 수입을 대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
를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 내 무역지수는 1993년부터 2000년
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산업 내 무역지수는 약 0.2~0.3 사이를 유지하였
다. 2010년 이후 산업 내 무역지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은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보다는 오히려 산업간 무역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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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 내 무역지수
전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는 주요 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에는 산업 내 무역지수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 산업 내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6년부터 급속하게
축소되어 거의 0.1~0.2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복 제외)
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내 무역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상반기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지수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후반기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을 보이고 있다. 섬유(의복 포함)
부문의 산업 내 무역지수도 199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1990년
대 중반부터 하락하여 거의 0.1 수준으로 매우 낮다.
화학물질의 경우 1990년대 하반기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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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업별 산업 내 무역지수
식품제조업

섬유(의복 제외)

섬유(의복 포함)

화학물질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운송장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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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인 후 2000년대 후반기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1차금속은 2000년대까지 산업 내 무역지수가 매우 낮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
다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속가공은 2000년대 이전에는 0.1~0.2의 낮은
수준에서 2000년대 상반기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기에 들
어서면서 0.05 수준까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제품의 경우 산업 내 무역지수가 0.1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기장비 부문에서는 1997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지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1990년대 하반기부터
급속히 축소되었고, 최근에는 거의 0.1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타 기계와 운
송장비 역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산업 내 지수
는 0.1 수준이거나 그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실증분석 모형
여기에서는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한국과 인도 간의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 내 무역에 대한 FDI의 영향 분
석에는 다음과 같은 패널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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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Pr 
   ln  

[식 3]

여기에서  는  기에  산업의 Grubel-Lloyd 산업 내 무역 지수이며,
독립변수인 ln 는  산업의 한국의 대(對)인도 FDI이다. 인도의 대한
국 FDI도 양국간의 산업 내 무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도의 대한국
FDI도 실증분석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는 영
향을 거의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의 실증모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음으로  는 산업구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그리고
Pr _  는 산업 내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이 또는 양국간 수출제

품의 가격차이로 제품차별화의 대리변수이다.  는 양국간 경제규모
의 격차를 나타내는 양국간 GDP의 격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ln 는
인도의 무역개방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수출과 수입을 인도의 GDP로 나
눈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실증분석에 포함되고 있는 변수들의 기대되는 계수의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FDI변수는 IIT에 정(+)의 효과 또는 부(-)의 효과가 모두 가능하다.
만약에 FDI가 교역에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IIT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FDI가 기존의 수출을 대체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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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을 형성하는 경우는 부(-)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해당산업의 양자간 유사성을 나타내는 ISS는 전체 수출에 대한 해
당산업의 수출비중을 양국간 비교하는 유사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
다. 즉 한국의 전체 수출량 대비 해당산업의 수출량의 비율과 인도의 전체
수출량 대비 해당산업의 수출량의 비율간의 유사정도를 나타내며, ISS의
값은 유사성이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유사성이 낮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사정도를 나타내는 ISS의 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식 4]

여기에서  는 한국의  산업의 수출,  는 한국의 총수출,  는 인
도의  산업의 수출, 그리고  는 인도의 총수출을 의미한다. 국가간 산업
구조가 유사할수록 산업 내 무역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 계수는
정(+)의 값이 기대된다.
셋째, 가격차이 변수인 Pr _  는 해당산업의 제품차별화 수준을 나
타내는 변수이다. 동 변수는 한국의 수출가격과 인도의 수출가격 간의 차
이로 각 해당산업의 가격 평균치이다. 상품가격의 차이는 제품차별화의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증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Hufbauer 1979). 즉
상품가격은 상품의 품질, 형태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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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관련 상품들도 다양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가격의 격
차가 크다는 것은 제품차별화 수준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산업 내 무
역수준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동 변수의 계수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GDPD는 양자간의 상대적 경제규모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무역을 하는 양자간의 상대적 경제규모의 격차는 IIT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소비구조의 차이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소득수준의
격차가 심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유사한 수요구조를 가지
게 되면 동일한 상품 및 제품의 군에 대한 무역, 즉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
게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요구조
를 갖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산업 내 무역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elpman and
Krugman(1985), Sawyer, Sprinkle and Tochkor(2010) 등의 실증분석에서 상
대적 GDP격차가 클수록 산업 내 무역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DPD의 계수는 부(-)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실증분석(Balassa and Bauwens 1998; Thorpe and Zang 2005; Xing and
Zhao 2007)에서 GDP차이는 교역국가간에 수요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리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GDP차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ln    
ln

    

[식 5]


여기에서    이며,  는 한국의 실질GDP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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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인도의 실질GDP이다. GDPD는 0과 1의 사이 값을 가지며, 만약
에 0의 값을 갖게 된다면 양국간 GDP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ln는 인도의 무역개방도를 의미한다. 이 변수는 수출과
수입을 인도의 GDP로 나누고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부터 좀 더
제약을 적게 받는다. 즉 산업 내 무역은 국내시장을 더 개방할수록 증가한
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무역장벽의 감소에 따라 IIT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Balassa 1986; Falvey 1981). 따라서 lnOPen는 통계적으로
정(+)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측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GDP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인 무역개방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1~2012년까지의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및 FDI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업 내 무역지수 IIT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SITC 5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SITC 5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획득
하고, 이를 다시 산업연계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산업분류 KSIC 2
단위의 IIT를 추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對)인도 FDI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조업 부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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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FDI는 KSIC 2단위가 최소단위이기 때
문에 모든 자료는 KSIC 2단위로 재분류하여 구성하였다. FDI값은 자연로
그를 취하였다.
산업구조의 유사성 ISS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자료에서 수출과 수입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제품차별화 대리변수인 가격차별변수인 Pr _

 도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자료에서 수출과 수입의 금액과 중량을 이용하
고 자연로그를 취하여 도출하였다.1) 양국간 GDP차이를 나타내는 GDPD는
세계은행의 지표자료(indicators)를 양국의 소비자물가로 나누어 실질 GDP
를 사용하였다. 인도의 무역개방도 ln 역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자료와 세계은행의 GDP자료를 이용하고 자연로그를 취하여 구하였다. 아
래 [표 1]과 [표 2]는 변수들의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표 1. 실증분석 변수 통계량

변수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IIT
lnFDI
ISS
Pr_ 
GDPD

246
181
260
245
274
274

.1838
7.3050
.8132
.0410
.0041
.6089

.1347
2.2193
.6873
.5664
.0051
.0623

0
1.9459
.0021
-1.4537
.0000
.5028

.9714
12.4956
2
6.3805
.0169
.7097

ln

1) 본고에서는 품목별로 금액과 중량에 대한 자료가 모두 제공되고 있는데, 무역협회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중량은 품목마다 중량표시 방법 및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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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IIT

lnFDI

ISS

P r _

GDPD

lnOpen

IIT
lnFDI
ISS
Pr_ 
GDPD
lnOpen

1.0000
-0.2409
0.2446
0.2992
-0.0925
0.1359

1.0000
-0.1941
-0.0044
0.1377
-0.1347

1.0000
0.1326
0.0116
0.0202

1.0000
0.1033
-0.0984

1.0000
-0.6412

1.0000

4. 산업 내 무역과 FDI 실증 분석
여기에서는 FDI가 산업 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패널모형을 통
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1991~2012년까
지의 자료 중 13개 산업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산업의 선택은 한
국의 대(對)인도 FDI가 존재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무역이 상품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업 부문에만 한정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대(對)인도 FDI자료가 없는 산업(음료 및 담배)이나 FDI자료가
있어도 5년 이내의 짧은 기간, 특히 연도별로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산
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9개 등 총 11개 산업을 제외하였다. 이에 실증분석
에 사용된 산업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개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은 13개 산업을 모두 사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다. 산업별로 FDI
와 IIT간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하였지만, FDI가 산업별로 완전하게 존재하
는 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별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각 모형은 확
률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는 확률효과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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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하우스만(Hausman)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보다는 확률효과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통하여 확률효과만을 제시
한다.2)

표 3. 실증분석에 사용된 산업(제조업)분류

실증분석 산업
KSIC2

10
1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산업명

식료품
섬유제품(의복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실증분석 제외 산업
KSIC2

11
12
14
15
16
17
18
19
31
32
33

산업명

음료(No data)
담배(No data)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코크스, 연타 및 석유정제품
기타 운송장비
가구
기타 제조업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4]는 패널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5개의 추정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추정식은 IIT에 대

2)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모수
의 해석이 달라진다. 즉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에 대한 추론에서
상수항에 고정되어 있는 모수로 해석할 것이지 아니면 무작위로 추축된 표본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고정효과에 의한 추론을 할 것인지, 아니
면 확률효과에 의거하여 추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우스만 검정이다(민익식, 최필
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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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DI의 효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FDI의 변수가 부(-)의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1% 내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추정식에는 시간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는데, FDI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FDI와 IIT 간에는 대체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정(+)의 값보다
는 부(-)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의 대(對)인도 직접투자가 집중되는 산
업에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
근에 산업 내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특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FDI가
산업 내 무역과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FDI 분석에
서도 나타났다. 조영정(2008)의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중
국 FDI와 IIT분석에서도 두 변수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즉 한국의 대중국 FDI가 실질적으로 산업간 무역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고의 결과가 FDI증가가 산업 내 무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많
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추정식 (3)과 (4)에서는 산업 내 무역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유사성과 제품차별화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lnFDI의 계
수 값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5% 내에서 유의한 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유사성(ISS)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5%
내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한국의
FDI가 산업 내 무역과는 역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관련 산업구조가 양국간
에 유사한 경우에는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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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품차별화의 대리변수인 가격차이 변수는 추정식(3)에서 통계
적으로 10% 이내에서, 그리고 시간효과를 고려한 추정식(4)에서는 통계적
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이 인도의 대한국 수출보다 단위당 가격 차이가 클수록 산
업 내 무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대해석해보면, 제품차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산업 내 무역은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모형에 양국간 GDP차이와 인도의 무역개방도 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추정식(5)에 제시하고 있다. 두 변수는 산업
별 패널 자료가 아니라 시계열 자료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변수
를 포함하여 시간효과를 분석할 경우, 두 변수는 탈락(dropped)되어 실질적
으로 추정식(4)와 동일한 결과가 제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는 동 분석에 시간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lnFDI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유사성과 제품차별화 변수 역시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포
함된 GDP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하지만
lnOpen은 통계적으로 10% 내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낮지만, 인도의 대외개방도가 증가
할수록 산업 내 무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한국의 대(對)인도 FDI는 산업 내 무역 IIT와
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對)인
3) 이 결과는 경제격차가 클수록 산업 내 무역 IIT는 증가한다는 Helpman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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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FDI가 무역에는 부(-)의 관계, 즉 대체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FDI가 산업 내 무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
리기는 쉽지 않다. 산업구조의 유사성과 제품차별화는 산업 내 무역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양국간 GDP의 차이는 산업 내 무
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개방도 변수는 산업
내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패널 실증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Constant

ISS

.2543***
(0.000)
-.0121***
(0.008)
-

.1533***
(0.003)
-.0153***
(0.006)
-

Pr _ 

-

-

GDPD

-

-

.2116***
(0.000)
-.0115**
(0.012)
.0522**
(0.036)
.0266*
(0.056)
-

.4327***
(0.002)
-.0107**
(0.042)
.0435**
(0.016)
.0691***
(0.000)
-

lnOpen

-

-

-

-

-.0070
(0.954)
-.0097**
(0.034)
.0526**
(0.041)
.0279**
(0.043)
.3278
(0.878)
.3334*
(0.055)

시간효과

-

◦

-

◦

-

R2

0.1580

0.1674

0.1522

0.2977

0.1665

Obs.

175

175

175

175

175

lnFDI

주: ***, **, *는 각각 1%, 5%, 10% 통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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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FDI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1~2012년까지의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및 FDI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산업 내 무역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자
료를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5단위를 산업연계표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
업분류(KSIC) 중분류(2단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산업별 FDI와 수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
입과 FDI는 2003년도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료
품 및 섬유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제품, 기타 기계장비, 수송장비 등에서는 수입보다는 수출이 월등히 많
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에서 최근에 한국의 대(對)인도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문에서 한국의 대(對)인도 FDI는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산업 내 무역 지수 IIT를 계산한 결과, IIT는 1990년대 초반 이후부
터 증가였지만,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2003년부
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에서 산
업 내 무역은 대략 0.2~0.4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 내 무역지수는
산업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한‧인도 간의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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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DI와 산업 내 무역지수와는 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에서 FDI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對)인도 FDI는 한국의 대(對)인도 무역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FDI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내
무역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한국의 FDI와 무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현재 한국기업들이 대(對)인도 진출 목적이 무역장벽을 회피
하고 현지시장 진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령 현대자
동차 등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부품 수출 등을 통하여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전자 업종 등에서 수입이 거의 없어 산업 내 무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인도 간의 FDI가 산업
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RTA, FTA 등 무역협정
이 산업 내 무역을 증가키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한‧
인도 간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인도 간의 CEPA 업그레이
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대(對)인도 산업 내 무역과 FDI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 내 무역과 FDI관계가 부(-)의 관
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기존의 한국 FDI가 산업 내 무역과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대(對)인
도 무역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 내 무역지수를 추정하고, 이
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 것도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라도 판단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FDI와 산업 내 무역과는 역의 관계가 있는 사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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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무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인지, 아니면 산업 내 무역이 많은 산업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발생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도의 FDI와 한국과의
산업 내 무역과의 관계를 고찰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인도의 대한
국 FDI의 자료가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한국과 인도 간의 FDI와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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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경영 차원에서 잠재력이 증가되고 있는 친디아
(CHINDIA) 시장인 인도와 중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도 자동차산업은 2000년 들어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규제 완화로 시장이 급성장하여 자동차 생산량은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미국, 한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관세학회지, 제14권 제4호(2013년 가을
호)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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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내수가 전년
비 9.0% 증가로 둔화되고 수출도 8.5% 증가에 그쳤다. 이에 인도정부는
2013년에 국가전동차 촉진정책 2020을 발표하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의 보급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에 인도법인(HMI)을 설립하여 인도
국민 배우 ‘사루칸’을 광고모델로 기용하여 시장점유율과 기업이미지를 크
게 높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도와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인도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 유지와 상위차급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브랜드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인도 자동차시장의 소
비 트렌드와 잠재적인 고객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파워
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HMI는 인도시장에서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한 브랜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브랜드
에 대한 현대기호학적인 분석모델을 도입하여 현대차 브랜드, 광고 이미지,
상징 기호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광고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의
목적은 광고가 제품에 부여하는 개념과 가치를 파악하고 측정함으로써 제
품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갖는 가치와 연계된 경쟁 상품과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광고기호학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조성택(2003)의 브랜드 담론의 퍼스 기
호학적 연구와 김성도(2002)의 마케팅 및 브랜딩의 기호학적 연구, 최용호‧
김성도‧박영원(2005)의 한국과 프랑스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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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전략의 비교 기호학적 연구, 이민경(2009)의 해외패션 명품브랜드
로고의 기호학적 분석, 그리고 최은신, 김현중(2010)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무역박람회 독립부스의 형태와 기업이미지 표현 연구 등이 있다. 장마리
플로슈(2003)의 자동차 분석에서 활용한 ‘소비가치화 모델’로 자동차광고
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성도(2003)의 ｢자동차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대한
구조생성기호학적 접근｣과 이승용(2010)의 ｢현대자동차 브라질 광고 읽기｣
가 대표적이다. 특히 김성도(2003)는 우리나라 자동차광고 텍스트(약 80편)
에 나타나는 소비의 가치부여 방식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자동차
광고물이 실용적 가치에서 유토피아적 가치부여로 옮겨가고 있음을 주장했
다. 또한 이승용(2010)은 브라질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투산(Tucson) 지면
광고를 대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를 분석하여 가장 효
과적인 광고 유형을 도출했다.
그리고 중국 및 인도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윤동진(2002)의 현대
자동차의 인도 진출전략과 애로사항 극복과정, 이동기, 조영곤(2005)의 현
대자동차의 대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 이장로, 이재혁, 이춘수(2006)의 북경
현대자동차(BHMC)의 생산‧구매에 관한 사례연구와 이장로 외(2007)의 북
경현대(BHMC) 중국합작 회사설립 및 파트너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가 있
으며, 김병순(2008)의 인도의 투자환경 분석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이순재(2011)의 인도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과, 이재혁(2011)의 지
속성장을 위한 HMI 브랜드 전략 제언, 그리고 신은주, 김상윤(2012)의 인
도 자동차산업 성장 정책에 대한 정책분석시리즈, 오중산‧조성재(2012)의
생산 및 구매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한 베이징현대자동차의 글로벌경영 등이
대표적인 논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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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14개 자동차광고를 기호학적 사
각형과 소비가치 모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소비가치 유형
분석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분석으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및 광고 이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같이 세부적인 연구 질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1) 현대 기호학 관점에서 현대자동차 브랜드 및 광고의 이미지 기호를
분석할 수 있는가?
2)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자동차 광고(14종)는 어떤 소비가치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는 어떤 의미를 갖
는가?

Ⅱ. 인도 자동차시장 및 HMI 현황
1. 인도 자동차시장의 현황
인도 자동차산업은 힌두스탄 자동차 등 5개사가 식민지 시대의 모델을
생산해 오다가, 1983년 정부가 스즈키와 합작으로 스즈키의 자회사인 마루
티 우디욕(Maruti Udyog)을 설립하면서 현대식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
다. 1990년대 초반 정부의 시장자유화 정책에 따라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OEM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하였다. 2001년 4월부터 자동차 수입이 허용되
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35개 업체가 활동
하고 있다(이순재 2011, p. 1). 2010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승용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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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기준)은 353만 7천만 대로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산업은 미니‧컴팩트급의 저가
소형차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장 3,400∼4,000㎜의
컴팩트급은 인도의 최대 차급으로, 2011년 컴팩트급의 판매는 138만 대로
전체 판매의 56.8%에 달했다(신은주, 김상윤 2012, p. 2).

