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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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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
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
유 및 가스, 광물 등 자원 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
한 부문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경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
치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
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을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5∙

머리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의 연구 활성
화를 위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터키’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 9개 지역(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집 발간을 통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
구기관의 협력이 증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
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논문의 선정
단계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의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
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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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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1)

하 상 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멕시코의 온실가스 배출원 분석: 2000-2010
Ⅲ.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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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지속가능성

Ⅰ. 들어가며

2013년 그동안 12년을 집권한 멕시코 민주행동당(PAN)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통해 멕시코의 새로운 행정부를 맡은 멕시코제도혁명당(PRI) 출신
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 개혁

*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 전략지역심층연구: 지역연구 논문사업’의 적
극적인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동시에 전략지역 및 국가(라틴아메리카/멕시코) 선정과 논문
주제(기후변화 정책)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대학중점사업(NRF–
2009-413-B00004)과의 연관성도 십분 고려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졸고를 심사해 주신 심
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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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논쟁이 멕시코를 포함해서 미주 대륙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오
랫동안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발전과 에너지 소비 패턴 그리고
소유권 및 개발운영 부문에서의 국가통제 강화(에너지 국유화)를 경험해온
멕시코 사회에 에너지 개발의 사적투자 허용 개혁안이 최대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동시에 이는 오늘날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낮추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문제 제기는 오늘날 멕시코 사회가 에너지 개혁을 통
해 경제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 양상은 두 전략 사이의 딜레마와 양쪽 부문에
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충돌 및 국가발전 전략의 균형 유지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1)
사실 멕시코 정부는 탄화수소 부문(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산업에 대하
여 1938년 라자로 카르데나스(Lazaro Cardenas; 1934-40) 정부가 국유화 선
언을 한 이후 헌법으로 자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명문화해 보호해왔다. 하
지만 2013년 현재 페냐 니에토 행정부는 이미 고착된 에너지 관련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개혁을 강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사회를 향한 멕시코 정부의 개혁은 이제까지 실시해온 일련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과의 균형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미 멕시코 의회
를 통과한 중요한 2개 법안 수정안의 내용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등 멕
시코의 전반적인 에너지 투자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회사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경제발전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1)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이 기후변화 제도화를 방해할 것인가?: Will Mexico’s Energy Reform
Hamper its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http://breakingenergy.com(2013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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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으로 멕시코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경제성장, 특히 탄화
수소 의존을 탈피한 신(新)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 강화
전략을 채택했다. 대조적인 두 개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채택했다는 사
실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20세기 이후 멕시코의 에너지(석유) 개발사를 고찰해 보면, 지난 75년 동
안 멕시코는 가장 큰 석유 수출국(특히 미국에게)이었지만 2004년 일일 석
유 생산량이 380만 배럴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일일
생산량이 296만 배럴에 그쳤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20년에 이르면 멕시
코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타개하고자 이러
한 에너지 개혁안을 수립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의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오일 피크(oil peak)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2) 현재 멕시코는 잠재
적으로 석유 보유량이 140억 배럴에 달하며 셰일 가스는 260조 입방피트
(cubic feet)에 달한다(PEMEX 2013). 하지만 그런 반면 멕시코 국영석유회
사(PEMEX)는 멕시코 만(Gulf of Mexico)에서 석유탐사 및 셰일 가스 추가
확보와 관련된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특히 PEMEX가 창출하
는 이익의 약 3분의 1이 연방 예산으로 사용될 정도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
을 위한 멕시코 연방정부의 투자 여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3년 한 해에
만 26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듯이(New York Times 2013. 8. 12일자)3) 향
2) 멕시코는 세계 수준에서 9번째 석유 생산국이자 미국의 3위 석유수입국이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의 감소로 미국에 대한 수출도 2006년 일일 17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로 급감한 반
면 미국으로부터의 정제된 가솔린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http://www.nytimes.com/
2013/08/14/business/global/in-mexico-a-proposal-to-revamp-oil-policy.html?_r=0에서 인용.
3)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부문 해외 투자 추구”: “In Move for Economy, Mexican President
Seeks Foreign Investment in Energy”, http://www.nytimes.com/2013/08/13/world/americas/mexican-president-invites-foreign-investment-in-energy.html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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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외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개발을
위해 해외 및 사적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 개혁안은 2012년 4월 멕시코 정부가
통과시킨 ‘기후변화일반법(Ley General de Cambio Climático)’과는 다소 상
반된, 혹은 모순된 결정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의
‘기후변화일반법’은 2020년까지 200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줄
이고 2050년까지는 50%까지 감소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2024년까지 자국 에너지 수급량의 35%를 재생에너지로부터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두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일반법’의 목표를 고려하면 최근의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개혁은 서로 모순된다는 논리이다. 다
시 말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더욱 개발한다는 ‘기
후변화일반법’과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최근
2개 법안의 수정은 서로 상반된 정책이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 입안과 이행을 추진해오고 있
지만 많은 부문에서 공존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에너지(재생에너지 포함) 정책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
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한계’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부
문과 이슈에서 이러한 한계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목표로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멕시코
의 2000-10년 간 탄소 배출 현황과 다양한 탄소 배출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제3장에서는 2010년 멕시코의 칸쿤(Cancun) COP16 개최
이후 국제사회에서 자발적인 탄소 규제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멕시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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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정책적 노력들과 제도의 변화를 조명해 본다. 제4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멕시코 정부의 탄소 배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사실
규명(과학적 도구)과 이를 근거로 한 기후변화 정책 이행 방향성의 이행과
특히 실질적으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 및
한계들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 및 평가를 결론으로 마무리한다.4)
본 연구는 멕시코의 환경과 에너지 관련 기존 연구들인 ｢멕시코 환경보
호와 환경법의 제도적 발전과 한계｣(하상섭 2010)와 ｢라틴아메리카 기후변
화정책 발전 동인 분석: 브라질과 멕시코 비교｣(하상섭 2013)의 내용 중 멕
시코 기후변화 관련 연속성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분석 관
점과 사례연구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정책과 제도적 발
전 그리고 한계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정책의 동인보다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및 실질적인 사례가 보다 밀도 있게 분석되었다. ｢
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재생에너지 개발｣(문남권 2010)은 오늘날 멕시코의
에너지 부문 개혁과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위 연구는 에너지 공급의 위기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은 여러 다양한
대안들 중 하나의 선택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연구들은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정책, 기구, 법)에 대한 분석이지만 본 연구는 환경 및 에너지