표 1. 인도의 차종별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만 대,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승용차
소
형 유틸리티
자
MPV
동
차
계

151.0

178.9

230.6

246.6

251.8

2.1

22.9

25.3

31.0

34.4

52.5

52.7

10.7

13.3

20.4

23.0

24.2

5.1

184.6

217.5

282.0

304.0

328.5

8.0

소형

24.0

26.9

39.2

51.1

53.6

4.9

중‧대형

24.7

19.7

33.2

37.6

32.4

-14.0

계

48.6

46.6

72.3

88.7

86.0

-3.1

자동차

233.2

264.2

354.4

392.7

414.4

5.5

상
용
차

자료: FOURIN, 아시아자동차조사월보, 각 호.

그러나 2012년 들어 인도 국내 경제 및 시장여건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2012년 인도의 자동차 생산은 414만 4,000 대로 전년비
5.5% 증가에 그쳤으나 처음으로 400만 대 선을 돌파했다. 그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내수가 전년비 9.0% 증가되고
수출도 8.5%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인도의 자동차 수출은 도요타 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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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의 남아프리카 수출 가세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의 여타로 세
계 시장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8.5% 증가한 64만 대에 머물렀다. 차종별로
는 내수 부진으로 승용차가 2.1% 증가한 251만 8천 대에 그쳤는데 그 중에
서도 전장 4미터 이하의 소형차는 3.2% 감소했다. 반면 유틸리티 차종은
내수 호조로 인하여 52.7% 증가한 52만 5천 대가 생산되었다. 또한 상용차
생산은 86만 대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는데 이는 내수 감소로 인해 중‧대
형의 생산이 전년보다 14.0%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p. 171).
2012년 인도의 자동차 판매는 358만 7천대로 세계 6위에 올라섰으나 증
가율은 전년비 9.0%로 2011년 보다는 호전되었지만 다소 부진했다. 차종별
로 승용차가 3.6% 증가했고 UV는 50%가 넘게 증가하여 크게 호조를 보였
으며 상용차 생산은 중‧대형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차
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201만 9천대 판매되어 최초로 200만 대를 돌파
했으나 전년비 3.6% 증가에 그쳐 부진했는데, 이는 5월 휘발유 가격 11%
인상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인도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시 연료 가격변
화에 민감하여 승용차 수요의 상당분이 디젤 중심의 UV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UV는 활발한 신모델 출시와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전년비 50.7% 증가한 51만 3천 대를 판매했다. 특히 스즈끼마루
티의 에르티가와 마힌드라 XUV500 등 전가 신모델 출시는 UV 판매증대
에 크게 기여했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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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도의 차종별 자동차 판매 추이

구분
소
형
자
동
차

상
용
차

(단위: 만 대, %)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승용차

120.2

142.7

187.1

194.8

201.9

3.6

유틸리티

23.7

25.6

31.3

34.1

51.3

50.7

MPV

10.6

13.4

20.3

22.5

24.1

6.9

계

154.5

181.7

238.7

251.4

277.4

10.3

소형

20.8

25.2

34.1

43.3

51.2

18.1

중‧대형

23.0

19.7

31.2

34.4

30.2

-12.2

계

43.8

44.9

65.3

77.7

81.4

4.7

자동차

198.3

226.6

304.0

329.2

358.7

9.0

자료: FOURIN, 아시아자동차조사월보, 각 호.

인도정부는 2013년 1월에 국가전동화 촉진정책(NEMMP: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2020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촉진정
책의 목표는 전기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
차(HEV) 등의 보급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석유의 소비를 줄이고 무역적
자 축소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동화 추
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인도가 EV, PHEV, HEV 및 부품 생산거점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인도는 경기부진이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
력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월
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1l당 1루피씩 디젤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것도 수요에
부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 국내경제 및 시장여건으로 볼 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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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자동차 판매는 승용차가 3.4% 증가한 209만 대, 소용 자동차가
11.4% 증가한 84만 대로 예상되며, 전체 소형자동차 판매는 전년비 5.6%
증가한 293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p. 174).

2. HMI의 진출 현황 및 연혁
현대자동차는 1996년 5월 인도 ‘타밀라두’ 첸나이 지역에 현대자동차 인
도법인(HMI: Hyundai Motor India)을 설립하고 1998년 5월 공장을 완공했
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2∼3만 대의 소규모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고자
했으나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단독투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HMI는 낮은 인지도를 고려하여 초기광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1998년
4월부터 TV,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해 기업광고를 하고 이어 9월부터 제
품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사루칸’이라는 인도 최고배우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켜 상트로(국내명 아토스)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 결과
광고 이후 브랜드 인지도는 50%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HMI는 뉴델리, 뭄바이, 캘커타 및 첸나이에 지역사무소 및 직판점을 개설
하고 1998년 70개의 판매영업소를 구축한 다음, 쇼룸의 로고와 레이아웃,
정비소 장비 등을 통일시키고 자동차 판매기법을 가르쳤다. 1999년부터 상
트로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판매영업소가 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인도
전역에 105개의 딜러망을 구축했다(윤동진 2002, p. 170).
HMI는 1999년 12월 네팔에 상트로를 수출한 이래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총 60여 개 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여온 현대자동차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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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외 투자법인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KOTRA
2006, pp. 416∼417). 초기 사업기반을 구축한 HMI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위해 새로운 차종의 지속적인 공급, 고객 중심의 철저한 A/S시스템, 현지
경영체제의 확립, 생산규모의 확장 등을 추진했다.

표 3.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 현황

구

분

용지면적

주 요 내 용

218만 5,000㎡(약 66만 1,000평)

연간 생산능력

60만 대(1, 2공장 합계)

주요 생산차종

i10, i20, Elantra, Sonata, Santro Xing, Verna, EON, Santa Fe

투자비용
생산직 근로자

18억 달러(100% 단독 출자)
3,900여 명

자료: 이진석(2012).

2002년 말 기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Santro, Accent, Sonata는 각 부문
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HMI는 지속
적인 판매 성장을 이루어 2003년 15만 724대, 2004년 21만 5,630대, 2005년
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25만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2012년 현재 HMI
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이 약 218만 5,000㎡ 평이고, 연간 생산능력이 60만
대, 주요 생산차종으로는 i10, i20, Elantra, Sonata, Santro Xing, Verna, EON,
Santa Fe가 있으며, 투자비용은 100% 단독출자로 18억 달러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3,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HMI의 핵심 성공요인으로는 최
고경영자의 시의적절한 투자결정과 현지법인 관리인의 역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사적인 협력, 현지에 적합한 마케팅전략과 품질 중시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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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딜러와 고객을 만족시킨 A/S시스템과 현지화 그리고 문화적 차이의
극복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들 수 있다(김병순 2008, pp. 273~274).
HMI는 2010년 60만 대를 생산하고, 2011년 61만 9천 대, 2012년에 63만
9천 대로 3.1% 증가하면서 해외생산 확대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인도의 업체별 자동차 판매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시
장점유율은 스즈끼마루티(29.7%), 타타(23.3%), 마힌드라(12.5%), 현대
(10.9%) 순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24만 5천 대를
판매하고 2009년 29만 대, 2010년 35만 7천 대, 2011년 37만 4천 대에서
2012년도에 39만 1천 대로 4.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4. 인도의 업체별 자동차 판매 추이

구

분

(단위: 만 대, %)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점유율

스즈끼마루티

69.8

83.7

106.6

99.7

106.4

6.6

29.7

타 타

49.6

54.1

72.4

80.3

83.6

4.2

23.3

마힌드라

17.7

22.2

28.4

36.1

44.9

24.4

12.5

현 대

24.5

29.0

35.7

37.4

39.1

4.7

10.9

도요타

5.3

5.4

7.5

13.6

17.2

26.5

4.8

아쇼크 레이랜드

6.3

4.3

8.0

8.5

10.5

23.7

2.9

G M

6.6

6.9

11.0

11.1

9.2

-16.9

2.6

포드

2.9

2.9

8.4

9.6

8.8

-9.0

2.5

혼다

5.4

6.2

6.3

4.8

7.3

53.8

2.0

폭스바겐

-

0.2

3.3

7.8

6.7

-14.7

1.9

자료: FOURIN, 아시아자동차조사월보,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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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 브랜드 광고의 기호학 분석틀
1.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4각형
현대 기호학은 소쉬르(F. Saussure)와 퍼스(C. S. Peirce)의 선구적인 작업
에서 출발하여 탄생되었다. 먼저 소쉬르에서 출발하여 그레마스(A. J. Greimas)
를 비롯한 프랑스의 구조주의 학자들로 이어지는 계열이 있고, 다른 하나
는 퍼스의 관념들을 기초로 하는 에코(U. Eco) 등의 이론이 있다.
소쉬르의 기호론은 ‘서술적인 일반언어학’을 지향하고 있다. 분석대상으
로는 자연 언어, 문헌, 전설 및 신화 등 언어 중심의 대상들이며, 기호를 기
표(시니피앙)와 기의(시니피에)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보고 있다. 미국 실용
주의 철학의 기초를 세운 퍼스는 그 철학논집에서 기호논리학의 관점에
서 출발하여 기호에 대한 독창적인 개념규정을 시도하면서 기호의 연구분
과를 기호학(semiotic)이라 명명했다. 퍼스에 있어서 기호는 일종의 재현으
로서 무엇인가를 상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대상은 재현하거나 표
현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이지석 2012, p. 4).
소쉬르와 퍼스의 영향을 받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기호론 요
강에서 사회적 기호로서의 구조와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기호와 의미, 신
화, 문화 등의 연계성에 주목하는 유럽의 기호학은 기호의 구조를 중심으
로 풀어가는데, 이들 기호의 구조 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그레
마스(A. J. Greimas)이다. 그레마스는 기호들의 구성체를 텍스트라고 하고,
이러한 텍스트는 각각의 단계별 구조의 관계 속에서 심층적인 의미가 드러
나게 된다고 보았다.

3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4각형은 하나의 주어진 의미론적 범주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모델이다.
즉, 기호학적 4각형은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일
종의 모사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
으로 표상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김성도 2003, p. 216). 그레마스 이론
의 핵심적인 모델로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이다. 다음 관계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두 축인 S1(백)
과 S2(흑), -S2(비흑)와 -S1(비백)은 반대 관계이고, 둘째, 두 사선축인 S1
과 -S1, S2와 -S2는 모순 관계를 의미하며, 셋째, 두 수직축은 함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호 사각형을 통해 표현되는 의미 범주는 소쉬르가 말한 의미에서 ‘가
치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박인철 2003, p. 346). 텍스트가 지니는 다
양한 의미효과들은 단지 관계들의 분절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정태적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또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생산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효과는 변형을 겪는 동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층에서 실현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호 사각형의 형태 부
문을 구성하는 관계들뿐 아니라 이 관계들이 겪는 기본적인 서술변형을 함
께 파악해야 한다. 기호 사각형에서 ∞과 같은 형태를 그리는 통사 조작은
순서와 방향이 정해져 있다. S1에서 S2로의 이행은 -S1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S2에서 S1의 이행은 -S1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처럼 S1 → -S1 → S2 와 S2 → -S2 → S1은 기호사각형 내에서 이루어
지는 규범적인 행정이다. 반면에 S1에서 S2로 이행되거나 그 역으로 이행
하는 행정, 그리고 -S1에서 -S2로 이행하거나 역으로 이행하는 행정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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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S1 → -S2 → S2 와 S2 → -S1 → S1은 비규범적이
지만 허용되는 행정이다.
표 5. 그레마스의 기호학 4각형
S1(백)

(가로: 반대 관계)
모

S2(흑)
(세로: 함의관계)

순
-S2(비흑)

-S1(비백)

자료: 박인철(2003), ｢파리학파의 기호학｣, p. 343.

2. 장마리 플로슈의 소비가치 모형
마케팅 기호학의 선구자인 프랑스 기호학자 장마리 플로슈(Jean-Marie
Floch)는 상품의 고유한 소비가치를 기호학적 방법론을 4가지 형태로 분류
한다. 상품의 소비가치는 실용적 가치, 유희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비판
적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이지석 2012, p. 6). 소비가치 포지셔닝은 4가지
유형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루지는 포지셔닝을 말한다. 상품의 기능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실용적 가치는 유토피아적 가치와 반대 관계에 있으며,
비실용적 가치와는 모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호사각형을 마케
팅에 응용하기 위해 각 항목들을 해당 분야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정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플로슈가 제안한 4가지 소비가치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실
용적 가치를 부정해서 얻어진 비-실용적 가치는 ‘유희적 가치’로, 비-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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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적 가치는 ‘비판적 가치’로 재정의되는데, 이를 기호학적 매핑이라 한
다(김성도 2003, p. 220). 소비의 가치부여에 대한 기호학적 매핑을 기술할
때 먼저 할 작업은 사용된 4개의 항들에 대한 정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다. 이를 4개항들은 실제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규정
이 필수적이다.
첫째, 실용적 가치부여는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제품의 실제 사용모
습이거나 유용성 등을 통해 구현되며 공리적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제품에 대한 실용적 가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객관적인 특
징들을 강조하는데, 다루기 편리함, 안락함, 안정성, 건강함 등에 의해 규정
된다. 플로슈는 자신의 분석에서 터널을 지나고 새벽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과 자동차의 넓은 트렁크를 통해 사용적 가치를 보여준다.
둘째, 유희적 가치부여는 사용적 가치들의 부정에 해당되며, 비판적 가
치부여와 대립된다. 비판적 가치가 합리성과 분석차원에 있다면 유희적 가
치부여는 정서적 차원에 속한다. 여기 유희적이란 용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카이와(R. Caillois)의 ‘탁월한 자유로운 활동’이란 의미로 해석된
다. 이러한 유희적 가치는 사치, 동기 부재, 세련미, 작은 광기 등을 포함한
다. 플로슈의 설명에서 자동차가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사용가치를 부정하
는 무상성에 근거한 비사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유토피아적 가치부여는 사용 가치들의 상반적인 것들로서 파악되
는 기본 가치에 해당된다. 유토피아란 말은 여기서 환상적인 것이란 의미
라기보다 궁극적인 지향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서술 기호학에서 주인
공이 실현되는 공간, 그의 수행이 실행되는 장소를 유토피아적 공간이라
한다. 이는 존재적 가치라는 표현으로 정체성, 인생, 모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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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슈는 광고카피 ‘자동차가 삶을 산다’를 통해 자동차가 자신의 삶을 사
는 존재로 변화되면서 유토피아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넷째, 비판적 가치부여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는 존재적 가
치들의 부정에 해당된다. 비판적 가치와 존재적 가치부여는 상호 모순적
관계이며, 자동차 제품에 대한 품질, 가격 또는 비용 등은 비판적 가치에
해당된다. 비판적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시험의 논리, 거리 두기의 논리, 경제적‧기술적 계산의 논리에 해당된다.

표 6. 소비가치의 기호학적 4각형
운전편리성
안락함
안정도

비용/수혜
품질/가격

실용적 가치
(사용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존재적 가치)

↑

↑

비판적 가치
(비존재적 가치)

인생
정체성
모험

유희적 가치
동기부재
(비사용적 가치) 세련됨

자료: 최용호, 김성도, 박영원(2005), p. 118.

3.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기업의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텍스트
의미론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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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의미 1’을 전달하기 위해 ‘맥락 1’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반면
에 소비자는 이 메시지를 ‘맥락 2’에서 해석하고 ‘의미 1’을 도출해 낸다.
문제는 ‘의미 1’과 ‘의미 2’가 동일하지 않고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를 기호로 표현하면 ‘의미 1’ ≠ ‘의미 2’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
를 ‘기호학적 거리(Semiotic Distance)’라 부른다(최용호, 김성도, 박영원
2005, p. 184).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호학적 거리가 발생하는 이유
는 기업이 처한 ‘맥락 1’과 소비자가 처한 ‘맥락 2’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 마케팅 컨설턴트의 역할은 이러한 거리를 좁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 트렌드를 올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7.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호학적 거리
맥락 2
의미 2
메시지
의미 1
맥락 1
주: 맥락 1(브랜드 인지도, 제품신뢰도 각인을 위한 정보전달).
맥락 2(소비자 가치의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수집).
자료: 최용, 김성도, 박영원(2005),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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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는 생산자가 원하는 정보
를 제공하며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매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의
구매 유형이나 구매 결정은 개인성향, 교육정도, 경제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에서 소비자의 제품구매에서 가장 큰
요소는 가격, 합목적성, 부가가치의 세 요소일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유형
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매를 결정하는 절대 요인인 가격인
그룹이고, 둘째, 가격과 관계없이 선호도(부가가치)에 비중을 두고 제품 구매
를 하는 그룹이며, 셋째, 중간 집단으로 가격, 합목적성과 함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최적화를 시도하는 그룹이다. ‘최적화’는 모든 소비계층이 자신들
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구매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어느 수준
에서 최적화의 접점을 잡는가 하는 것이다(이승용 2010, pp. 334∼345).
소비자들의 구매 유형과 플로슈의 소비가치 모델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고급차를 선호하는 그룹일수록 제품의 본질보다는 그 외적 요인
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자 가치모델과 구매계층 간의
관계는 인도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층의 구매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계층은 구매자의 소득수준으로만 구분해서
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더라도 구매자가 유희적‧
유토피아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고가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또한 구
매자가 중‧저가 모델을 구입할 때도 얼마든지 비판적 가치와 유토피아적
가치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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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차 광고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1. 현대차 인도법인의 TV광고 분석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이 출시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에 대한 TV 광
고자료는 총 14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TV로 방영된 자동차 광고 이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컴팩트급에는 EON,
Santro Xing, i10, i20이 있으며, 미드급에는 Verna, Accent, Elantra가 있고,
프리미엄에 Sonata, 그리고 SUV에 Santa Fe가 있다.
그림 1.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자동차 광고 이미지

자료: 본 연구의 광고 이미지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www.hyundai.com/in) Media Center의
Ads 영상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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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팩트급(EON, Santro Xing, i10, i20) 광고의 분석
EON(2011. 10) 광고는 직접적으로 FUN ON, STYLE ON, LIFE ON,
LOVE ON, PARTY ON, I’M ON, INDIA ON 등으로 EON의 브랜드 이미
지를 변주하는 모습으로 ‘유희적 가치’를 보여준다. Sanstro Xing(GL Plus)
의 광고는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동차 키를 보여주고 옆에 있던 딸아이는 기뻐서
폴짝 뛴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며 안전벨트를 매고 창문을 올린다. 횡단보
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조심하며 손가락으로 ‘행운’이란 의미로 십자가 모
양의 손가락을 한다. 자동차 주행 중에 만나는 주유소 직원, 현대차 정비공,
오토바이 타고 가는 여자들, 길가 사람들 모두 ‘행운’이란 손짓으로 안전을
강조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보여준다.
2013년 6월에 출시된 i10(Write ur i10 story), i20(Spy, Casts a Spell)은 모
험, 정체성, 인생 등을 담고 있다. i10의 광고에는 인도 국민배우 사루칸
(Shah Rukh Khan)이 등장한다. 등교하기 위해 신발 끈을 묶고 있는 아들.
아빠가 차를 타는 순간, 아빠가 배우 사루칸으로 바뀐다. 깜짝 놀라는 아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아가씨들 모두 i10을 운전하는 사루칸을
보고 환호한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물통을 놓고 내린 아이를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시 아빠로 바뀐다. i10 차 안에 있으면 사루칸이 되고, 밖에
있으면 보통사람이 된다는 광고 이미지로 인해 유토피아적인 인생 성공에
대한 욕구를 보여준다. 광고카피는 “The Next Gen i10 Simply Irresistible”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i20(Spy)은 “Live the Uber Life” 카피와 함께, 탐정이 적에게 감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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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i20을 타고 탈출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i20의 이미
지에 모험이라는 유토피아적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 광고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누군가 사무실에 갇혀 있다. 손이 묶인 주인공이 범인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다 떨어뜨리고, 난감한 순간에 창밖에 놓여 있는
i10을 타고 탈주에 성공한다. i20(Casts a Spell)은 탈주라는 이미지에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숲속, 고풍스러운 저택 정문 앞에 서 있는
묘령의 여인. 미모에 반해 차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동안, 그 여인
은 백미러에서 사라진다. 갑자기 그녀가 창문을 노크하고, 운전석 옆자리
에 촛대를 들고 앉아 있다. 이처럼 i20의 광고는 재미있으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동차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 대비되는 모험이라는 유토피
아적 가치를 부여한다.
i10(2012. 6) 인도의 국민배우 사루칸을 등장시켜 재미와 마법과 같은 이
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사루칸이 전화를 받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하는 순
간에,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 그 앞에 i10을 가져다준다. 그 큰 손은 사
루칸에게 아가씨를 소개하거나 교통신호를 빠르게 하며, 드라이버 중에 내
린 폭우를 사라지게 한다. 해변 모래사장에 도착한 사루칸이 여인과 자연
스런 스킨십을 하면서 ‘오예’ 만족감을 표시할 때, 그 큰 손이 그의 뒤통수
를 치는 유머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큰 손이 i10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으로 마무리한다.
Grand i10(2013. 9) 광고는 ‘The New Ling of Fun’, ‘The New Ling of
Comfort’, ‘Surprisingly Distinct’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자
동차 이미지가 도로, 빗길, 터널을 지나면서 현대차 i10으로 바뀌면서 연인
들이 나란히 자동차를 드라이빙하는 광고이며, 두 번째는 주인공이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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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자동차 모양이 이모티콘이 빠져나와
‘자동차 이미지 캐릭터’로 바뀌면서 나중에 친구 5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동차 i10이 주택가와 숲길을 달리면 개, 금붕어, 말, 원
숭이, 새, 호랑이 등이 ‘와우’라며 감탄사를 연발한다는 것으로 모두 ‘유희
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광고들이다.

표 8. 컴팩트급(EON, Santro Xing, i10, i20) 광고의 기호학 4각형

- 안전 강조
- 손짓기호(행운)

실용적 가치

대

- 정체성(스타, 신분상승 등)
유토피아적 가치 - 모험(탐정, 묘령의 여인, 묘지,
탈주 등)

↑

↑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치

- FUN & PARTY ON
- 마법 및 유머, 이모티콘 등

나. 미드급(Verna, Accent, Elantra) 광고의 분석
Verna(2011. 12)는 세련된 유희적 가치를 보여준다. 연인들이 드라이브하
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작별키스를 하며 차에서 내린다. 차에 남아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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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귀걸이. 바로 그녀에게 주지 않고 그녀가 탄 선박과 경주를 하듯 달
려, 다리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선박 위 그녀에게 귀걸이를 던져준다. 이
광고는 1982년 9월 방영된 빨간색 시트로앵 BX 광고의 대표적 이미지인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연상시키듯 자동차와 선박으로 교차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표 9. 미드급(Verna, Accent, Elantra) 광고의 기호학 4각형

실용적 가치

↑
- 키없는 잠금장치, 손잡이와
운전대에 가죽커버
비판적 가치
- 환경친화적 연비, 안락한 공간
- 슬림한 바디, 다이내믹 디자인

대

유토피아적
가치

↑
- 놀이(자동차와 선박의 경주)
유희적 가치 - 여인의 목걸이를 선박 위로
던져줌

현대자동차 Accent(2011. 12)와 Elantra(2012. 8)의 광고는 자동차의 기능
과 디자인 특징, 연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비판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ccent 광고에는 ‘Sensible by Design’이란 카피와 함께
키 없는 잠금장치로 문을 열 수 있으며, 기어 손잡이와 운전대는 가죽으로
커버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Elantra 광고에는 새로운 유선형
디자인으로 22km/1ℓ 환경친화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으며 공간이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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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슬림한 바디와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광
고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디자인 특징과 기능을 소개함으로써 ‘비판적 가
치’를 부여하고 있다. 비판적 가치는 자동차에 부여된 존재적 가치를 부정
하고 유희적 가치와 대립하게 된다. 비판적 가치의 예를 들면 자동차의 품
질, 디자인 특징, 가격, 비용, 혁신 등에 대한 것이다.

다. 프리미엄급(Sonata) 광고의 분석
표 10. Sonata 광고(1종)의 기호학 4각형
실용적 가치

대

유토피아적
가치

↑

↑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치

- 유희(안대를 하고 자동차 터치, 애무)
- 섹스 이미지(스킨십, 여인의 실루엣)

Sonata(2012. 4) 광고에서는 남자가 안대를 하고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그때 아름다운 연인이 다가와 귓속말을 하면서 남자를 어
디론가 데려간다. 그녀는 안대를 한 채인 애인의 손을 잡아끌어 Sonata를
부드럽게 터치하도록 한다. 배경음악(I see you…)이 울리는 가운데 자동차
의 실루엣과 더불어 애인을 애무하듯 자동차 안과 밖을 부드럽게 터치한다.
자동차의 이미지는 사막을 달리는 가운데 묘령의 여인이 실루엣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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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동차와 여인의 이미지를 교차로 보여준다. 자동차를 터치하던 손길
은 Sonata의 유선형 디자인을 따라 흐르며, 나중에는 여인의 손과 겹치면서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안대를 푼 남자는 그 대상이
Sonata임을 알고 감탄한다. 이 광고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한 디자인
을 강조하는 세련미와 함께 스킨십이라는 섹스어필을 ‘유희적’으로 잘 표
현하고 있다.

라. SUV(Santa Fe) 광고의 분석
Santa Fe(2011. 10) 광고에는 여인이 등장하여 미술관에 감각적인 그림을
구경하려 왔다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와 만나게 된다. 장면이 바뀌면서 화
가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동차가 하천을 건너는 장면에서
는 물감을 뿌리고 던져서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광고는 ‘Born
of luxury’ 카피로 젝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방식으로 자동차의 바퀴, 차체
그리고 질주하는 드라이빙 모습 등을 교차로 보여줌으로써 대표적인 ‘유희
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경현대는 2012년 12월 싼타페(Santa Fe) 출시에 맞춰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쑨양을 모델로 한 자동차 광
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대표적 스타마케팅의 일환으로 스타의 이미지
와 자동차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것으로 소비가치적으로 ‘유토피아적 가
치’를 추구한다. 광고에는 수영장 출발선에 서 있는 쑨양과 싼타페를 교차
로 보여주면서 싼타페를 쑨양에 빗대 ‘빠르고 힘이 넘친다’라고 표현했다.
즉, 스포츠스타의 아우라를 현대 싼타페의 이미지에 결부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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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 및 중국 SUV(Santa Fe) 광고의 기호학 4각형

실용적 가치

- 해명(이미 광고계약 만료,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
- 북경현대: TV광고 삭제

대

유토피아적 - 인생, 정체성, 도전
- 쑨양(스타마케팅) 이미지
가치

↑

↑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치

- 미술관 관람
- 액션 페인팅

스타마케팅의 부작용으로는 스타의 아우라가 사라졌을 때 이와 연관되어
있는 제품의 이미지도 함께 하락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쑨양은 2013년 3월
항저우에서 포르쉐 SUV를 몰고 가다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경찰조
사를 받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면서 7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심
지어 중국 소비자단체는 면허도 없는 쑨양이 차를 몰고 있는 광고는 불법광
고이거나 허위광고라면서 현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북경현대는 설명을
통해 쑨양과의 광고모델 계약은 전년도 9월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싼타페
광고 중 쑨양이 차를 모는 장면은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쑨양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Santa Fe 광고는 쑨
양이라는 스타를 이용하여 ‘유토피아적 가치’를 추구하려던 원래의 의도와
는 달리 쑨양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비가치 기호학적 4각형에서 소비가
치가 ‘비-유토피아적 가치’인 ‘비판적 가치’로 변경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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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 비교분석5)
가. 인도법인의 광고기호학 거리분석
현대자동차 해외법인과 자동차 구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
고는 자동차업체의 제품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매정보를 제
공한다. 자동차 구매자의 구매 결정은 개인성향, 교육정도, 경제력, 제품의
평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이면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그룹은 자동차의 본질(비판적‧실용적 가치)보다는 유희적‧유토피아적 가치
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광고는 컴팩트급이 총 9종으
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도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의 목표시장이
컴팩트급임을 알 수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 TV광고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팩트급에서는 Santro Xing이 실용적 가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EON, i10, i20, Grand i10은 유희적‧유토피아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3
년 6월 이후의 TV광고에는 모두 유희적‧유토피아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
서 이제는 인도자동차 시장에서 컴팩트급도 비판적‧실용적 가치를 선호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20 광고(Spy, Casts a spell)는 모험을 강조함
으로써 대표적인 유토피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5)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광고 이미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인
도법인과 북경현대의 자동차광고를 비교 분석했다. 북경현대자동차(BHMI)에서 출시한 자동
차 모델에 대한 TV 광고자료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TV로 방영된 자동차 광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추가로 2009년 9월 가수 이효리가 광고한 i30 광고와 같은 해 6월의 XD
광고를 분석하였다. 광고분석은 길이에 따른 자동차분류에 의해 컴팩트, 미드, 프리미엄 그
리고 SUV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컴팩트급에는 ix35, i30, XD가 있고, 미드급에는 Elantra와
Verna가 있으며, 프리미엄은 Sonata, 그리고 SUV는 Santa Fe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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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잘 사용하지 않는 광고 소구들(예, 칼, 납치, 유령, 무덤 등)이 등장
하여 인도소비자들의 문화적 기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드급에서는 Verna의 경우는 유희적 가치를 보여 적합한 기호학
적 거리를 가지며 북경현대자동차 광고의 동일한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Accent와 Elantra의 경우는 미드급이면서도 비판적 가치를 보여 기호학적
거리가 큼을 알 수 있었다. Elantra의 경우 비판적 가치보다는 유토피아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기호학적 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광
고의 기호학적 거리가 크게 나타났던 미드급 Accent는 2013년 6월 26일에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셋째, 프리미엄급에서 Sonata 광고는 유희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서 바
람직한 기호학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UV(Santa Fe)의 광고는 젊은 층의 레져활동에 맞추어 ‘유희적 가
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북경현대의 경우에는 스타마케팅에 의한 ‘유토피아
적 가치’를 추가하다가 광고모델인 쑨양의 이미지 추락으로 본래의 가치를
추가하지 못하고 ‘비판적 가치’로 변경하면서 스타마케팅의 실패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 북경현대의 광고기호학 거리분석
북경현대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동차광고는
제품 및 구매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북경현대의 광고 중에서 Sonata가 총
12종으로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의 목표시장이 프리미엄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경현대자동차 TV광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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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컴팩트급에서는 ix35와 i30은 유희적‧유토피아적 가치를 보여 주었
다. 그리고 XD는 실용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업과 수요자 간의 기호
거리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드급에서 Verna의 경우는 유희적 가치를 보여 적합한 기호학적
거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Elantra 광고의 경우에는 3종에서 2종은 유
토피아적 가치를 보였으나, 1종은 비판적 가치를 보여 기호학적 거리가 크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lantra 광고 프로모션에서 마케팅 포지션을
잘못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광고 3종 중에서 하나를 의도적으로 자동차 기
능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는 향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프리미엄급에서는 Sonata 광고가 있는데 북경현대에서 자동차 모
델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2011년
에 총 12종의 TV광고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면
광고들의 소비가치 유형이 4가지 모두 해당되며 심지어 프리미엄급과는 어
울리지 않는 비판적‧실용적 가치에 더 많은 광고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이
는 기업과 수요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가 아주 크게 날 뿐만 아니라 광고 포
지션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마케팅 프로모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마케팅 포지션을 중국 전체를 시장으로 보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경제력
등의 변수에 맞는 마케팅 전략보다는 포괄적 마케팅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넷째, SUV(Santa Fe)의 광고는 레져와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활동적인 삶의 모습을 스타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북경
현대는 2012년 Santa Fe 출시에 맞춰 그해 런던올림픽에서 남자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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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 금메달리스트인 쑨양을 모델로 기용했다. 쑨양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이미지와 새로운 Santa Fe 자동차의 이미지를 결부시키는 ‘유토피아적 가
치’를 추구하였으나, 쑨양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악재를 만나 스타마케팅의
아우라는 사라지고 이를 만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판적
가치’로 변경하게 되는 마케팅의 실패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현대차 인도법인 및 북경현대 TV광고의 소비가치 비교분석 결과

컴팩트급(인도)
소비가치

컴팩트급(중국)

Grand
Grand
Grand i10:
i10:
i10:
i10:
i10:
i20:
The New
Santro
i20:
The New
Surprisin ix35
Next Write ur Casts a
Lingo of
Xing
Spy
Lingo of
gly
Gen i10 i10 story Spell
Comfort
Fun
Distinct