4) 본 연구는 하상섭(2013),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정책 동인분석: 브라질과 멕시코 비교｣의
자료와 데이터를 십분 활용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멕시코의 온실가스배출 데이터
및 기본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일부 논의들은 다소 보완되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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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외에도 추가적으로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농업, 대기
(오염), 산림 등의 분야와 에너지효율성 부문 등에서의 추가적으로 멕시코
정부의 최근 정책적 접근도 몇몇 고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및 제도 강화를 설명하는 분석 변수로 대외적 변수들이 연구 및
수정되었다. 멕시코의 기후변화 정책 발전 및 제도화를 다른 국가와의 비
교연구가 아닌 개별 국가인 멕시코 만의 특징들 그리고 국가마다 상이한
다양한 변수들(농업, 에너지, 산림, 사회경제 측면, 대기, 국제협력)을 활용
하여 연구하였다.

Ⅱ. 멕시코의 온실가스 배출원 분석: 2000-2010

멕시코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틴아메
리카 지역에서는 남미의 대국인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많이 노출된 멕시코는 현재 장기간 동안의 폭염 시기 증
가와 빈번한 가뭄, 집중적인 호우현상, 빈번한 허리케인과 홍수 그리고 다
양한 산사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피해의 급증 때문에 멕시코는 비록 현재 온실가스감축 국제협상
(COP)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Annex I)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내 놓고 있다. 급증하는 온실가스 혹은 탄소배출의 증가(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증가)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접근을 해오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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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멕시코 정부가 노력해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규제 정
책과 이행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서 확인되고 있다. 멕시코는 여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기후변화 영향에 있어 다소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
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 및 경제(GDP)
규모, 에너지의 소비량과 연관된 탄소배출량 비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속
한 경제발전 및 GDP 성장률과 탄소배출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멕시코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 국가이다(표 1 참조). 물론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멕
시코의 탄소배출량은 아주 적은 규모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멕시코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토지이용 변경 증가, 빠른 산림황폐화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형태
의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CDM, REDD+)과 기술협력 강
화 차원에서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노력은 2010년 멕시코로 하여금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 개최를 가능하게 했다.

표 1. 멕시코의 인구/경제규모/에너지소비/이산화탄소 배출량(2009)

에너지 관련
에너지소비 백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 백만 톤
(oil equivalent) (%)
(%, 증가율 %)

국가

인구
(백만 명, %)

GDP 십억 달러
(%, 성장률)

멕시코

105 (1.6%)

1,086 (1.8, 3.2)

170 (1.5)

451 (1.5, 2.0)

세계

6610 (100%)

60.115(100, 3.8)

11.295 (100)

29,167 (100, 1.6)

자료: F. Rong(2010), p. 4583; 하상섭(2013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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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개별 국가들의 2000
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좌측은 총배출량, 우측은 토지이용변경
을 제외한 배출량), 상기했듯이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배출량이 많으며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배출량을 좀 더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멕시코는 토지이용변경
이외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에너지 이용(화석연료 이용), 교통과 운송 등에서의 에너지소비 배출
량이 상당히 많다(2000년 통계).

그림 1.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2000년 기준)

자료: De La Torre et al.(2010), p. 110.