EON

2011.10 2011.12 2012.6 2013.6 2013.6 2013.6 2013.9

2013.9

2013.9

i30

XD

2011.1 2009.8 2009.6

비판적

○

실용적
유희적

○

○

○

○
○

유토피아적

○

미드급

소비가치

Verna

○

○
○

SUV

Elantra

Sonata

Santa Fe

인도

중국

인도

인도

중국

인도

중국

인도

중국

2011.12

2011.1

2011.12

2012.8

2011.7

2012.4

2011.1∼8

2011.10

2012.12

○

○

○

실용적
유토피아적

○

○
프리미엄급

Accent

비판적
유희적

○

○

○

○
◎

◎

○

◎

↑

○

○

○

○

주: ○는 소비가치 광고 하나, ◎ 광고 두 개 이상, ↑는 소비가치 이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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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법인의 자동차 TV광고를 그레마스의 기호학 4각형모델과 장마리
플로슈의 소비가치모델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위해 인도법인의 TV광고 소비가치 유
형과 북경현대의 소비가치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컴팩트급에서 인도법인은 광고의 대부분을 투입할 정도로 주력시
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가치 유형도 비판적‧실용적 가치보다는 유희
적‧유토피아적 가치를 선호하고 있었다. 북경현대도 컴팩트 급에서는 XD
만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나머지 ix30과 i30은 유희적‧유토피아적 가치
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인도법인과 북경현대 모두 컴팩트 급에서는 유희
적‧유토피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법인의
컴팩트 급에서는 인도의 국민배우 ‘사루칸’을 모델로 기용하여 현대자동차
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중국 Santa Fe의 사례처럼 스
타의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쑨양’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SUV 차종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도 ‘사루칸’의 경우에
는 현대자동차의 주력시장인 컴팩트 급의 대표 광고모델이므로 만약에 스
타마케팅이 잘못되었을 때 그 파장은 인도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미드급에서는 Verna의 경우는 인도와 중국 모두 유희적 가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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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호학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Accent와 Elantra의 경우는 비판
적 가치에 맞춰져 있어서 소비가치 유형과 구매계층성향 관점에서 볼 때
기호학적 거리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도법인의
Accent의 경우 구형 모델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판매율이 많이 떨어져
2013년 6월 26일 단종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가치 유형의 결과로
볼 때 인도의 Elantra는 Accent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가치를 추구하여 기호
학적 거리가 발생함으로써 향후 광고 포지셔닝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프리미엄급에서는 인도는 유희적 가치를 추구하여 기호학적 거리
가 적당하였으나, 북경현대의 경우에는 주력시장으로 소비가치 전반에 걸
쳐 광고 포지셔닝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Sonata를 구입
하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등 제품의 본질적인 요소와
함께 제품의 외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세 번째 그룹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SUV(Santa Fe)의 경우에는 인도시장에서는 스포츠와 레저를 선호
하는 젊은 층의 성격에 맞는 유희적 가치를 보였으며, 중국도 이와 유사하
게 스타마케팅을 통한 유토피아적 가치를 보여 기호학적 거리는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경현대의 경우에는 스타마케팅을 통해 유토피아
적 가치를 추구하려다 광고모델의 이미지 추락으로 의해 비판적 소비가치
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TV광고에 대한 기호학적 4각형
및 소비가치 유형분석을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기호학적 거리를 분석
하였다. 현대자동차의 광고브랜드 전략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컴팩트,
미드, 프리미엄, SUV 등 맞춤형 세그먼트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가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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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비가치 유형분석을 바탕으
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브랜드끼리
공동 작업을 하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스타와의 협업(인도의 사루칸, 중국의 쑨양, 한국의 이효
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트(미술, 음악 등)와의 협업, 전시마케팅과
의 협업(전시, 세미나, 이벤트 등), CSR과의 협업(봉사, 기부 등) 등을 활성
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을 다각적인 협업
의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스타마케팅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자동차 구매자들의 다양한 취양과 기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본 연구는 중국과 인도 진출 경쟁기업인 독일과 일본 자동차 기업
을 포함한 광고의 기호학적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자동차광고의 기호학적 거리가 차이나는 보편적 이유를 밝혀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호학적 거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
이 처한 ‘맥락 1’과 소비자가 처한 ‘맥락 2’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
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는 생산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 결정은 개인성향, 교육정도, 경제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에서 소비자의 제품구매에서
가장 큰 요소는 가격, 합목적성, 부가가치의 세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모형의 기호학적 거리를 분석하고 있어, 향후 분석의 범위를 확대
하여 엄밀한 기호학적 거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도 및 중
국 소비자의 문화가치관, 종교, 소득수준 등이 어떻게 플로슈의 소비가치
모델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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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주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전 세
계 앱 스토어에서 다운된 앱의 숫자는 1,000억 개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앱 시장
이다. 인도에서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모바일 앱이 빠
르게 인도인의 사회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모바일 앱 관
련 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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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모바일 앱은 모바일 콘텐츠 및 미디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산업의 수익 구조를 더 한층 다원화하면서 사회‧경제‧
문화 발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바일 앱 사업
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유용한 수
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다. 즉, 모바일 앱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여
자신들의 수익 창출로 빠르게 이어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의 모바일 앱 이용 비율은 아직까지 모바일 보급이 높은 선진 국가들
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현재 주요 사용자는 IT에 능통한 젊은 층이며, 이
들은 인교(NRI)를 포함한 세계인과 영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여 세계
수준에 걸맞은 모바일 앱 사용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젊은 층이 인구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IT서비스 같은 첨단 분야
에 종사하면서 구매력을 갖춘 경제활동인구이다. 따라서 인도인 모바일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이들 인도의 젊은 층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의 충성도 구축 및 충성도가 구축된 사용자들과의 관계유지는 모
바일 앱 비즈니스의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모바일 앱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을 그들의 플랫폼에 고착(stickness)시키기 위해 초기에
는 대부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사업
자들은 사이버 자산을 만들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의 경우 사용자의
전환 비용이 아주 적다. 사용자들은 매우 손쉽게 특정 플랫폼에서 다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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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으로 이동한다. Reichheld and Schefter(2000)에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사용자 획득에 드는 비용은 기존 사용자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5배가 많다
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바일 앱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위해서 고객을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신뢰와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의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이 사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검증된 모바일 앱의 모형이 인도의 모바일 시장
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2장에서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연구 모델과 가설
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실증 분석
의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인도의 모바일 앱 이용 실태
인도의 모바일 앱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하루에 52분을 사용하며, 사용자
중 80%가 소셜 네트워킹 및 게임 앱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상
위 5개 다운로드 카테고리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소셜 네트워킹,
라이프 스타일 순이다. 앱 스토어의 재방문율이 32%이며, 29%의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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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달 내 해당 앱을 떠나고, 게임은 한 달 내 이탈자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
이다. 인도 사용자의 5~10%는 다운로드 6개월 후에도 앱을 계속 사용할 의
향을 가지고 있으며, 1억 개의 앱이 매월 인도에서 다운로드 되고 있다
(Nasscom 2013년 7월 8일~8월 8일 기준). 대부분의 인도 국내 앱 스토어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고급 기능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는 프
리미엄(freemium)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앱 개발자는 25만 명 정도
로 추정된다. 모바일 앱 기업들은 앱에서 제공되는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수
익을 얻는다. 즉 수익모델이 앱을 통한 광고이다(Indiatimes 2013. 8. 25).
인도 앱 스토어 카테고리의 상위 150개 유료 앱의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
면 게임(다운로드 비율 73.46%, 앱 개수 103개), 소셜네트워킹(7.36%, 5개),
유틸리티(5.32%, 10개), 포토(2.53%, 7개), 생산성(2.26%, 6개), 엔터테인먼
트(2.11%, 6개), 음악(1.82%, 4개), 날씨(1.39%, 2개), 라이프스타일(0.98%, 2
개), 네비게이터(0.92%, 2개), 참고자료(0.77%, 3개), 재무(0.56%, 2개), 건강
& 피트니스(0.30%, 1개), 도서(0.24%, 1개) 순을 보였다(Nasscom 2013년 7
월 8일~8월 8일 기준).

2. 플로우 경험
플로우 개념이 인터넷 비즈니스에 도입된 것은 Ghani, Supnick, and
Rooney(1991)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있어 플로우를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Hoffman and Novak(1996)이 인터넷 환경에서 마케팅 전략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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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모델 속에 플로우를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
하였다.
인도의 모바일 앱 사용자들이 접하는 플로우 경험과 모바일 앱의 신뢰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플로우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로우 경험은 전체적인 활동에 몰입된 사람들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Csikszentmihalyi and Csikszentmihalyi 1988). 플로우 경험은 인터넷 매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최적경험(optimal experience) 과
정을 나타내는 플로우 경험은 온라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탐색하고
구매활동에 참여하면서 내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에 몰입되는 상태를 말한다(Hoffman and Novak 1996).
플로우 경험은 목표에 도달하려는 한계 가치를 넘어서는 사용자의 능력
과 도전의 최적 경험을 말한다(Finneran and Zhang, 2005). 만약 사용자의
능력이 주어진 도전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지루함을 느낀다. 그러나 사용자
의 도전이 자신의 능력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불안감을 느낀다. 능력과 도
전이 한계 가치보다 낮을 때 사용자는 무관심을 느낀다. 이와 같이 정의된
플로우는 온라인구매(Koufaris 2002), 온라인게임(Hsu and Lu 2004),
WWW(Agarwal and Karahanna 2000), 온라인뱅킹(Lee, Kang, and Mcknight
2007), 온라인여행(Wu and Chang 2005)과 같은 전자상거래나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Trevino & Webster(1992)는 전자우편 사용자와 음성우편 사용자 간의 매
체에 대한 평가와 결과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우편이나
음성우편은 사용이 간편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쉽게 플로우 경험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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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으며 사용자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매체 사용의 용
이함이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Ghani &
Deshpande(1994)는 플로우가 컴퓨터 사용자의 만족과 정보기술의 수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플로우는 모호하고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Hoffman and Novak 2009),
기존연구에서는 이들 구성요소에 보편적인 시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플로우 경험은 여러 개의 변수로 측정되어야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Novak, Hoffman, Yung 2000). Koufaris(2002)는 온라인
플로우 경험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 주의집중
(attention focus)을 변수로 정의했다. 최근에는 호기심, 관심사(Wang et al.,
2007; Chen et al., 2008), 여유시간 활용하기(Guo and Klein, 2009; Guo and
Poole, 2009), 몰입도(Agarwal and Karahanna, 2000)와 같은 요소들도 플로
우 경험의 구성요소로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Koufaris(2002)에 의해 제안된
세 가지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플로우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Finneran and Zhang, 2005; Jiang and Benbasat, 2004; Huang, 2006). 본
연구에서도 Koufaris(2002)가 개발한 변수를 사용하여 플로우 경험을 측정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플로우 경험의 세부 변수로서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주의집중을 선정하였다.
지각된 즐거움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느끼는 사용자의 기쁨과 즐거움
을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정보를 얻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
모바일 앱을 수용한다. Shin(2009)은 실용적 목적과 쾌락적 목적의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연구한 결과 쾌락적 목적으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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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즐거움은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온라인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과 같은 외부적인 동기부여
와 비교하여 내재적 동기부여로 간주된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Wulf et al.(2006)은 즐거움(Pleasure)을 웹사이트 평가와 웹사이트 성
공 간의 주요 매개변수로 보았으며, Chae, Kim, and Ryu(2002)은 웹사이트
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수준이 사용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으며, Childers et al.(2001)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즐거움이 고객의
쇼핑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지각된 통제는 주변 상황이나 활동을 넘어서 사용자의 통제를 반영한다
(Koufaris 2002). 만약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을 가지고 있거나 모바일 앱에 친밀하다면 높은 지각된 통제를 가지고 있
을 것이다. 주의집중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인터넷 사용
자처럼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필요한 노력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종종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는 플로우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3. 신뢰
신뢰는 상대방의 미래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기반으로 한 자발성을
가진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Gefen, Karahanna, and Straub 2003). 전자상거래
는 거래과정에서 가상성, 익명성, 일시적‧부분적 분리를 구축하기 때문에 사
용자 신뢰 구축은 전자상거래 성공의 핵심요소이다(Siau and Shen 2003;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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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and Ji 2010). Bracket and Carr(2001)는 신뢰가 광고의 가치 및 웹 광고를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Macintosh(1997)는
구매과정에서 상점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상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모바일 앱을 구매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신
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정보는 사용자의 동의 없
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공유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사용
자 프라이버스 침해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Xu and Gupta 2009; Shin
2010), 사용자는 모바일 앱 서비스업체와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지각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준다(Fogel and Nehmad 2009). 사
용자의 믿음으로 여겨지는 신뢰는 능력(ability), 무결성(integrity), 호의
(benevolence)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Gefen, Karahanna, and
straub 2003; Kim, Ferrin, and Rao 2008; Palvia 2009). 능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결성은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자를 속이지 않고 그들
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호의는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단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해에 관한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의 세부 변수로서 능력, 무결성, 호의를 선정하였다.

4.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DeLone and McLean(2003)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제안하였다. 정보품질은 정보시스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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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관련된 품질을 의미하며, 모바일 앱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accurac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적시성(timeliness)을 말한다
(Nelson and Todd 2005; Wixom and Todd 2005). 정보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바일 앱 스토어에 접속한 사용자는 그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앱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모바일 앱 서비
스 스토어가 사용자에게 앱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모바일 앱 스토어의 정보품질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Kapoun(1998)은 웹페이지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확성, 전문성, 객관성, 최신성, 범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Smith(1997)는 인터넷 정보자원의 평가항목 중 콘텐츠 항목에서는 정확성,
전문성, 최신성, 유일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Chae, Kim, and
Ryu(2002)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정보품질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품질
(connection, content, interaction, contextual quality)이 사용자의 만족과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세부 변수로 연결성 측면에서는 안정성
(st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을 세부변수로 제시하였으며, 콘텐츠 측면
에서는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believability), 정보량(amount)을, 상호작
용성

측면에서는

구조(structure),

탐색편리성(navigation),

정보제시성

(presentation)을, 정확성 측면에서는 적시성(timeliness), 반응성(promptness)
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품질은 모바일 앱 플랫폼의 신뢰성(reliability), 반응속도(response
speed), 사용편이성(ease of use)을 말한다(Nelson and Todd 2005; Wixom
and Todd 2005). 만약 앱 스토어의 접속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느리다
면, 모바일 앱 플랫폼의 신뢰성과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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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를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품질의 플랫
폼을 제공하기 하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Preece, Rogers, and Sharp(2002)은 커뮤니티의 사용성 구성요인으로 탐색
편리성, 접속용이성을 정의하였으며, Emma, Hiom, and Peereboom(1998)은
탐색 편리성은 사용자가 스스로 손쉽게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Ⅲ. 연구 모델 및 가설
플로우 경험은 사용자 행위의 중요 결정인자로 알려져 있다(Novak,
Hoffman, and Yung 2000). 플로우는 사용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경험을 말한다(Finneran and Zhang 2005). 사용자가 접속한 사이트에서 플
로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전체적으로 행위에 몰입하며 급속히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이런 최적의 경험은 분명히 사용자의 사이트 재방문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Koufaris 2002; Hausman and Siekpe 2009). 본
연구에서 모바일 앱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
수로서 플로우 경험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에서 사용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요인을
플로우 경험의 결정인자로서 사용한다(DeLone and McLean 2004). 이들 요
소는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요인인 인터넷 인터페이스 설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Lee and Benbasa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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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성도에 대한 사용자 신뢰의 효과를 포함하여(Gefen 2002)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연구 모델을 완성하였다.
즉 사용자의 신뢰와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의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이 사용자 충성도의 결정인자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과 신뢰, 플로우 경험 간의 관계
고품질의 정보와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무결성, 호의
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신뢰가 구축된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
는 고품질의 정보와 고품질의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자원(resource)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의 신뢰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연구에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Chae et al. 2002; Wixom and Todd 2005; Lin 2008; Zhang,
2009)이 신뢰(Song and Zahedi 2007; Zahedi and Song 2008)에 영향을 미친
다고 조사되었다. Vance, Christophe, and Straub(2008)은 전자상거래 기술에
서 탐색구조(navigational structure), 시각적 호소력(visual appeal)을 포함한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DeLone과
McLean(2003)은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McKinney, Yoon, and Zahedi(2002)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 Nicolaou and McKnight(2006)는 정보품질이 조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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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에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주의집
중을 포함하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 스토어
플랫폼이 느리게 반응한다면 사용자는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랜 시
간을 기다려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각된 즐거움이나 주의집중과 같은 사용자의 경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 만약 사용자가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
은 모바일 앱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모바일 앱의 정보품질은 사용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모바일 앱의 정보품질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은 사용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모바일 앱의 시스템 품질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신뢰, 플로우 경험, 충성도 간의 관계
신뢰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무결성, 호의에 대한 사용자의 믿
음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Kim, Ferr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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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2009)은 광고에 대한 높은 신뢰는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광고태
도의 긍정적 감정은 구매의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사용
자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구매에
긍정적일 것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때 그
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데 소비하는 노력을 줄일 것이다(Gefen,
Karahanna, and Straub 2003).
플로우 경험에서 신뢰의 효과는 이전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Wu and
Chang(2005)은 신뢰는 온라인 여행커뮤니티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e, Kang, and Mcknight(2007)은 오프라인 뱅킹
사용자의 신뢰가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때도 그들의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에 관한 여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

가설 5: 모바일 앱 사용자 신뢰는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와 플로우 경험은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사용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충성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행위로 측정되며, 사용자가 모바
일 앱 제공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신뢰는 사용자의 지각
된 위험을 줄여주고, 모바일 앱의 지속적 사용을 장려하며, 그들의 충성도
를 높여준다(Gefen 2002; Lin and Wang 2006). 신뢰는 웹사이트에 대한 사
용자의 충성도를 반영한 믿음이며, 플로우 경험이 지속되면 사용자의 충성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upta and Kabadayi 2010). Koufaris(200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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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의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Hausman and Siekpe(2009)는 플로우 경험은 도전과 집중력, 통제와 즐거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6: 모바일 앱 사용자의 신뢰는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가설 7: 모바일 앱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그림 1]은 연구 모델과 연구가설을 나타낸 것이다. 플로우 경험은 지각
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주의집중 3개의 세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연구 모델 및 연구가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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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설을 근거로 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기본의 문헌에 근거하여 개발하였으며 영어로 작성되었다. 모바일
앱 사용이 경험이 풍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다.
정보품질의 항목들은 그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것이 정확하고, 최신이고, 포괄적인지를 반영한다. 시스템 품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은 신뢰성, 반응 속도, 사용 편이성 그리고 모바일 앱 서
비스 플랫폼의 품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우 경험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와 주의집중 3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즐거움의 항목들은 재미, 흥분과 즐거움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각된 통제의 항목들은 사용자가 모바일 앱
을 사용할 때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용자 통제의 느낌을 받
는지 등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주의집중 항목들은 사용자의 흡수, 집중력과
몰두 등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신뢰를 측정하는 항목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무결성 그리고
호의에 대한 사용자의 믿음을 사용하였다. 충성도 항목들은 사용자의 지속
적인 사용과 추천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 및 설문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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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변수 및 설문내용

변수

구성개념 문항

내용

관련연구

4

모바일 앱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정도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도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 정도

Lin 2008

4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정도
나의 질문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도
모바일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모바일 앱이 탐색하기 쉬운 기능의 제공 정도

Lin 2008

4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유쾌하다고 느끼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흥미롭다고 느끼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즐겁다고 느끼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재미있다고 느끼는 정도

Koufaris 2002

4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자기통제감을 느끼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정도

Koufaris 2002

주의
집중

4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몰두하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활동에 집중하는 정도
Koufaris 2002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활동에 몰입하는 정도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활동에 깊이 몰두하는 정도

신뢰

3

모바일 앱 제공자가 가진 업무 수행 능력 정도
모바일 앱 제공자가 약속을 지키는 정도
모바일 앱 제공자가 사용자 이익에 관심을 가진 정도

Gefen 2002

충성도

3

모바일 앱을 계속 사용하려는 정도
타인에게 모바일 앱을 추천하려는 정도
현재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계속 이용하려는 정도