토지이용변경 부문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소비 증가 관련 배출량에서 멕
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거의 절반이 넘는 배출량(55%)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림 1 참고). 특히 부문별 가중치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이용변경 부문을
제외할 경우, 멕시코의 배출량 비중은 13%에서 21%로 그 수치가 크게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지이용변경 부문만을 변수로 다시 고찰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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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의 경우와
는 상당히 비교되는 경우로, 토지이용변경 부문에서는 여타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은 그리 크지 않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2. 라틴아메리카 온실가스배출: 토지이용변경 부문(2000년 기준)

자료: De La Torre et al.(2010), p. 110.

[그림 2]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변경 부문의 몫은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마다 상이하며, 특히 산업발전에서 농업에 많이 특
화되어 있는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페루의 경우는
적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는 토지이용변경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멕시코의 경우는 총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토지이용변경 부문은 단지 15%에 머물러 있다(De La
Torre et al. 2010, p. 110).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및 산림 부문(LULUCF)’
을 제외한 부문,5) 즉 에너지공급, 교통, 거주 및 상업적 건축, 산업, 고체쓰

5) LULUCF의 개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온실
가스 인벤토리 부문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그리고 산림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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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 및 오폐수 분야 등의 변수를 고려해 멕시코의 배출량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각각 32%, 23%, 8%, 29%, 7%로 에너
지 공급(전력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이다. 물론 교통과 산
업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에너지공급 분야 뒤를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De La Torre et al. 2010, p. 111). 좀 더 영역을 범주화해 온
실가스를 대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를 생물권, 산림(산불), 도시 교통
및 산업 발전 등을 통한 화석연료 이용 영역, 해양 영역의 4 영역으로 구분
하여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배출량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멕시코의 부문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2000-09

자료: 하상섭(2013).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영역”으로 구분한다(UNFCCC 2012 구
분). 이 분야에 대한 UN과 국제환경기금(GEF) 및 국제사회의 노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에 대한 사항은 http://www.thegef.org/gef/sites/thegef.org/files/publication/LULUCF% 20brochure_web_version%20(1).pdf 참조.

∙ 18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멕시코의 이산화탄소 배출(2000-09)은 대부분
화석연료 이용의 증가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
로는 2003년-04년 사이 생물권 영역에서의 탄소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가,
2005년 들어 다소 급감했지만 이후에는 기존의 탄소배출량에 비해 점점 줄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림 부문(산림황폐화) 또한
2007-08년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부문에서 배출량 감소는 멕시코 정부의 많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과
이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도입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멕시코의 환경, 경제사회
발전, 미래 경제발전 부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다.
많은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에 대한 국내 영향은 멕시코의 농업 부문에 대한 심각한 영향[표 2]에서 확
인된다. 특히 극심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멕시코 경제사회 피해 증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정책적 대응 방안
으로서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전통
에너지원(화석연료)의 이용 패턴을 바꾸는 저탄소 경제발전 전략, 다시 말
해서 대체에너지원(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 등을 포함하
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6)

6) 본 데이터는 F. Rong(2010), p. 4585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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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영향(2003): 멕시코7)

국가

생산 백만달러(GDP에서 %)

생산변화 백만달러(생산변화 % / GDP 변화에서 %)

멕시코

25,043(4.0)

-8,856(-35.4 / -1.4)

주: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 대기에 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
로 농업의 생산량 증가에 혜택을 받는 작물은 여기에서 배제됨.
자료: F. Rong(2010), p. 4585에서 부분 인용.

[표 2]에서 보듯이 멕시코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03년 통계만 보아도 농업 생산량은 –35.4 정도로 급감했고, 이는
GDP에서 – 1.4로 감소하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F. Rong 2010, p. 4585). 특히 그 영향을 받는 분야 구분에 있어 농업 부문
은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 20
년 동안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 부
문에서 거의 80%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는(특히 옥수수) 등 대부분
농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EPAL 2007).
예를 들어,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멕시코는 역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산불(산림피해 포함)피해를 경험했으며,
1990년대 발생한 또 다른 극심한 날씨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는 특히 멕시
코 북쪽지역에서 주정부들의 수자원 관리 및 공급과 관련된 많은 갈등을
일으킨 바가 있다．21세기 초(특히 2005년)에도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멕
시코의 농업 생산량은 무려 13%나 급감해 멕시코의 식량안보에 막대한 피
해를 주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기후변화와 이로부터 발생한 영향은 멕
7) 멕시코의 경우, 2008년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산업의 비중을 보면 농업이
6%, 2차 산업이 29%(이 중 제조업은 18%) 그리고 제3차 서비스 산업이 66%의 비중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rld Bank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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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 농업 부문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했으며 특히 산림과 목초지에 영향을
주어 멕시코 산림의 67%가 건조기후 혹은 열대림으로 변할 전망이라는 심
각한 경고도 존재한다. 산림지대가 건조해지면 멕시코 중앙과 남부 지역에
사바나 기후지대가 형성되어 점점 자연화재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지역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종의 멸종 문제 등과 더불어 농업 생산
량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다(FAO Note, Mexico Country
File, 2009, p. 2; 하상섭 2013, [그림 4] 멕시코 농업발전 장애요인, EMERICS
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멕시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작물은 멕시코 국민의 주식인 옥수수이다. 현재 멕
시코의 경작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농업 지역에서 생산 작물 중 50%를 차
지하고 있지만(2009년 통계, 그림 5 참고), 옥수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중에
특히 극심한 가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여 생산량이 극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FAO가 발표하는 2020년 멕시코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에 의하면, 멕시코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옥수수 생산량은 점차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옥수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어 옥수수 생산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존재하고 있다(토지 질 악화 약 4.2% 예상). 물론 기후변화가
긍정적인 영향도 준다. 예를 들어, 옥수수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작물로 밀이나 귀리와 같은 농작물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하상섭 2013). 이러한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혼
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멕시코 농업 부문에 더욱 중요한 생산량의
위기는 목초지의 감소로부터 야기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한 FA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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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2009년)에 의하면, 2020년 6%, 2050년까지는 약 13.2%의 목초지 감소
가 예상되며 멕시코의 북쪽 지방이나 멕시코 중앙 지역에서 이러한 감소
현상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그리
고 빈번한 가뭄 현상의 증가,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토질의 악화
그리고 더욱 광범위한 형태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전염병의 증가 등은 향후 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다소 복합적
인 문제로 멕시코 농업경제는 물론 경제사회적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미래 위기가 존재한다(IIASA, Mexico Country File 2009, p. 3; 하상섭
2013 인용 및 참고).

그림 4. 멕시코 농업발전 장애요인

자료: FAO Note(2009), “Climate Change Aspects in Agriculture: Mexico Country File,” p. 2
인용.

[그림 4]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멕시코 농업 부문의 발전
장애는 잠재적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막화 현상 증가, 토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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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당한 강수량 공급 시스템의 붕괴 및 냉해 증가, 심각할 정도의 토질
악화와 지역의 확산 등에서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 멕시코 옥수수 생산량 변화

(단위: %)

자료: FAO Note(2009), “Climate Change Aspects in Agriculture: Mexico Country File,” p. 3
(Jan).

[그림 5]에서 주지하는 바는, 농업 생산 특히 옥수수 생산량의 피해가 멕
시코의 북동부 쪽에서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남동부 지역도 위험 수
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 생산량 감소와 주식인 옥수수 생산
량 감소에 따른 미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위기의식은 사
실 국내 차원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책의 제도화
강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처음으로 멕시코 정부는 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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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멕시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멕
시코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한 변
화,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등을 분석변수로 포함해 농업 부
문에 대한 정확한 기후변화 영향과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8) 거의 10년이라는 연구 및 전략 마련 기간을
거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접근도 병행하였다. 2007년 멕시
코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전략(ENACC)’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식화
해 탄소배출 감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과 대
응 전략을 위한 지방정부 및 국가의 능력(state capacity) 향상을 목표로 다
양한 대내외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다(2013, 멕시코 환경부
및 자연자원부 -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보고서,
pp.18-23 참고). 이러한 제도 발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2012년
6월 멕시코의 펠리폐 칼데론(Felipe Calderon) 행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일
반법(General Climate Change Law)’이다. 이러한 멕시코의 기후변화법 채택
은 기후변화에 대해 멕시코 정부 스스로 자발적 규제 제도를 명시화함으로
써 특히 라틴아메리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

8) 멕시코 정부는 2001년 6월에 1994-98년 사이 멕시코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2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특히 향후 미래 방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작성하였다. 2006년 11월
에 들어 보고한 3번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가보고서는 1993-2002년 사이 멕시코 토지이용
변경을 포함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작성되었으며, 특히 수자원, 산림과 농업 분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취약성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3
번째 국가보고서 작성의 특이점은 기존과는 상당히 다르게 멕시코 정부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대학,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시
민사회 참여, 즉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준 보고서라는 특징을 갖는
다. 2009년에 제4차, 2012년에는 제5차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상섭(2013), EMERICs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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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제도적 접근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전문가들
은 분석한다.9)
이러한 자발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지표의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른 대응 차원의 접근이라
고 분석된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 이미 글로벌 차원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모델을 멕시코가 리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이미 OECD 국가인 멕시코의 경우(1994년 가입) 국가 위상 재고는 물
론 이에 부합하는 멕시코 국민의 경제사회적 삶에 대한 고려(표 3)와 에너
지 소비 패턴(표 4) 전환 등을 위해 새로운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를 모색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F. Rong 2010, p. 4585).