Gefen 2002

정보
품질
독립
변수

시스템
품질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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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표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연구표본을 위하여 인도에서 모바일 앱 이
용률이 높은 연령층인 중고생, 대학생, 직장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연구표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요인들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후 항
목을 재검토하여 설문지를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설문은 영어로 번역
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많은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하
여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도의 SNS사이트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페이스북
의 경우 설문항목을 만들고 배포하기가 수월하여 다수의 설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설문은 2013년 9월과 10월 중에 진행되었으며, 약 5,000부 정도를
배포하여 이 가운데 288부가 회수되었다. 하지만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
응답이나 특정번호만을 집중적으로 응답한 불성실한 설문지 28부를 제외
한 260부가 본 논문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성 207명(79.6%), 여성 53명(20.4%)으로 남성이 많았다. 모바일 앱을 이용
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05명, 6개월~1년 미만이 107명, 1~3년 미만이 61
명, 3년 이상이 7명이었다. 이용하는 모바일의 앱 사용 개수는 평균 22.3개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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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 측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크롬바흐 알파계수를 사용하였
다. [표 2]에서와 같이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었으며 본 연구의 구성
변수들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계수가 0.6에서부터 0.7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다항목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느냐 하는
문제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는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있다. 개
념 타당성의 특정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주의집중, 신뢰, 충성도에 대한 척
도들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요인이 0.5 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각된 즐거움 2개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요인 적재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수렴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요인분석
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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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적재값과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값

CR

Alpha

0.72

0.723

0.67

0.653

0.61

0.605

0.79

0.789

0.61

0.611

0.70

0.698

0.76

0.758

0.501
정보품질

0.523
0.511
0.600
0.543

시스템 품질

0.603
0.610
0.603
0.732

지각된 즐거움

0.487
0.492
0.602
0.743

지각된 통제

0.699
0.703
0.701
0.621

주의집중

0.593
0.521
0.545
0.611

신뢰

0.607
0.687
0.701

충성도

0.832
0.724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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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용
하는 분석기법이다. [표 3]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대체
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1% 이내의 유의수준하에서 양의 관계를 맺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도 유의한 것이 있으나, 0.5 이
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A1

A2

B1

B2

B3

B4

C1

A1

1.000

-

-

-

-

-

-

A2

0.411*

1.000

-

-

*

p<0.01(2-tailed)

B1

0.325*

0.301*

1.000

-

*

p<0.05(2-tailed)

B2

0.390*

0.155

0.477*

1.000

-

-

-

B3

0.174*

0.295*

-0.099

-0.021

1.000

-

-

B4

0.262*

0.176*

0.411*

0.165*

0.486*

1.000

-

C1

0.232*

0.233*

0.175*

0.325*

0.173*

0.375*

1.000

주: A1: 정보품질 A2: 시스템 품질
B1: 지각된 즐거움 B2: 지각된 통제 B3: 주의집중 B4: 신뢰
C1: 충성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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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모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모수추정 방법
은 자료의 정규분포를 기본가정으로 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구조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우선 유의 확률인 P값
(0.0530, P>0.05)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평가치는 카이제곱값
이 88.001이며, 자유도는 195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적합도의 척도인 GFI
(모형적합도 지수, 0.9 이상 이면 우수)는 0.9125이고, AGFI(모형적합도 수
정지수, 0.8 이상 우수)는 0.805이고, RMR(평균잔차 제곱근, 0.08 이하 우수)
0.068로 나타났다. 그 외 NFI(0.9 이상 우수), CFI(0.9 이상 우수), IFI(0.9 이
상 우수)는 각각 0.912, 0.902, 0.845로 IFI가 조금 낮았지만 일반적인 기준
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상 모수들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추
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지수

모형적합도지수
지수값

Chi-Squire
(df)

P

GFI

88.001(195) 0.0530 0.9125

AGFI

RMR

NFI

CFI

IFI

0.805

0.068

0.912

0.902

0.845

자료: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인을 사용하였
다. 이들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통제 그리고 주의집중이다. 분석 결과인
[표 2]에 의하면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은 높은 적재량을 가지며, 이는 이들
범위가 2차 요인의 반영값인 플로우 경험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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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Huang 2006; Wang et al.
2007). 지각된 통제는 플로우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각된 즐
거움과 주의집중은 플로우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
가 모바일 앱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 제공자들과 충분한 신뢰도를 쌓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모
바일 앱 스토어 등록 시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Xu and Gupta 2009). 지각된 즐거움과 주의집중이
플로우 경험에서 낮은 값을 보인 이유는 인도의 사용자들이 아직까지는 오
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모든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
이 사용자의 신뢰와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는 플로우 경험
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플로우 경험은 사용자의 충성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연구 가설 검증결과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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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품질보다(γ = 0.22) 시스템 품질이 사용자 신뢰에 보다 큰 영향(γ=
0.41)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에서는 접속품질과 같은 시스템 품
질이 모바일 앱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
은 신뢰할 만하고,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모바일 앱 플랫폼이 사용자들에
게 신뢰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자들
은 그들의 시스템을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빠른 응답과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
인과 효과적인 탐색(navigation)을 결합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무결성 그리고
호의를 입증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양측 사이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반면, 플로우 경험에 대해서는 시스템 품질(γ = 0.12)의 영향보다 정보품
질이 보다 큰 영향(γ = 0.25)을 갖는다. 이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품질이 사
용자의 플로우 경험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와 일치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Jung et al., 2009).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자들은
최신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뢰는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와 플로우 경험 두 요소 모두
사용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 신뢰는 지각된 불확실성과 위험들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들의 지각된 통제를 높이고(Pavlou, Liang, and Xue
2007) 그들의 경험을 향상시킨다. 신뢰의 영향(β = 0.18)과 비교할 때, 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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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험은 사용자의 충성도에서 보다 큰 영향(β = 0.39)을 갖는다. 이는 사
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플로우 경험)이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구전(口傳)
을 발생시킬 것이다. 만약 그들의 플로우 경험이 형편없다면 낮은 전환 비
용(switching cost) 때문에 사용자들은 쉽게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 교체할
수 있다(Maicas, Polo, and Sese 2009). 게다가 기존의 온라인 상거래의 구전
과 비교했을 때 모바일의 구전은 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바일 단말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사용 중에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 때문에 기존의 매체들보다 넓고 빠르게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Wiedemann and Pousttchi 2008).

V. 결론
본 연구에서 인도에서도 플로우 경험이 모바일 앱 사용자들의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의 연구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상거래 사용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
해 TAM, TTF 및 IDT 같은 정보기술 도입 이론(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theories)들을 주로 적용했다. 이들이 주로 중요하게 여겼던 요인들
은 지각된 유용성(Shin et al. 2010), 과업기술 적합성(Junglas, Abrah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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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2008a) 및 상대우위(Hsu and Lu 2007)등이다. 그러나 사용자 행위
에 대한 플로우 경험의 효과는 좀처럼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도에서도 플로우 경험이 사용자 충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인도의 모바일 앱 사용자는 단지 지각된 유용성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Shin et al. 2010), 플로우 경험 같은 본
질적인 동기부여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 입증되었다. 외적인 동기부여
는 행위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가치 성과물을 돕는 것으로 인식되
는 반면, 플로우 경험과 같은 본질적인 동기부여는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
을 강조한다(Davis, Bagozzi, and warshaw 1992).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모
바일 상거래 사용자 행위를 탐구할 때 외적인 동기부여와 본질적인 동기부
여 모두를 통합할 수 있고, 사용자 행위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
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신뢰와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용자의 충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높은 품질
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전에 만들어진 논
의들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예: 콘텐츠 관련 정보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경험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Lee and Benhasat 2004).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각된 즐거
움, 지각된 통제, 그리고 주의집중이 사용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차원들
중에서 지각된 통제는 플로우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재량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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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각된 즐거움과 주의집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따
라서 지각된 통제가 모바일 앱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자들은 모바일 앱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이와 같은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신뢰를 쌓고, 더
불어 지각된 통제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바일 앱
스토어 플랫폼의 정보품질과 시스템 품질을 증가시켜야 한다.
운영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 사용자들의 충성도
를 높이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의 플로우 경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자들의 행위와 충성도
를 고무시키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강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은 믿을 만하며 사용하기 쉽고 빠른 모바일
앱 스토어 플랫폼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정보를 정
확하고, 시기에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제공하면 그들의 신뢰와 충성도를 쌓을 수 있
고 경험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앱 마케팅 대상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 직장인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들 집단이 향후에 모바일 앱을 비롯한 스
마트폰 상거래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자집단
과 일반구매자집단에 대해 시장을 분리하여 집중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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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모바일 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창
기인 인도에서 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바일 상거래 분야가 완벽
하게 발전한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SNS에서 연구의 표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표본이 모바일 앱 사용의 가장 큰 그룹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추후의 연
구에서는 다른 그룹,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나 농촌 등의 그룹을 표본과 모
집단(sample population)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횡단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행위는 역동적이고, 사용자들은 그들의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모바일 앱
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만둘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종단적인 조사는 사용자의 행동적 발달에 보다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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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설문지
Information quality
INFQ1.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mobile Apps is what I need.
INFQ2.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mobile Apps is accurate.
INFQ3.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mobile Apps is up-to-date.
INFQ4.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mobile Apps is comprehensive.
System quality
SYSQ1. This mobile Apps is reliable.
SYSQ2. This mobile Apps provides fast responses to my inquiries.
SYSQ3. This mobile Apps is easy to use.
SYSQ4. This mobile Apps provides good navigation functions.
Perceived enjoyment
PE1. I feel that using this mobile Apps is fun.
PE2. I feel that using this mobile Apps is exciting.
PE3. I feel that using this mobile Apps is enjoyable.
PE4. I feel that using this mobile Apps is interesting.
Perceived control (PC)
PC1.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felt calm.
PC2.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felt in control.
PC3.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felt confused. (Reversed item)
Attention focus (AF)
AF1.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was intensely absorbed in the activity.
AF2. When using this mobile Apps, my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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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3.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concentrated fully on the activity.
AF4. When using this mobile Apps, I was deeply engrossed in the activity.
Trust (TRU)
TRU1. This mobile Apps has the necessary knowledge and ability to fulfil its tasks.
TRU2. This mobile Apps will keep its promises.
TRU3. This mobile Apps is concerned with its users’ interests, not just its own
benefits.
Loyalty (LOY)
LOY1. I will continue using this mobile Apps.
LOY2. I will recommend this mobile Apps to other users.
LOY3. When using mobile Apps, I consider this mobile App Store to be my firs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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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핵냉전시대의 돌입으로도 불리는 21세기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환경은
핵무기‧미사일무기‧화생방무기 등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
다도 안보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적대적 분할국1)의 한 편인 파키

1) ‘적대적 분할국’이라 함은 원래 한 나라였으나 독립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등의 이
유로 분할 독립하였는데 독립 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를 말한다(라윤도 1999,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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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과 북한은 물론 기타 테러지원국 등에 이들 WMD가 확산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심각한 경제
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전략적 민감 물질들의 이전을 더
욱 촉진하는 등 안보불안에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비국가행위자인 테러집단이 끊임없이 WMD의 보유를 위
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높은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제 사회는 핵안보개념을 내세워 핵무기의 대테러집단 이전을 금지는 등 전
략적 민감물질의 테러집단 이전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과 북한과 같이 과거
식민종주국으로부터 독립될 당시 적대적 관계로 분할 독립한 국가들의 대
량살상무기 보유이다. 그들은 미국의 소위 ‘불량국가’2) 리스트에 속해 있
으며 오랜 시간 적대적 분할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대립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온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적
대적인 대립 사이에 개입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그들의 전인류적 적대행
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냉전 이후 분
할 당사국간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행태와도 깊
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세기 말 탈냉전의 국제적 변혁기를 거치며 파키스탄과 북한은 각
각 인도와 한국이라는 적대적 분할국과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2) 여기서 불량국가(rogue country)는 미 국무부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국제테러보고서’에서
국제적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
로 분류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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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핵무장 혹은 민감한 전략무기의 제3
국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한 전략적 열세와 전통적 맹방(盟邦)이던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1998년 핵실험을 하여 성공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절
대적 지원국이던 소련의 소멸, 중국의 일련의 한국 중시정책에 대한 반발
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등 주로 동북아의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벗어나
기 위해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에 이어 2009년 두 번째, 2013년 세번째 핵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국제사회에 추가 핵실험의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장과 전략적 민감물질의 이전행위
는 사안이 드러날 때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유엔의 거듭된 제재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을 통한 테러집단
으로의 이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파키스탄과
북한과 같은 적대적 분할국들이 어떻게 민감한 전략무기의 공급국이 되
었는가를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그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제3장에서
는 파키스탄의 핵무장 과정과 제3국으로의 확산을, 제4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및 전략무기 개발과정과 제3국으로의 확산을 각각 살펴본 후에
제5장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파키스탄과 북한의 대미 관계와 미
국의 적대적 분할국들에 대한 전략변화, 그리고 전략무기 확산에 대한 일
반적 경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미국의 지나친 일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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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외교정책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Ⅱ. 선행연구와 탈냉전 이후의 국제 안보환경
1. 선행연구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문제는 1988년 5월 이후, 북한 핵문제 등은 1994년
제네바 핵합의 이전 북한이 핵개발을 무기로 미국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펼쳤을 무렵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핵과 북한의 핵을 연
관시킨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수도 매우 적다.

1) 파키스탄-북한 연계 연구
2002년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연구총서에서 정영태(2002)는 핵확산이론
의 틀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정책과 북한의 핵정책을 비교하고 국가
안보의 확립이라는 개발의 동인이 비슷함을 밝혔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핵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된 것에 관하여는 신문보도를 인용하며 파키스탄의
북한에 대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원을 언급했을
뿐 더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지의 선임기자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한 바 있는 언론인 쁘라카시 난다(Prakash Nanda 2001)는 저널리스트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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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에 핵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무기 기술의 교환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인도-파키스탄, 남
한-북한, 중국-대만 등 세 분단국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세계 안보 유지
에 큰 장애가 된다고 전제하고, 그 가운데 인도-파키스탄과 남-북한 간의
경쟁적 양상을 기술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인도판 햇볕
정책인 구즈랄 독트린(Gujral Doctrine)3)을 비교분석하면서 파키스탄, 북한
과 같은 ‘미친 국가’(crazy states)들에는 소용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윤석(2002)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핵확산과 미국의 핵확산 통제에 촛점을 맞추어 연구했고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 등의 핵확산 동기 등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미국 핵정책의 불확실성,
한국정부의 영향력 행사 불가능 등을 지적했다.

2) 파키스탄 핵무기 및 그 확산에 관한 연구
파키스탄의 핵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한 부미트라 차크마
(Bhumitra Chakma 2009)는 파키스탄의 핵무장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각기 핵무장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파키스탄 핵문제의 전체적인 개
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의 핵억제를 위한 핵무
장의 수준과 미사일 능력을 조사하고 파키스탄 국내의 핵 명령과 핵무기
통제시스템을 다루었다. 그는 이어 파키스탄과 핵비확산조약(NPT: Non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3) 1996년 9월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발표한 남아시아 인접국들에 대한 불침공, 불간
섭 등 인도 외교의 5개항 원칙을 밝힌 것이다(Swami, Praveen 2007,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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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gency) 등 국제 핵거버넌스 체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마지막
으로 파키스탄과 테러집단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핵확산의 장
래를 예측했다.
한편 미국 코넬대의 매튜 크뢰니그(Mattew Kroenig 2011)는 핵확산 즉,
핵기술 이전 전반에 관해서 집필한 책에서 1942년 핵개발 이래 핵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진 모든 핵기술 이전을 민감성 여부로 구분하였다. 즉 핵기
술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진 것에는 ‘민감성’을 부여하고 평화적 이용에 그
친 것은 ‘비민감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핵프로그램과
파키스탄의 타국에 핵기술 이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에 대한 핵기
술 이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3) 남아시아 차원의 핵연구
그밖에 인도 혹은 남아시아의 핵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것으로, 아쇼크
카뿌르(Ashok Kapur 2011)는 남아시아의 핵무장화를 중국‧인도‧파키스탄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로 설명했다. 스리다란 E.(Sridharan E. 2007)는 자신
이 편집한 책의 국제관계이론 속에서 남아시아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
국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마리오 에스테반 카란자(Mario Esteban
Carranza 2009)는 남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핵질서와의 연계, 인도‧파키스탄
의 핵통제 체제의 확립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라제시 바스루르(Rajesh
Basrur 2008)는 남아시아를 냉전체제의 축소판으로 상정하고 미‧소 냉전
체제 시의 패턴과 핵보유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간 냉전 패턴을 비교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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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지구적 차원의 핵연구
또한 전지구적 차원의 핵문제를 다룬 연구서들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문제는 중심테마로 등장한다. 피텟트 라보이(Petet Lavoy 2007)는 앞으로
10년 후의 핵확산 가능성을 유럽, 중동, 동북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별로 예측해보았다. 무티아 알가파(Muthiah Algappa 2008)는 자신이 편
집한 책에서 핵무기 발전의 역사적, 전략적, 개념적 관점을 정리하고, 핵무
기 보유국의 핵정책과 비핵국가들의 핵정책들을 비교하며 핵무기와 핵안보
의 미래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본고는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
무장 요인과 핵기술 확산에만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냉전 이후의 국제안보환경
탈냉전 이후 파키스탄과 북한 같은 기존의 적대적 분할국가들이 일방 혹
은 쌍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21세기 ‘핵냉전시대’를 맞고 있다. 더
욱이 비국가행위자인 테러집단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핵
전쟁의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호전성이 강한 이란, 북한과 같
은 국가들도 핵보유국 대열에 속하고 있어 핵통제의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냉전시대는 과거 핵을 보유한 양 강대국의 대립
에 의한 냉전시대에서 이제는 핵을 보유한 테러집단까지 포함한 수많은 행
위자들 사이에 전개되는 다극적 냉전시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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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안보 개념의 대두
2001년 9‧11테러의 발생으로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비국가행위자를 비
롯한 테러집단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원자력 시설 등에 대
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의 ‘핵안보(Nuclear Security)’에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1차 회의를 2010년 워싱턴에서 개
최한데 이어 2차 회의를 2012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53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서울회의에서는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코뮈니케’를 채택한바, 여기에는 △ 핵물질
의 최소화 노력 △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불법거래 방지
△ 원자력 시설의 보호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의 상호관계 구축 △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

대 △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의 활용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코뮈
니케’가 채택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2)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핵안보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행태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반미성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같은 반미성향은 미국 주도의 핵
확산방지체제에 반대하여 오히려 핵확산을 더욱 확산시키는 경향마저 보이
고 있다. 일방주의 외교는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외교와는 달리, 미국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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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외교형태로, 국제사회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포
기한 채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국이기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
이다. 크뢰니그(Kroenig 2011, pp. 140-142)는 가장 활발한 핵기술 확산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 이같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 크게 실망하
여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미국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대표적인 반미국가
인 북한과 이란 등에 핵기술을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심각
성을 더해주고 있다.
유현석(2007, pp. 45-46)은 탈냉전 이후 국제적 지탄을 받은 미국 일방주
의 외교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가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미국이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이 도쿄의정서의 비
준이 자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함으
로써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유명무실케 했다.
둘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가 있다. CTBT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1996년 6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나, 이를 주도해온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한‧이란 등의 핵개발을 강력히 저지해온 미국이 CTBT를 거부한 것은 자
국의 핵우위가 국제협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
의 표현이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를 반대했다. ICC는 전쟁 및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로 2002년 76개국이 비준하여
발효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파병 미군이 정치적 동기나 제소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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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넷째, 일방적으로 이라크 공격을 결정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가 테
러리스트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
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의 동의를 얻어 군사적 공격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라크 공격을 감행했다.
다섯째, 이스라엘 제재를 위한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불참했다. 인종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남아프리
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미국은 불참했다. ‘시오
니즘과 노예무역에 대한 배상문제’가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면서도 자국의 이익과 결부되면 항상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Ⅲ.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전략무기 확산
1. 파키스탄의 핵개발
1998년 5월의 핵실험으로 공식적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핵개발 역
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핵개발을 완성하
고 제3국에 핵기술을 이전하게 되기까지 모두 4단계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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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단계(1954~71): 자체 핵필요성 생성기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분리독립 과
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핵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 핵에 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에너지, 제약, 식량 분
야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식견도 없었다. 또한 핵을 이용하기
위한 산업적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4)
그러나 1963년 파키스탄 정부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파키스
탄 핵과학기술연구소(PINSTECH: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
Technology)를 설립하여 연구용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 등 주요 시설을 건립
했다. 파키스탄핵연구원자로(PARR: Pakistan Atomic Research Reactor)로 알
려진 이 원자로는 5MW 농축우라늄 원자로로 미국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다. 1965년 원자력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파키스탄원자력에너지위원회(PAEC,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를 8개의 의학 농업 센터와 350명의 원
자력 과학자 및 기술자를 보유한 법정기구로 승격시켰다. 아유브 칸 정부는
제2차 국가5개년계획 중에 핵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4,650만 루삐 예산을 투
입하였다. 1965년 이후 정부는 예산을 계속 증가시켜 1968년까지 모두 3
억 2,400만 루삐가 투자하였고 미국의 원조로 4억 루삐 상당의 카라치 핵발
전소(KANUPP: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 Technology)를 건설
하였다. 이 원조는 미국의 ‘평화 핵(Atoms for Peace)’ 프로그램하에 핵에너
지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해 캐나다와
4) 영국령 하이던 1942년 인도에 설립된 ‘과학 및 산업 연구 인도위원회’ 산하 14개 연구실험실
이 분리 독립 후 파키스탄 땅에는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과학 측면에서 낙후되었다(Chakma
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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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MW급 중수로 건설협정을 체결하고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덧붙여
공장 가동을 위한 천연 우라늄과 중수 로를 제공받았다. 이같이 초기 파키
스탄의 핵기술 발전은 평화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졌으나 인도가 핵무기 개
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파키스탄도 핵무기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인도는 1962년 중인전쟁에서 참패한 뒤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적극적으로 핵개발에 나서게 되었던 것
이다.
1965년 제2차 인파전쟁이 발발하자 파키스탄의 정부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여론도 파키스탄의 안보상황과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핵무기 개발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당시 파키스탄이 가입하고 있던 미국 주도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인 동남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와 중앙조약기구(CENTO: Central Treaty Organization)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5) 미국은 당시 파키스탄에 원조를 지원하면서 인도에는 무
기수출 엠바고를 내렸다. 미국 측의 이같은 정책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파
키스탄은 이후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2) 제2단계(1971~90): 본격적 핵무장기
제2단계에서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강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기가 발생
하였다. 1971년 12월 총선결과에 불만을 품은 동파키스탄 폭동을 계기로
벌인 제3차 인파전쟁은 파키스탄의 전략적 입지를 극도로 약화시켰다. 동

5) 미국은 제2차 인파전쟁 시 파키스탄과 공동방위조약 체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국으
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키스탄을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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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몇가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첫째는 파키스탄이 인도보다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월등
한 열세가 입증되었으며 인도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국토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파키스탄은 인도를 동서 양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게 된 점이다. 셋째는 인도가 파키스탄마저
붕괴시키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넷째는 그동안 파
키스탄이 안보를 의지해왔던 미국과 중국 모두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는 사실이다.6)
1971년 12월 16일, 파키스탄이 다카에서 인도와 방글라데시 자유군의 연
합군에게 항복한 뒤 3일만에 줄피카르 알리 부토 전 외무장관이 군부 쿠데
타로 대통령에 추대되었다. 부토 대통령은 과학 기술 생산부에서 핵에너지
문제청을 분리하여 자신이 직접 책임을 맡고 부처간 핵문제 관련 협의기구
를 만들었으며 PAEC의 업무를 비밀화하여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도록 강화
했다. 이듬해 1월에는 파키스탄 과학자 회의를 소집하여 핵무기를 3년내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다.
1974년 3월에는 핵개발을 위하여 PAEC 내에 코드네임 ‘Research’인
‘Wah 그룹’이라 불리는 부서를 설립했다. 이 무렵 1974년 5월 인도의 포크
란에서 행해진 ‘부처의 미소’라는 코드네임이 붙은 인도의 핵실험은 파키
스탄으로 하여금 인도 핵에 대한 억지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
하였다. 인도 정부는 ‘평화적’ 목적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파키스탄 측은 뉴
델리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며 많은 엘리트들이 부토에게 인도에 맞설 핵무

6) Chakma(200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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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개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이전부터 핵재처
리 관련 시설의 도입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1973년 2월 프랑스와
의 비밀협약에 성공, 핵개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1975년에는 파키스
탄 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A. Q. Khan)이 네델란드에서 귀국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카라치대학을 졸업하고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네델란드 우렌코(Urenco) 그룹의 핵발전소에 근무하던
칸은 이듬해 우라늄 재처리 프로그램인 ERL(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ies)
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이 실험실은 후에 KRL(Khan Research Laboratories)
로 개명하여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주도하였다.7) 1976년 7월부터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우라늄 도입을 위한 새 루트를
모색, 아프리카 니제르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하여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
에 나섰다.
1977년 5월 구테타로 집권한 지아 울 하크 장군도 핵개발 추진에 적극적
이어서 국가원수로 있으면서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과 서방 각국들의 억제로 핵 기술 및 핵 물질의
획득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이 글렌-사이밍턴(Glenn-Symington) 수
정안8)에 의해 1979년부터 파키스탄에 대해 경제 및 군사적 원조를 단절하
게 되자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파키스탄에 새로운 핵개발 동
력을 제공해주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파키스탄이 공산주의 남하를

7) 칸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적은 Frantz and Collins(2008), The Man from
Pakistan, pp. 30-4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8) 정영태(200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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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새로운 전선국(戰線國, Frontline State)이 되자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미국은 글렌-사이밍턴 수정안에 의해 폐기되었던 파키스탄
원조를 즉시 재검토하게 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4억 달러의 원
조를 제안하였으나 지아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의 새 정부와 유리한 협상을 꾀한 결과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확장정책
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1981년 32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원조
패키지를 제시하였다.
이어 1980년대에는 파키스탄의 핵확산 의혹과 관련해 파키스탄에 대한 경
제적, 군사적 원조 등을 제한하는 솔라즈(Solarz) 수정안과 프레슬러(Pressler)
수정안 등이 무효화되었다. 결국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지아 집권초 엄청난
경제난에 허덕이던 파키스탄에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주었고, 핵개발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1986~87년 사이 인도군이 라자스탄의 파키스탄 접경지
대에서 행한 인도 역사상 최대의 기동훈련인 브래스택스(Brasstacks) 훈련
은 파키스탄 군부를 놀라게 했으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위한 민감한 핵물질 원조는 1981년부터 1986년까
지 중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 설비를 건설
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우는 한편 두 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um)를 이전하고 핵무기 디자인을 공유했
으며 핵확산의 전략적 이론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9)

9) Kroenig(2011),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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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단계(1990~98): 인도 핵 대응전략으로의 핵무기 개발
파키스탄 핵개발의 세 번째 단계는 냉전의 종식이 임박한 국제질서 환경
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소련의 갑작스러운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파키스
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소멸시켜 파키스탄은 다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워싱턴은 파키
스탄에 대해 형벌적 응징을 가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1985년 이래 의회에
파키스탄이 핵폭발 설비를 갖지 않고 있다는 보증을 해오던 것을 거부하였
다. 그에 따라 프레슬러 수정안이 작동하게 되어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요청한 28대의 F16전투기에
대해 대금 4억 3천만 달러를 받고도 무기 인도는 법에 의하여 거부하는 상
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어 1990년 1~5월에 카슈미르분쟁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제4차 인파전
쟁의 양상을 띄었다. 이때 파키스탄은 핵무기 부품들을 조립까지 해놓았으
며 뉴델리 또한 파키스탄의 핵공격에 대한 핵응징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위기 이후 남아시아에서 양국간 핵경쟁은 더욱 첨예화되었고 또
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서, 그동안 묵인해왔던 파키스탄에 대한
핵제재를 원위치시켜 각종 핵설비에 대한 국제 사찰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었다. 1994년 8월 나
와즈 샤리프 전 총리는 한 대중집회에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확인했
다. 그가 연설한 곳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수도인 무자파르바드로 인도
가 카슈미르의 통제선을 변경시키려는 일방적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었고,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미국의 압력에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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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취하려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남아시아에 대한 주요 핵 비확산 조치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체계에 대해 상한선을 긋고, 감축하며 최종적
으로 제거한다는 입장(cap, reduce and finally eliminate)’10)을 발표했다. 미
국의 이같은 태도는 카슈미르문제에도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카슈미
르에서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대신에 시믈라협정11)의 기초 위에서 양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지지했다. 더우기 인도판 프레슬러 수정안인
Lagomarsion-Wilson-Kostmayer 수정안을 미 의회가 거절하고 미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인도 측에 경도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도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 남
아시아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키로 했던 28대의 F16
기를 제공해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파키스탄 의회는 파키스탄
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원위치시키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워싱턴의 비핵
화구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한편 1995년 4월 미국 뉴욕에서 NPT 연장
및 재편성 회의가 개최되어 NPT의 기한이 영구적으로 연장되었으나, 파키
스탄은 1968년 이래 NPT에 서명을 거부해오고 있는 인도가 서명하지 않는
한 서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포괄적핵실
험금지조약(CTBT: Comprehesive Test Ban Treaty)에 대해서도 인도의 입장
에 자국의 입장을 연계시켰다. 파키스탄이 CTBT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10) Chakma, op. cit, p. 31.
11) 방글라데시 독립으로 동파키스탄의 분리를 가져온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후 1972년
7월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향후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체결된 협정. 양국간의 문제
를 쌍무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가 우월한 입장에서 체결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Simla_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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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인도의 ‘핵실험 임박’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파키스탄은 드디어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이틀간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2주 앞서 인도가 행했던 5차례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행한 것이
다. 인도의 핵실험 뒤에 파키스탄이 뒤따라 행한 것은 오랫동안 인도 지향
적 핵 입장을 취해왔던 파키스탄답게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인도의 핵실
험이 1998년 5월 11일과 13일에 수행되었는데 그것은 파키스탄에 엄청난
전략적 압력을 가져다 주었다. 활발하게 국내에서 핵정책 토론을 야기시켰
다. 비록 2주 동안 파키스탄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취할 대응의 본질은 무엇
일까 토론을 벌여온 대로 파키스탄은 마침내 자국의 과거 패턴을 좇아 6번
의 핵실험을 실시했던 것이다.

4) 제4단계 (1998~ ) : 핵기술 이전 시대
파키스탄 핵개발의 제4단계는 핵개발 후 제3의 국가에 핵기술을 이전하
고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추구할 시기이다. 1998년 인도와 파
키스탄 핵실험 이후 미국은 1968년 NPT체제 수립 이후 30년 동안 진행해
온 미국의 핵확산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 제재는 글렌 수정안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비핵국가가 핵폭발장치
를 폭파시켰을 때 미국정부가 광범위한 제재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국제재정기구(IBRD, IMF, ABRD 등)로 하여금 비인
도적 차원의 차관 및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국제기구 및 국가
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재정기구(IBRD, IMF, ABRD
등)로부터의 비인도적 차원의 차관 및 대출 금지와 기타 국제기구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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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파키스탄은 이미 1985년부터 프레슬러 수정안에 의한 제재를 받는 중이
었으므로 미국도 이렇다할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뿐만 아
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NPT에 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PT 밖
에서 이루어지는 핵확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던 것이다. 국제적인 핵확산
억제조치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추가적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무기
용핵분열물질감축협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WMD를 운반
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항공기 개발 억제, 수출통제 등을 강화했다. 미국은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로 ‘테러와
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은신처인 파키스탄 북서부와
아프간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키스탄과 협력관
계를 재구축해야했다.
한편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이 인도‧파키스탄 양국의 대립관계에 기
인한 것임에 따라 핵안전을 위해서 양국간 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했다. 핵
실험 4개월 후인 1998년 9월 인도의 구즈랄 총리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
리가 유엔총회 참석 중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0월에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필요한 신뢰구축 조치, 양호
한 통신체계 구축, 국경선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구축, 에너지분야 협력, 그
리고 카슈미르분쟁까지 포함한 내용을 논의했다. 그 결과 1999년 2월에 양
국간 정기버스 운행협정이 체결, 2000년 2월 20일 정기버스를 통한 양국
정상회담이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려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의 신뢰구축, 탄도미사일 실험 시 상호통보, 캬슈미르문제 해결을 위한 노
력, 상호 내정불간섭,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핵실험 정지상태의 지속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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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2)
그러나 이 무렵 북한, 이란, 리비아 등지에 파키스탄의 핵기술이 이전되
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전 세계의 관심이 파키스탄에 쏠렸다. 2002년
미 정보국이 북한에서 발견한 비밀스러운 핵농축 공장이 파키스탄에서 제
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슬라마바드는 부인했다. 2003년 8월에는 이
란 정부가 자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인정했
다. 더 놀라운 것은 리비아가 2003년 말 미국, 영국, IAEA에 칸 빅사와 칸
네트워크가 원심분리기와 부속, 기술, 운용장비, 기술자 교육, 심지어는 무
기 디자인까지 일체를 리비아에 제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파키
스탄 정부가 칸 박사의 핵확산 활동을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압력을
제기했다.
2004년 2월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 박사가 파키스탄 국영
TV에 나와 자국민을 상대로 핵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데 대한 사과 방송을
했다. 다음날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국가안보
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사면을 선언했다. 또한 칸 박사와 네트워크가
핵기술 이전에 포함되었을 뿐 파키스탄 정부나 군부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이후 칸 박사는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으나 2년 후인 2006
년 5월 연금에서 해제되었다. 칸 박사의 사죄는 핵확산 관련 국제사회의 압
력에서 벗어나고자 파키스탄 정부가 꾸민 연극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12) 이윤석(2002),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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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키스탄의 핵기술 이전-북한, 이란, 리비아
글로벌 핵확산의 문제는 제1핵시대에는 공급 측면을 강조하여 핵기술 획
득을 위해 외부적 소스에 의존했다. 따라서 NPT 중심의 글로벌 핵확산 통제
체제는 공급자들의 정책적 협조와 핵기술 및 노하우의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더 이상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중단시키자는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75년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1987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설립 등은 핵무기 확
산의 예방에 있어서 공급자 측면을 강조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 시대에는
핵무기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확산 사례는 적었다.
그러나 이같은 긴밀한 협조체제는 제2핵시대에 들어서는 국제화의 심화
와 신생국과 비국가행위자의 증가 등으로 핵기술 및 핵물질이 확산될 수밖
에 없었다. 즉, 이 시대에 들어 새롭게 핵기술을 갖게 된 제2그룹 국가들의
핵능력 신장은 핵무기 확산의 통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되었다. 파키스
탄과 북한, 파키스탄과 이란, 파키스탄과 리비아 등의 핵협력은 이같은 제2
핵시대의 새로운 핵확산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제2핵시대의 새로
운 특징은 핵보유를 추구하는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의 등장과, 국가
대 국가의 기술이전이 아닌 개인 핵기술 집단의 네트워크에 의한 사적 기
술이전의 등장이다. 9‧11테러 이후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 국제
테러집단이 꾸준히 소형 핵무기를 탈취하려 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와 같이 국제 핵 블랙마켓에 국가 차원이 아닌 사적, 개인적 차원
에서 기술을 암매하는 현상은 매우 위태롭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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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 네트워크의 실체
칸 핵 밀매 네트워크의 뿌리는 파키스탄 당국이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구했던 비밀스러운 핵무기 조달 루트이다. 칸 박사
는 파키스탄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
다. 칸은 네델란드 우렌코 알멜로 플랜트의 연구원이자 트레이닝을 받은
야금학자로, 1970년대 중반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기여했다. 그는 파키
스탄으로 돌아올 때 비밀리에 우렌코사의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카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핵기술은 NSG나 MTCR 등 다양한 국제 핵확산 통제
기구들에 의한 공급규제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다. 파키스탄
이 그것을 획득함으로써 70년대에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파키스탄이 원심분리기를 설치했으며 전반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어 앞서 있다면 국제적인 소스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장비 등을 비밀리에 확보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파키스탄 당국은 비밀 핵확보의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민감한 기술
에 대한 수출제한 때문에 서방 주도의 핵통제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다양한
기술을 마련했다. 칸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구축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
에 독자적으로 카후타 공장에 원심분리기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장
비들을 수입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그는 다른 나라에 핵기술과 핵물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바로 핵 블랙마켓의 수입과 수출을 뒤바꾼 것이다.
그 네트워크는 활동범위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남아공, 스위스,
남아공, 두바이, 그리고 가능한 다른 국가들로 급속히 확대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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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을 피하고 선진공업국들의 현존하는 수출통제법을 우회하기 위하
여 정교한 실행기술을 발전시켰다. IAEA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그 네트워크의 실례를 소개했다. 즉, 한 국가에서 디자인한
핵구성물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다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
국을 통하여 선적하였고, 네번째 국가에서 조립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완성품의 사용은 다섯번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3)

2) 대리비아 기술이전
파키스탄과 리비아의 핵협력은 1974년 알리 부토 총리가 리비아 국가원
수 무아마르 알 가다피와 핵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협약
은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대
가로 핵무기를 포함한 민감한 핵물질과 핵기술 등을 제공받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후에 취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리비아에 후속 기술이전이 촉진
되었다.
리비아의 핵문제는 1969년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트리폴리 당국은
기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장차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초단계로 민수용 기
반시설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파키스탄과 핵협력을 하게
되었고 1970년대 초 양국은 비밀스럽게 핵관계를 발전시켰다. 이같은 관계
를 발전시키는 파키스탄 측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72년부터 시
작한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원조이고, 다른 하나는 니제
르로부터 우라늄을 들여오는 데 리비아를 경유지점으로 활용할 목적이었

13) Chakma, op. cit, pp. 107-108.