표 3.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2010)

시기

국가

멕시코

2000~
2009

인구 영향
POP의 %
경제적 손실(US$)
GDP의 %

650,663
0.61
1,318,330
0.21

1990~
2009

인구 영향
POP의 %
경제적 손실(US$)
GDP의 %

428,301
0.46
1,025,421
0.23

자료: F. Rong(2010), p. 4585에서 부분 인용.

9) 기후변화일반법 제정과 이의 정책 실현을 위해 멕시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는 온실가
스배출을 2020년까지 현 배출량의 30%(2050년에는 50%)까지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특히 2024년까지 멕시코의 전력 부문에서 저탄소원(비-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의 몫을
35%(2050년에는 50%)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2013, pp.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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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멕시코의 경제사회적 피해는 19902009년 사이 20년 동안의 결과와 2000-09년 사이 10년 동안의 결과를 비교
해 보면, 그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점
증하는 경제적 손실의 증가와 피해 인구의 증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적 대응이 자발적 탄소규제 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겼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4. 연료 유형에 따른 주요 에너지소비 및 확인 매장량과 이용가능연수
(단위: %, 연간, 2008년 기준)

국가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 에너지소비: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매장량에 따른
매장량: 매장량:
이용 연수:
천연가스* 석탄*
석유*

멕시코

53

35

5

6

10

3

5

세계

35

24

29

12

15

15

51

주: 1) * 천연가스 및 석탄의 경우는 연간 멕시코 국내 총에너지소비 부문 대비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용 가능 연수임.
2) ** 수력, 원자력발전,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을 포함.
자료: F. Rong(2010), p. 4585 참고.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 소비에서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
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에서도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보다 규모가 크다. 하지만 [표 4]에서 보듯이 화석연료는 매장량과 생
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원 개발 차원에서 (신)재
생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전략으로 이미 정책
화되고 있다(문남권 2010).
물론 위와 같은 국내 농업 생산량에 대한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의 증가,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 개발 등의 다양한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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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현재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인 탄소규제 정책 도입
과 같은 국내 변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외적인 변수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발전 중인 탄소배출권
(CERs) 거래 및 금융 혜택(표 5)의 증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국제협력
과 리드 국가로의 위상 강화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면 왜 멕시코가 자발적
인 탄소규제 국가로 전환을 강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10)

표 5. 등록된 프로젝트 및 예상되는 연평균 CERs(2009)*

국가

등록된 프로젝트

예상되는 연평균 CERs

멕시코

118(6.4%)

8,948,550(2.8%)

세계

1831(100%)

318,699,336(100%)

주: * 탄소배출권(CERs)은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줄어든 배출량의 감
축분에 대하여 발행된다.
자료: http://cdm.unfccc.int 참고.

멕시코 칼데론 정부는 2009년 멕시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
화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 협력 아이디어인 ‘그린펀드(Green Fund)’를 주창
해 많은 국제적 호응을 얻었다(영국,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등). 특히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멕시코의 자발적 탄소 규제 정책은 더욱
발전해 갈 것이라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국제협상 의제에서 멕시코의 목소
리가 반영되기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10) 탄소배출권(일명, 탄소배출감축증명서)은 교토의정서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합의된 룰에 의해 특히 배출 감소를 위한 청
정개발프로젝트(CDM) 참여를 통해 배출감축 인증서를 일명 ‘탄소신용’ 방식으로 시장에
서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행기관은 CDM Executive Board이다. 더 자
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Certified_Emission_Reduc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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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기금인 ‘그린펀드’는 유엔분담금 내에서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국
가의 경제규모, 탄소배출량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일종의 쿼터를 정하
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만큼 해당국에게 배분되는 일종
의 보상펀드 개념으로 이 과정에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펀드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국제
환경기금화 및 기술이전 협력)으로 합의된다면, 멕시코는 2012년 이후 연
간 5,000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1) 이러한 멕시코 정부
의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및 환경기금 정책 제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자발적인 온실가
스 감축 및 규제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 제안한 것으로 향후 멕시코가 기
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을 리드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인도, 브라질 및 여타 국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규제 국가로의 전환 계획은 UNFCCC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이후 2010 기후변화총회가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되었으며 향후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 및 협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1) 멕시코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가보고서 그리고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Programa Especial
de Cambio Climatico)’ 등에 의하면, 멕시코의 현 에너지소비 증가 및 경제발전 속도를 기
준으로 상정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농업생산량 감소 및 다양한 형태의 토질악화 문제를 포
함해 2020년에 이르러 멕시코의 온실가스(GHG) 방출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2013, p.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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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하는 국내의 다
양한 피해 증가, 특히 멕시코의 농업 부문, 자연재해 증가와 이로 인한 경
제사회적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도입 및
제도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량의 중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및 에너지소비 증가에 대한 취약성은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
들어 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특히 금융지원과 기후변화 정책의 국제적 공조 강화
및 국제적 리드 차원에서 자발적인 탄소규제 국가로 발 빠른 전환을 모색
하고 있음을 고찰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의 발전