42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다. 아마도 리비아는 1970년대에 1억~5억 달러 정도 재정을 원조해주고, 니
제르로부터 얻은 핵연료인 옐로우케이크 450톤을 공급해주었다. 파키스탄
은 1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들여 18명의 리비아 과학자들을 교육시켰으며
많은 수의 파키스탄 핵과학자들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기술을 이전하였다.
양국간의 핵관계는 1977년 지아 울 하크의 구테타 성공으로 부토 총리가
축출되자 위축되었다가 1979년 군사정부가 부토를 처형하면서 완전 중단
되었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핵거래는 부토 총리와 카다피 원수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 친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파키스탄과의 거래
가 중단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핵기술을 이전 받기를 추구하였으나 1980년
대 중반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리비아 자체에 핵분야의 기술
자가 부족했고 국제시장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리비
아의 핵개발은 1990년대 중반 칸 네트워크와 선이 닿으면서부터 재개되었
다. 1995년 7월 칸과 그의 네트워크에 의해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부활이
비밀리에 개시되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트리폴리는 핵기술과 관련
된 거의 모든 장비와 물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칸 네트워크
의 이같은 노력은 2003년 리비아 정부의 핵포기 선언으로 무위로 돌아가
고 말았다.
2003년 12월 19일 트리폴리 당국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도 갖고 있지 않
다고 발표했다. 정부 성명은 “리비아 정부는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핵 관련
장비, 물질, 프로그램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모든
무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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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이란 기술이전
파키스탄의 핵기술이 이란에 이전된 것은 1987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양국 원자력위원회의 대표들이 비밀 핵협력협정에 서명하면서부터 시작되
었다. 이어 칸 네트워크는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공
급했다.
이에 따라 칸은 1988년 P-1원심분리기 부품들을 이란으로 선적했다. 바
로 그 무렵 KRL(칸연구소)은 보다 성능이 좋은 P-2 모델을 새로 개발하였
다. 1995년까지 칸은 2천개의 P-1 원심분리기를 이란으로 보냈으며 이란
과학자들은 적어도 500개를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적으로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칸 네트워크는 이
란에 P-2 원심분리기를 보냈으며 테헤란이 우라늄 농축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 소스 리스트를 제공하여 구입케 한
것이다.
2003년 6월 이란의 나탄즈 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High-enriched
Uranium)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는 이미 5%가 넘는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
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란 관리들이 그 출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IAEA 사찰관들이 파키스탄으로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파키스
탄이 대이란 핵기술 이전으로 국제사회 의심을 받게되자 지아 울 하크 대
통령은 평화적 목적 이외의 협력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 이란을 보호함
으로써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고자 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란에 어떠한 민감한 핵물질도 제공한 바 없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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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국 칸 네트워크의 공여 행위가 파키스탄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졌
으리라는 의혹은 떨치지 못하고 있다. 칸이 파키스탄 정부의 개입없이 대
대적으로 핵물질 및 장비를 선적하여 이란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대북한 기술이전
파키스탄과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발
전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부터 재래식 무기를 거래해왔다. 1971년 제3차
인파전쟁이 끝난 뒤 고갈난 재래식 무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북한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양국의 재래식무기 분야의 협력이 1980년대에 핵무기와
미사일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양국은 이란‧이라크 전쟁(1980~88)이 발발
했을 때 대이란 무기수출에 공동보조를 취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관련 무기들은 이란 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14) 파키
스탄은 인도보다도 훨씬 앞선 1980년 대초부터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엄격한 국제시장의 제한과 서방국가들의 공급 카르텔 등에 의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미사일 개발을 위한 새로운 루트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과 북한을 통하는 새 루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무렵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처리 기술 등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같은 핵
기술들은 파키스탄에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
럽게 양국간 핵과 미사일 분야의 전략적 협조가 이루어졌다. 1993년 12월

14) Squassoni(200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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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녀와 김일성은 전략적 기술의
교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결론지었다.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기
술을 파키스탄에 넘기고 파키스탄은 핵기술을 넘겨주는 교환을 했다. 베나
지르 부토의 친한 친구로 영국의 명망있는 언론인인 시얌 바티야는 회고록
에서 부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때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핵관련 기술을
담은 CD를 넣어가 김일성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15)
구체적으로 핵물질이나 장비를 이전하는 과정은 칸과 그 네트워크가 책임
을 지게 되었는데, 칸은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이 작업을 수행했
다. 칸은 핵물질 수출에 있어 파키스탄 군용기를 이용했다. 2000년 초 리비
아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해준 C-130 수송기에 싣고 원심분
리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을 공급하게 되는 시기는 북한이 미국을 비
롯한 국제사회에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지원을 받기로 한 제네바
핵합의에 서명한 직후이기 때문에 보다 비밀리에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파
키스탄과 북한의 핵기술 협력은 이같은 배경하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체
결된 양국간 공식적인 협정 내용에 따르면 “평양은 노동미사일 혹은 대포동
미사일 프로그램의 모든 부품들, 12~25기의 노동 미사일, 그리고 차량식 발
사대(TEL: transporter-erector-launcher), 자주 발사대(MEL: mobile-erector-launcher)
한 기씩을 파키스탄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16) 대신 북한은 비밀스런 우
라늄 농축기술 제공을 파키스탄에 요청했다. 북한이 1994년 미국과 제네바

15) Kroenig, op. cit., p. 139.
16) Chakma, op. cit., p. 118.

43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핵합의를 이룬 상태에서도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별도로 추진한 것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플루토늄에 기반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데 대한 대
비책으로 파악되며, 결국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는 대서방세계에 대한 기만
술에 불과다.17)
파키스탄과 북한간에 이같은 파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이익이 일치,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파키스
탄 당국은 북한의 입장과 자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장 때문에 파키
스탄의 핵기술 이전을 칸 박사와 그의 네트워크가 개인적으로 행한 일로
치부하고 했으나 몇가지 점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18) 첫째,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했다. 파키스탄은 인도
에 대항하여 핵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견고한 탄도 미사일 능력을 찾고
있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위상 저하에 따른 취약성의 노출 때문이다. 북
한은 소련의 소멸로 전통적 후원국을 잃은 채 단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에
맞서야 했고 파키스탄은 미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전략적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셋째,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체제의 영향이다. 파키
스탄 정부는 핵무기와 전략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경쟁적 기관에 의한 경쟁
적 추진 전략을 구사했다. 즉, KRL과 PAEC 두 기관이 그것인데, 칸 박사
가 지휘하는 KRL은 가우리(Gauri)미사일을, PAEC는 샤힌(Shaheen)미사일
을 개발했다.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흡사했다. 넷째, 파키

17) 핵무기 제조기술은 크게 농축우라늄 핵폭탄과 플루토늄 핵폭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에는 플루토늄에 관한 규제만 있었지 우라늄 농축에 관한 규제는
없었다. (Squassoni, op. cit., p. 5.)
18) Chakma, op. cit.,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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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과 북한의 재정난은 자연스럽게 전략적 기술의 상호 교환으로 이끌어
갔다. 파키스탄은 탈냉전 후 프레슬러 수정안의 강화로 심한 경제적 어려
움을 겪었고 북한 역시 수년째 미국 무부의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어 각종
재정적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칸
네트워크의 거래는 파키스탄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 안보 및 국방정
책 결정에 있어 군부의 역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칸 박사가 고위당국 혹
은 군 고위층으로부터 권한 부여 없이 이같은 작업을 행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칸 박사는 평양과의 핵거래를 3명의 참모총장들이 알고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들은 압둘 와히드(1994~96), 자한기르 라마트(1996~98),
페르베즈 무샤라프(1998~2007) 대장들을 가리키는데 복잡한 군부 내의 권
력구조가 얽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가 계속 부인을 해도 이상과 같은 정황증거로 보아
파키스탄 정부가 핵기술 이전에 개입한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파키스탄
내부의 복잡한 핵 관리구조, 문제 투성이의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책임 시
스템 결여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파키스탄이 핵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국가통제국(NCA)를 설립한 이후에도
핵기술 이전이 비밀리에 계속되었다는 것은 파키스탄 정부의 비개입 주장
을 반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만일 NCA 설립 후에도 칸과 그 네
트워크가 비밀리에 핵거래를 했다면 그것은 파키스탄의 핵통제 능력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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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의 핵무장과 전략무기 확산
1.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로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종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 제고를 위해 이미 1980년대 말에 군사
력 전진배치, 기계화 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
가 전진배치 등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였다.19)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
이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탈냉전시대를 맞으면서 북한의 전력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가 1990년 9월과 1992년 8월에 각각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북한의 위
상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
발시 자동개입조항을 폐기시키면서 북한의 안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러수교 무렵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구소련에 제출한 비망록에서
“군사조약을 유명무실화할 경우 우리는 무기를 스스로 조달할 수 밖에 없
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외부에 의존하던 무기 즉, 핵무기를 자체 능력으로
보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 이전인 1980년대 이후
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무기지원은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북한 내
부적으로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추가적인 군사력 건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남북한 재래식 군

19) 이윤석, 앞의 책, p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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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의 격차는 1980년대에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남
북간 군사력 균형을 위해 북한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 이외에 찾기 어려웠
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탈냉전시대 미국의 위협을 방지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보유의 필요성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1990년대 들어 핵 및 화생방, 전력 미사일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는 대외적으로는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체제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연합군사력에
대한 위협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여타 어느 지역보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왔는데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안보의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인식을 더 한층 심화시켰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남한을 달래준다는 명목하에 지속적
인 핵안보정책을 천명했다. 1975년 제임스 슐레진저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
견을 통해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며 북한 남침 시 핵무기에
의한 대응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프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핵전
쟁 대비 훈련으로 보였다. 특히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미군 2명이 살해
된 후 미국이 1976년 8월 대규모 핵능력을 지닌 미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핵위협은 정점에 달하였
다.20)
북한의 핵개발은 또한 김일성이 김정일에의 권력승계를 위한 하나의 수

20) 정영태, 앞의 책,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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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개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근거를 구축했으며 1990년 5월
제9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으로
군사적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
년 ‘원수’,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정‧군의 중요한 분야에
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으며 그 뒷받침 수단으로 핵개발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21) 북한의 핵개발은 또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탈냉전 초기 북한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그리고 식량난
의 삼중고를 고려할 때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발언권을 보장해 줌
과 동시에 미국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들이고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전략무기 보유 동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군사전
략적 동기, 두 번째는 국내정치적 동기, 세 번째는 대미 협상력 증대를 위
한 국제정치적 동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
련 최대의 핵연구소인 ‘듀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하여 연구케
하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현
재 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전문 인력만 약 3천 명에 달
한다. 또한 북한에 매장된 우라늄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소련의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
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을 자체 개발했다.
또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

21) 이윤석, 앞의 책,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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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1993년 NPT 탈퇴선언과 함께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소위 ‘핵카드’를 활용한 벼랑끝전술로 미국과 협상
을 개시, 마침내 1994년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 측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정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서’에 극적으
로 합의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욱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가입도
거부하는 한편 1997년 유엔연례군축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
로 일관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특사 방북 시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바로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이
듬해인 2003년에는 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유엔안보리 상정
논의를 시작하자 그해 10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
된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베이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다자회의로 6자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회담이 개최되었고, 2005년 9월 제4차 회
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항 공동성명(9‧19공동성명)’
이 채택되어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북한
의 위조달러 발행과 자금세탁 문제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 문제로 6자회담이 표류하게 되었다. 북한은 그 와중에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10월에는 첫 핵실험을 단행하였
고 이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 6자회담은 2008년 6차회담까지 열렸으나 북한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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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잇따른 유엔안보리의 제재 가운데서도 2013
년 1월 미사일로 추정되는 은하3호 로켓발사에 이어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2.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 이전
북한은 앞선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핵개발을 추진해오면서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3국 수출도 꾸준히 지속해왔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을 감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제3국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 미사일 무기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우고 이집트에서 수
입해온 스커드 미사일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 착수,
스커드B와 스커드C를 개발 생산했다. 1990년대에는 노동1호와 대포동1호
를 개발했으며,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개발기술을 확보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2006년 7월 대
포동2호를 비롯해 노동, 스커드 등 중‧단거리 미사일 7기를 동시다발적으
로 시험 발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9년 4월에는 ‘광명성2호’ 장
거리 로켓 발사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으며 2013년 1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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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3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은하3호는 북한 최초의 실용위성 발사용 우
주발사체로, 광명성3호를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 개발과 함께 수출에도 꾸준히 힘썼다. 미국의소리
(VOA: Voice of America) 방송이 미국 비확산관련 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시장의 진화’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87년
부터 2009년까지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탄도미사일 약 1천
200기 가운데 510기(42.5%) 가량이 북한산이며 북한이 주로 수출한 국가는
이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등이
다.22) 북한은 특히 이들 국가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개별 장비와 물자, 기
술뿐만 아니라 이를 한데 묶은 ‘완전한 형태의 미사일 시스템(full missile
system)’까지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정부의 미사일 판매 요청에 부응, 당
시 연합국들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걸프지역
에 설치한 봉쇄망을 피해 지중해의 시리아를 통해 수출하는 등 오랜 역사
를 갖고 있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위키리
크스의 폭로를 전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에 무
기를 수출하며 필요한 첨단 기계 및 부품을 대만‧스위스‧일본 등을 통해
들여오는가 하면, 독일과 홍콩의 금융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주고받는 등
제한적이지만 비밀스러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북한의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첨단 미사일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정밀기계와 부품을 예상 밖의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

22) ｢한반도뉴스 브리핑｣(2011), 미국의 소리(VOA).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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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압 프레스 같은 정밀금속기계는 대만의 회사들로부터 수입하고, 컴퓨
터 선반은 스위스 회사로부터 들여오며, 수 톤에 이르는 특수강철은 중국
으로부터 들여오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제작하여 예멘, 스리랑카, 우간다 등
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2) 화생방 무기
북한의 화생방 무기는 1980년대 이후 비대칭 전력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
현재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
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포탄 절반 가량이 화학탄
이어서 개전 초기단계에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
욱이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
입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3)
2013년 8월 시리아 정부가 반군 진압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국제사회에 드러나면서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에서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했으며 미국의 동
맹국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4) 이에 대해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시리
아에 대해 제재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할 것이라고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23) ｢북한의 화학무기｣(2013), 한국일보, p. 10. (9월 2일).
24)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458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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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화학무기에 대해 미국 국방정보국의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현
재 안젤로 스테이트 대학 교수인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박사는 시리
아 화학무기의 북한 연계설과 관련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팔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계약에 따라 시리아에 두 개의
화학무기 제조시설을 설계하고 지어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런 일의 대부분은 북한 군부가 맡아서 했고 당시 두 곳의 화학무기 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며 시설 내에 북한 측 군사고문들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
면서, 그 중 한 곳에 북한은 화학무기용 탄두 재료와 포탄은 물론 이것들
을 스커드 미사일과 결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
혔다.25)
벡톨 박사는 시리아가 이같이 북한과 협력을 맺고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
상 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걸프전 때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기 편에 서서
싸워주도록 지원한 수천만 달러의 사우디 지원 자금으로 시리아가 그 돈으
로 북한으로부터 화학무기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밝히고, 오늘날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란이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북한‧이
란‧시리아의 3각관계에 이슬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헤즈볼라에 WMD를 포함한 무기 공급
은 물론 관련 시설을 지어주기도 하고 헤즈볼라의 야전 사령관들을 최소
20년 이상 훈련시켜오고 있으며 결국 지금 북한은 두 개의 병력, 즉 시리아
군대만이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지원하고, 그런 와중에 이란은 막후에서 필
요한 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25)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7458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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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같이 북한이 비국가 테러단체에 WMD 등 민감한 전략무기를 공
급한 것은 헤즈볼라뿐 아니라 스리랑카 내전 당시 타밀 반군, 이란혁명수
비대 등에도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비국가 테러집단 핵무기 이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핵안보
국제체제에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핵무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파키스탄을 통해 도입한 핵기술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에서는 북한이 핵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불법 판매할 수 있는 국
제연결망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핵 밀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이미 시리아
와 버마를 상대로 핵기술을 수출하거나 거래한 전력이 있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26)
그 밖에도 북한이 2010년 이란에 미사일과 핵기술을 판매하기 위하여 담
당 회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핵기술 관련
비밀협정을 체결한 사실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짐바브웨에 무기를 공급해
주는 대신 수도 하라레에서 260Km 떨어진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는
데 이 광산은 적어도 45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약 2만 톤의 우라
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26) ｢한반도뉴스 브리핑｣(2013), 미국의 소리(VOA).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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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핵무기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테러단체들의 핵무기 보유는 시간문제
로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Ⅴ. 적대적 분할국의 핵보유 이후 대미전략 변화
이상에서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보유 과정과 핵보유 이후 다양한 전략적
기술의 제3국 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양국은 몇가지 유사점을 갖
고 있다. 첫째는 모두 2차대전 이후 식민 종주국으로부터 분할 독립되었으
며 적대적 분할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종교적 이유
로, 북한은 한국과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분할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
이후 60년 이상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상호간에 동족상잔의 전
쟁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의 적대적 관계에 미국이 개입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적대적 분할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적대적 관계정
립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적대적 분할국들의 핵보유 이후 미국과의 관계와
분할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고 있느냐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1. 대파키스탄 제재와 전략변화
1)미국과의 관계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을 한 2주 후에 핵실험을 강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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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적대적 분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가 동시에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
당시 전 세계는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도‧파키스탄 접경에서 핵전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의 국경지대는 인구밀집 지역이어
서 그 피해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 미국과 대립적 입장에 서
게 된 것은 적대적 분단국인 인도와 동시에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미국
이 인도에 대해서 핵을 인정하여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한 반면에 파키스탄
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중국과 함께 G2시대가 개막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인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인
도와 핵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인도의 핵을 인정하면서 인도의 손을 들어주
게 되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리비아, 이란, 북한과 같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
을 골라서 핵기술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기술들을 전해준 이유는 미국의
일련의 배신행위에 대한 앙갚음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불량국가들을 지원해줌으로써 미국을 곤경에 빠트린다는 것이
다.27)
2차대전 후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남하정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파
키스탄과 긴밀한 동맹체제를 구축한 이래 많은 외교적 관계를 지속해왔지
만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적 가치 판단에 의해 우호관계를 수시로 번복해왔
기 때문에 파키스탄인에게 끼친 심리적 배신감은 매우 컸다. 특히 탈냉전

27) Kroenig, op. cit., pp.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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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이 파키스탄에 보인 배신적 행위와 곧이은 9‧11 테러사건 이후
또다시 파키스탄에 협력을 구걸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파키스탄의 지도층
들은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배신감을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서 그 같은 미국이 단일 패권국으로 등
장하자 파키스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것이다. 소련이 붕괴한 상황에서 남아시아는 물론 중동 지역이나 세
계 어디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게 집중적
으로 핵기술을 이전한 것은 막강한 미국의 힘을, 핵무기 확산을 통해 제한
해야겠다는 파키스탄 나름대로의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대한
파키스탄‧중국 주도의 ‘전략적 도전’ 연맹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남아시아정책에 있어서 파키스탄과 상호동맹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인도와 몇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의 침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1980년대에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기술 이전을 기도한다는 이유로 경제, 군사적 원조를
중단하기도 했다. 파키스탄과 미국의 동맹관계 추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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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키스탄과 미국의 동맹관계 추이

시기

사건

파키스탄 기대

미국의 태도

미‧파 동맹관계 수립
①상호방위조약(1954) 인도와의
1950
②SEATO 결성(1954) 문제에서 미국의 파키스탄 편향정책
년대
③Bagdad 조약(1958) 전폭적 지원
④미‧파협력협정(1959)
1962 중‧인 전쟁

1962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의 중립

‒

대인도, 경제‧군사원조
(중국 응징 차원)

비고
파키스탄 안보의
미국 의존 심화

파키스탄 강력 항의

*인도 군사원조 시 파와
소련과 강력한 대치
사전 협의
로 전선국가 다독일
*카슈미르 화해 거부 시
필요성
인도 원조 중단 약속

1965 제2차 인‧파 전쟁

상호방위조약에 *중립표방
의거, 미국의
*인도, 파키스탄 동시
당연한 지원
무기수출금지

1971 미‧중 화해관계 수립

파키스탄 중재에
중국과 직접 대화로 파키 파키스탄, 배신감
대한 미국의
스탄 역할 불필요
느낌
보상

1971
제3차 인‧파 전쟁
~72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의
당연한 지원

*상호방위조약은 공산주
*파키스탄 국토분단
의 침략의 경우 발동한
*미국 불개입에 대
다는 이유로 거부
실망
*미 불개입선언

1979 소련, 아프간 침공

미국의 대대적
원조

*파키스탄정책 전면 재 *파키스탄에 대한
수정
전략적 중요성 재
부상
*패키지원조 제공

1989 소련, 아프간 철군

미국의 지원
계속

*소련 철수, 전략적 가치
*파에서 대금을 지불
소멸
한 F16 28기, 미국 인
*프레슬러 수정안 거부,
도 거부로 분노
군사판매 금지

1998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

미국의 핵
보유국 인정

인도 편향적

*각종 경제제재 가함

*테러와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 재부상
*핵제재 부분해제

*파키스탄 지식인,
미 협력의 진정성에
회의감

2001 9‧11테러 발생
2006
미국, 인도 핵 인정
~2008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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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양국 핵
동시인정

파키스탄 대실망
중국과 접근

인도 핵만 인정. 미‧인핵 파키스탄, 거듭
협력협정, 인도 지원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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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
포 당시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각종 원조를 재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원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물론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에 입각한 외교정책 원칙에 의해 취한 조
처였지만 당하는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조치에 신뢰가 가
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2) 대인도 전략변화
한편 파키스탄과 인도는 양국이 동시에 핵을 보유하게 된 1998년 이후
여러차례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핵무기 사용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
으며 오히려 양국관계가 평화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8년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의 핵실험 이후 갈등 및 화해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인도‧파키스탄의 핵보유선언 이후 갈등과 화해 관계

시기

갈등

98.5 양국 핵보유 선언
99.2

화해

비고

국제적 비난 및 감시 강화
바지파이 인도총리 델리에
<라호르선언> 28)라호르협정
서 파키스탄 라호르로 상징
체결
적 버스 투어

99.5
카르길 국지전 발발
~7

인도 측 524명,
파키스탄 측 696명 사망

99.12 IC814기 하이재킹

파키스탄, 부인

00.1

인도, 납치범 5명 송환요구 파키스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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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시기

갈등

비고

<아그라 정상회담> 무샤라
철도, 도로 등 전반적 교통
프 파키스탄 대통령, 인도
재개29)
아그라 방문

01.7

01.12

화해

인도국회의사당 테러
공격

파키스탄 지원 게릴라단체
소행

02.5
국경 충돌 위기
~6

인도 측 800명 사망,
전비 10억달러
신뢰구축방안(CBMs) 증진을
<뉴델리 정상회담> 만 모한
통한 양국관계의 긍정적 발전
싱& 페르베즈 무샤라프
추구

05.4

07.2

델리-라호르 국제열차
폭파 테러

양국 승객 68명 사망, 인도군
힌두근본주의자 소행

08.11

뭄바이 시내 무차별 테
러공격

시민 173명 사망, 파키스탄 정
부지원 게릴라단체 소행

11.2

뭄바이 테러 이후 중단된 양
국 대화 복원

12.4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MFN
양국, 무역 및 투자 관계개선 자격 획득, 파키스탄으로부터
FDI 제한 철폐

12.9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자료: 필자 작성.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간에는 핵보유 이후에 몇차례 국

28) 라호르선언(Lahore Declaration)은 1985년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동시
선언으로 국제적인 비난 및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양국의 정상이 대내외적으로 평화 제
스쳐를 보이기 위해 바지파이 인도 총리가 버스를 타고 펀잡주의 와가 국경을 지나 파키스
탄의 라호르로 가서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내용이다. Zeb and Chandran(2005), pp.
101-102.
29) 양국의 육상통로는 현재 버스 노선은 3개, 기차 노선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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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돌과 테러행위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적인 관계개선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국 정부간의 신뢰구축방안(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증진을 통한 긴장완화 노력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역 및 다양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이 돋보이고
있다.30)

2. 대북한 제재와 전략변화
1) 미국과의 관계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의미 이외에 미
국에 대한 존재과시 즉, 대화 촉구 의미가 크다. 핵실험 이후 남한에 대한
전략적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2009년 2차 핵실
험 이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동결, 핵
불능화 등 핵 미보유국에 대한 제재를 위한 협상보다는 과거 냉전시대 미
국의 대소련 군축협상과 같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의 협상을 요구하
고 있다. 2013년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외교부 박길연 부상이 미
국에 대해 ‘핵군축협상’을 제의한 것은 이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의 핵보유를 불용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취해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이
30) 라윤도, 앞의 책, pp. 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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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과
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대미외교에 있어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적성국에 사용하는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목적에 따라 △ 외교활동 제한 △ 경제
관계 단절 △ 무역관련 △ 국제적 테러행위 관련 △ 대공산권 제재 △ 인권관
련 제한 등 모두 6가지가 있는데 북한에는 이들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만의 징계의 한계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발의하는 경우
가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엔 차
원의 제재조치를 표로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제재
결의안

1695호

채택시기

이유

대북한 요구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중단
2006.7.15
발사 실험 ∙ 조건없는 6자회담복귀
∙ NPT/IAEA 조기복귀

제재내용

∙ 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과
금융자산 이전 방지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 WMD, 재래무기 관련 물
발사 금지
자, 사치품 무역금지
∙ 탄도미사일, 핵프로그램
∙ 제재 대상 개인, 단체 금
중단
융자산 동결, 출입국규제
∙ 6자회담 복귀
∙ 북한출입 화물 검사
∙ NPT/IAEA 복귀

1874호

∙ 제재결의안 1718호 금수
∙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품목 모든 무기, 관련 물
발사 금지
자 확대
∙ NPT 탈퇴선언 철회
∙ 선박 화물 검색 강화
∙ 6자회담 복귀, IAEA
∙ WMD, 미사일 관련 금융
복귀
거래 무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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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제재
결의안

채택시기

이유

대북한 요구

제재내용

2087호

∙ 제재대상 기관 6 곳, 개인
∙ 추가 탄도미사일, 핵실험
4명 추가
은하3호 로 금지
2013.1.22
∙ 북한 금융기관 모든 활동
켓 발사 성공 ∙ 추가도발 시 안보리
감시강화
중대조치
∙ 대북 수출 통제 강화

2094호

∙ 선박에 추가해 항공기를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용 제재 대상에 확대 포함
대량현금 차단
∙ 북한 외교행낭 감시 강화
∙ 전면적인 무기판매 및
∙ 촉구 또는 권고 형식이던
무기개발 근절
기존 제재규정 중 절반이
상 의무화함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주: 2013년 현재.
자료: 필자 작성.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 미사일 혹은 핵실험으로 인한 수
많은 제재조치가 누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대외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제3차 핵실험으로 그동안 북한이 밀수에 주
로 활용해오던 외교행낭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다. 또한 그동안 대부분
권고에 그쳤던 제재조치들을 절반 이상 의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
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다 차단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북한이 소위 불량국가들과의 거래나 국제 블랙마켓을 이용하는 것도 이
들 제재조치에 의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
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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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의 관계
북한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대남 우호정책과
적대정책을 번갈아가며 보여왔다. 김대중정부와 뒤이은 노무현정부 때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금강산‧개성 관
광, 개성공단설치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두 차례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행
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한간의 갈등 및 화해관계는 [표 4]
와 같다.

표 4. 탈냉전 이후 남북한 갈등과 화해 관계

시기

갈 등

1990

화 해

남북고위급회담

금강산 해로관광 개시

99. 06 북한, 1차 연평해전 도발
00. 06

북경비정 NLL침범
6.15남북정상회담

02. 06 북한, 2차 연평해전 도발
03. 02

이산가족상봉 개시(08)
북경비정 NLL침범

금강산‧개성 육로관광 개시

06. 10 북한 1차 핵실험
07. 10

이듬해 남북기본합의서
교환
북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
지대 임무포기 선언 (1996.
04)

북한 잠수함 침투 강릉 앞
96. 09
바다 좌초
98. 11

비 고

유엔 대북제재 1718호
10.4남북정상회담

08. 08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

북한, 금강산 관광객 살해

09. 06 북한 2차 핵실험

유엔 대북제재 1874호

10. 03 북한, 천안함 폭침

한국군 4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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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시기

갈 등

화 해

비 고

10. 11 북한, 연평도 해안포 공격

이산가족상봉 중단

12. 12

김정일 사망/ 김정은 부상

13. 03 북한 3차 핵실험

유엔 대북제재 2094호

13. 05

북한,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13. 09

개성공단 재개

자료: 필자 작성.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도발은 간헐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
험 전후에 대남 도발에 대한 새로운 특이성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의 핵실험 이후의 대남전략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장 과정과, 리비아, 이란 등 주로 불량
국가들에 대한 이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파키스탄은 적대적 분할국인
인도와 수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 상황에서
동맹관계에 있던 미국의 제재 강화 태도 및 인도 편향정책 등에 실망감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핵무장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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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원래 국토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리돼 있어 인도에
대한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토 면적과 인구 등에
서 인도에 비해 엄청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제3차 인파전쟁에서 패
배하고 국토의 절반인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되자 전
략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
의 축적 등으로 인해 인도로부터 심한 안보 위협을 받게 되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는 이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필연적인 선택
이었다. 파키스탄은 이후 국가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도 최대의 지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한 수교 및
남한 중시 정책 등으로 독자적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계속되는 경
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조치 등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핵
무장 선택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으로 국제안보의 방향이 수
정되면서 다소 바뀌게 되었다. 즉, 국가 대 국가가 대결하는 전면전 양상에
서 테러집단의 비대칭적 공격에 대비하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정된 것
이다. 이와 함께 핵전략 역시 종전의 ‘핵 비확산’에서 이제는 비국가행위자
인 테러집단의 핵무기 보유 즉, ‘핵안보’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소수의 핵보유국이 NPT 체제를 확립하여 타국의 추가적인 핵보유를 제한
하던 제1핵시대에서 다수의 핵보유국이 다수의 국가 혹은 테러집단의 핵확
산을 제한하는 제2핵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
령이 2009년 핵무기 확대를 금지하는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2010년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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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탈냉전 이후 새로운 핵질서는 테러
집단에 대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핵안보’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자체 핵무장에 그치지 않고 뒤이어 주로 탈냉전 이후
습득한 핵기술과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주로 불량국가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샀다. 앞에서 논해온 파키스탄과 북
한의 핵무장 및 핵확산 이유, 그리고 확산 대상국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5]
와 같다.

표 5.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장 및 확산 이유

핵확산 이유
국가

핵무장 이유

확산국가
자체 이유

미국 관련

∙ 적대적 분할국 인도에
∙ 경제적 군사적
대한 전략적 대응
∙ 외화 획득
제재 심화
북한, 리비아,
∙ 탈냉전 이후 후원국
파키스탄
∙ 교환을 통한 타
(미국, 중국) 소멸
∙ 미국에 대한 심 이란 등
무기 획득
∙ 국제적인 위상 제고
리적 배신감
∙ 군부정권의 패권장악

북 한

∙ 적대적 분할국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확보
∙ 탈냉전 이후 후원국
∙ 미국의 각종 제
∙ 외화 획득
(소련, 중국) 소멸
재에 대한 반발
∙ 제재 피한 경제
∙ 미국의 적극적 압박에
∙ 미국에 대한 적
거래선 확보
대한 대응
개심
∙ 정권세습의 정당성
확보
∙ 국제적 위상 제고

파키스탄,
이란,시리아,
미얀마, 예멘,
등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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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구를 통해 파키스탄과 북한의 전략무기 보유 및 적극적 확산
에서 몇가지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보유의 측면에서 보면, 첫
째, 적대적 분할국 인도, 한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를 핵무기에
의한 전략적 우위로 커버하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탈냉전 이후 적극적 후
원국이 소멸한 상황에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선택이었다. 셋
째, 국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파키스탄은 군사정권의
지속적 유지,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
습의 과정에서 전략무기 보유가 불가피했다.
다음으로 확산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비밀리에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무기의 물물교환 방식을 활용했
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 이후 필요성이 높아진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발달해 있음을 알고, 때마침 핵기술이 필요했던 북한과 쌍
방의 필요에 의한 교환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은 배신감 혹은 적개심에 의한 보복성 확산의 특징을 갖고 있다. 파키
스탄은 미국과 냉전시대 소련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상호동맹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입각한
외교정책은 파키스탄에 많은 피해와 당혹감을 주었다. 특히 탈냉전시대
의 도래로 소련이 소멸하자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소멸한 파키스탄 카드
를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파키스탄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형언
할 수 없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향한 도발을 계속해왔으며 독자적 미사일 개발,
핵기술 개발 등으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잇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면서도

∙ 458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민감한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처한 파키스탄과 북한이 핵기술 및 전략무기들을
대부분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불량국가들에게 확산시킨 것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결국 미국의 국익우선 대외정책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는 여전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핵냉전시대의 또다른 확산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국가 행위자인 테러집단의 손에 핵무기가 이
전되는 것이다. 이는 핵안보 개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의
최고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행히 파키스탄은 정부와 군부가 상호협력하여
핵무기 승인절차를 분절화하였고 핵탄두와 발사체를 분리 보관하는 등 당
분간 핵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의 통제구조는 베일
에 가려져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헤즈볼라를 비롯한 중동의 테러집단 및 세계 각국
의 반정부집단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국
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같은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이 더 강력한 핵과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을 버리고
인도의 핵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듯이 만일 한국과의 관계보다
는 북한과의 평화관계 유지가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남북한
간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같은 관점에서 2013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외교‧국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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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 기
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진정한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6자회담 당사국들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과 ‘불가침협정
(non-aggression agreement)’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밝힌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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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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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South-East Asia, India·South Asia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도/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러시아/몽골,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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