1. 2012년 ‘기후변화일반법(GCCL)’
상기했듯이,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멕시코의 도전은 여타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며 글로벌 리드 국가이기도 하다. 저탄소 사
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전략과 제도 설정 및 정책 이행을 통해 가장
야심차게 도전을 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심각하게 노출
된 멕시코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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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위원회 구성, 장기적 비전 설정 그리고 국제사
회를 리드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마저 지니고 있다.
2012년 6월 멕시코의 펠리폐 칼데론(Felipe Calderon) 행정부는 멕시코
의회(상원, 2012년 4월)을 통과한 ‘기후변화일반법(GCCL: General Climate
Change Law)’에 최종 사인했다. 이러한 멕시코의 기후변화법 채택은 개발
도상국들 중에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대한 진전된 제도적 접근으로 상당
히 의미 있는 발전이다. 기후변화법 제정과 그 정책적 구현을 위해 멕시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는 온실가스배출을 2020년까지 현 배출량의
30%(2050년에는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와 특히, 2024년까지 멕시코의
전력 부문에서 저탄소원(비-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의 몫을 35% (2050년
에는 50%)까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2013). 205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재생에
너지 50% 대체라는 일종의 ‘50년’ ‘50%’, ‘50%’ 달성이라는 ‘Triple 50 구
현’이 멕시코의 향후 목표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에서 면제된 지위인 비구
속국가로서(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받은
OECD 국가는 멕시코와 한국이 유일)12) 비록 현재 의무국은 아니지만, 한
편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코펜하겐 약속 이행(COP15)을 위한 일종의 국제
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레짐(Climate Change Regime,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인 COP)을 주도해가고 있다. 이처럼 국제협력 차원에서 환경 외교적 접근
12)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COP3) 제3차 기후변화 당사
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 국제협약상 비-의무국가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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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한 현안인 멕시코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국내
에너지 문제, 산림황폐화 및 농업과 식량안보 위기 문제 등과 연계해 총체
적인 관점에서 멕시코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
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정책 사
례는 2008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법’ 채택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의 사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발전시켜 다양한 대체에너지(풍력, 태양
력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2. 재생에너지법과 정책 이행 인센티브
멕시코 정부는 2008년 ‘재생에너지법(Ley de Energía Renovable)’을 제정
하여 재생에너지 범주를 원자력을 제외한 풍력, 지열, 태양열, 소수력, 바이
오매스의 5개 에너지원으로 정의해 발전시켜오고 있다(문남권 2010). 이 5
개 에너지원이 멕시코 전체 발전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은 수준인 3.3%(2008년 통계)에 불과하지만,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 해외투자는 물론 국내 사적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전략은 현재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
지를 통한 전력 발전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열발전 490MW, 풍력 1125MW,
바이오메스 495MW, 소수력발전 1120MW, 태양에너지 발전 370MW(태양
열 및 태양광 포함)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멕시코는 화력발전을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에너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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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서 향후 기후변화 영
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정책적으로 마련했다. 이 재생에너지
원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풍력에너지
이다. 2008년 전 세계의 총 풍력 전력생산량은 120,800MW에 이르고, 멕시
코는 170MW 풍력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문남권 2010).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는 멕시코 국내 에너지
기구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에너지부(SENER)와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연방전력회사(CFE)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
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및 금융지원을 이행해오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면, 환경오염 방지 설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
비 수입 시 무관세, 재생에너지원 활용 인프라 고속 감가상가 혜택, 정부의
연구지원기관(CONACYT)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지원, 재생에너지
원의 송배전망 활용 허가,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펀드 활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문남권 2010).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제도 발전
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멕시코 시민사회의 인식도 빠
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멕시코의 환경자원부(2013) 보고에 의하면, 기후
변화 영향(극심한 날씨변화, 가뭄과 홍수의 증가 등)의 지속과 더불어 멕시
코의 기후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과 2080년 사이에 현재보다 약
2도에서 4도 정도 사이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온도 상
승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멕시코 중부의 강수량이 여름에는 현재보다 5%,
겨울에는 15% 정도 감소하여 심각한 농업 피해는 물론 보다 복합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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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더 큰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위기감의 공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멕시코 정부는 물론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는 의식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에는 재생에너지 시
장의 문제를 포함해 개발을 위한 경제적 장벽이 크다는 데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2010년 통계로 멕시코는 현재 전체 가구 중 약 2.5%가 전력공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종의 에너지소외층이다. 산
간벽지 등 농촌 지역에도 에너지소외 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용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 소외지역에는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전력 공급망을 확장 설치하는 것보다 태양열 발전 시설이나
바이오연료 활용시설을 갖추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제안
하고 있기도 하다(박열우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
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혹은 전력공급 부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급 설비를 갖추어줄 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적 부문으로부
터의 투자 유인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소 실효성에서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개발은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초기 투
자비용이 높고, 이익 회수 기간이 길어 사적부문 금융시장에서도 자금조달
이 용이하지 않은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경제적 장벽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
너지 정책 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멕시코 정부(CRE: 멕
시코에너지규제위원회)의 입장은 재생에너지 관련법 및 제도를 개정할 시
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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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족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준비도 안 된 상황이며, 특히 현재는 상
기했듯이 멕시코 에너지 부문 개혁에서 전통적인 화석연료인 석유분야의
개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생에너지 관련 법 및 제도 개정은 멕시
코 에너지 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참여 방식에 있어 기존의 에
너지규제위원회(CRE)가 가진 전력단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개인 발전
사업자에게 위임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
을 도입하고 연방전력회사(CFE)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외부효과(환
경오염 물질 및 탄소 배출 등) 비용을 법적 책임하에 부담하게 된다면, 재
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속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
을 하기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 추진비용을 보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며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기도 하다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2013).13)

3.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산림복원 정책 및 프로젝트
멕시코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 및 산림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1990-2005년) 멕시코의 산
림황폐화는 약 4만 8,000km2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황폐화 비율로 보면
동기간 동안에 0.5%로 대부분의 원인은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시키는 토지
13)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의 ‘해외시장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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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경, 불법벌채, 산림산업의 비효율적 관리, 인프라 건설, 불충분한 제
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 산림 1 헥타르 훼손은 20-170 톤의 이산
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것과 비슷하다(하상섭 2013, 비록 산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정부는
CONAFOR(2007)라는 기구를 두고 ‘프로아르볼(PROARBOL) 프로그램을
이행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탄소스톡의 보호, 탄소포집, 탄소치환 등의 프로
그램들을 운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이 탄소
와 더불어 온실가스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여(멕시코의 총 메탄가스방출
중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함: 1990-2002년 통계) 방목지의 복원
프로그램 개발과 농장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 기술 도입 등을 모색해 오
고 있기도 하다(하상섭 2013 EMERICs 자료 참고).

4. 교통 부문 정책을 통한 대기오염 방지 정책 및 제도 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
장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강화해 온 분야가 멕시코의 대기 질 개선 정책
및 제도 발전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대
기오염 증가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급증한 인간 활동(산업
활동)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멕시코시티는 300만 정
도의 거주자가 존재했지만 2000년에 들어 인구수는 6배 정도 증가해 1,800
만 명에 달하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 구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만
큼 대기오염도 증가해왔다. 오늘날에도 수도로서 수많은 정부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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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경제투자 중심지 그리고 산업과 금융 인프라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의 문제는 멕시코에서 가장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전략 개발 이전에도 이미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문제는 멕시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사회(국민건강과 복지) 및 환경 문
제로 인식되어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오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기오염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은 1990년대 들어 나타나
기 시작했다. 이후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대기에서
납과 이산화황,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줄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
로 분석된다.14)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으
로 1971년 멕시코 정부의 ‘환경오염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Feder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도입에서부
터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를 ‘연기와 먼지’로 구
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2년 환경보호연방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 이
를 수정해 최초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적 도입이 허용되었다.
비록 1985년 ‘국가생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cology)’가 설립되
었지만, 1980년대 초반 멕시코의 경제위기(예를 들어, 외채위기), 1985년 멕
시코시티의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정책적 이행은 사실상 뒤로 미루어졌

14) 대기오염 규제 조치들을 보면, “자동차 연료인 가솔린에서 납(lead)의 함유량 저감, 자동차
에 공해방지용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부착, 디젤연료에서 유황 저감, 다양한 산
업 활동 혹은 전력 플랜트에서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로 대체, 가정용 난방과 취사에서 액화
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의 개질” 등, 특히 에너지연료에서 대기오염원을 제거하
는 정책들을 고안해 왔다(Molina et al. 200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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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1980년대 중반부터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오존의 정도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거의
400ppb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되었다(Molina
et al. 2004).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압박과 더불어 멕시코 정부
는 멕시코시티 대기오염 통제를 위한 ‘21개의 긴급조치’(1986)와 이를 위한
‘100가지 행동 지침’(1987)을 마련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 발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대기오염의 책임을 연
방, 국가, 지방정부 등이 같이 공유함을 제도화한 1988년 ‘생태균형 및 환
경보호 일반법(LGEEPA: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행된 프로
그램들은 다음과 같다(Molina et al. 2004, p. 29). 오염통제 고안 장치와 오
염배출이 적은 엔진으로 국가운영 공용버스의 교체, 도시 전기 교통 네트
워크 확대(지하철과 시내 전차 포함), 일일 차량 제한(Hoy No Circula; 일명
HNC 정책으로 차량 번호판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
으로 20%에 달하는 일반 차량의 운행 금지 효과, 1989년 시행), 차량 배기
가스 검사제(일명 I/M; Inspection and Maintenance, 1988년 시행), 오염이 높
은 날에는 산업 활동과 차량 운행의 제한, 바예 데 멕시코(Valle de México)
지역 전력 플랜트들을 석유 연료에서 천연가스 연료로 점진적 전환, 고(高)

15) Molina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멕시코 정부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위와
같은 몇몇 정책 및 제도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의 정보, 체계적인 데이터 부족,
관련 기구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대기오염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멕시코
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통제를 위해 도입된 ‘바예 데 멕시코(Valle de México)’의 대기 질
개선 프로그램(1979년 차량 감소 및 산업 배출 감소를 통한)은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Molina et al. 200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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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산업을 시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Molina et al. 2004, p. 29) 등의 규제
및 오염 저감 조치들이 이루어졌다.16)
이러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이행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기술적으로 그
리고 금융적으로 국제협력을 받아 1990-95년 사이에 ‘대기오염방지 통합프
로그램(PICCA: Programa Integral contra Contaminación del Aire)’을 시행하
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대기에서 납을 제거하고 SO2, PM, NOx의
배출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배출 인벤토리, 모델
링 능력 배양 등 대기오염 측정 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자동차
연료 품질을 개선하고, 석유 가솔린에서 납 성분 함유를 낮추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였으며 자동차 공해방지용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부착을 의무화하고 차량배기가스 검사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그리고 전
력발전 플랜트에서 천연가스 이용을 증가시켰으며 토양 침식 통제를 통해
자연자원 복원에 힘쓰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PICCA 프로그램 이행과 감독을 위해 기존과는 달리 1992년
에 ‘오염방지 및 통제를 위한 메트로폴리탄 위원회(Metropolitan Commission
fo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를 창설해 정책 시행 의지를 높이는 한
편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후 1996년에는 PICCA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서 ‘PROAIRE(쁘로아이레; 친-대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17) PROAIRE는
5년을 목표 기간으로 멕시코시티 대기에서 탄화수소, NOx, 입자방출을 줄

16)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Lucas W. Davis(2008), “The Effect of Driving Restrictions on
Air Quality in Mexico C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1), pp. 38-81 참고.
17) 일명 Programa Para Mejorar la Calidad del Aire en el Valle de México(1995-2000)로 불린
다(Molina et al. 200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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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오존 집중의 모든 분포를 수정함은
물론 오존 피크를 줄인다는 구체적인 정책 이행 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 프
로그램의 이행은 또한 멕시코의 환경 정책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
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기오염과 관련해 보건 연구, 전염병 역학조사,
PM과 인간의 사망 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Cifuentes et al.
2001; Molina et al. 2004, p. 31).18)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와 제도의 발전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시티
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규
제 정책에서 특히 교통 부문에 대한 대응 정책과 연계해 가장 강력하게 기
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탄소 및 오염
배출 저감, 연료 개선과 대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산업 부문이나 상업 부문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들을 기후변화 대응, 특히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연계하여(예를 들어, 산업 플랜트 이전 배치, 재정
지원 및 세금 혜택을 통해 청정 기술 개발 등) 자발적인 탄소 규제 국가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 질과 관련된 토지이용과 교통 영역에서
메트로폴리탄 정책들의 통합 노력, 생태 복원과 산림복원 및 산림 화재 예
방 프로그램의 시행, 환경교육 리서치 프로그램의 도입, 환경보호 규제 제
도의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정책 노력을 해오고

18) 예를 들어, 이러한 관점에서 J.E.Gómex-Perales et al., “Bus, minibus, metro inter-comparison of commuters’ exposure to air pollution in Mexico City” 그리고 Luis Cifuentes et al.,
“Assessing the Health Benefits of Urban Air Pollution Reduction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Mitigation(2000-2020): Santiago, São Paula, Mexico City, and New York City”와
Michelle L. Bell et al., “The Avoidable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in Three Latin
American Cities: Santiago, São Paula, Mexico City” 같은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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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 오늘날 몇몇 성과들을 보면 일산화탄소와 아황산 수준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자동차 공해방지용 촉매변환장치
(catalytic converter)의 도입, 연료 질의 개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오염 저감 정책들을 살펴보
면 대부분 대기오염원 규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는데, 특히 도로교통에 주
로 이용되는 교통이용 수단들에 대한 규제와 오염원 배출 방지 정책이 눈
에 뛴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 정부는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대기 질 개선의
문제를 일반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대
기환경의 중요성과 공동감시시스템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오고 있
다(예를 들어, IMECA: Índice Metropolitano de la Calidad del Aire 참고).20)

Ⅳ. 멕시코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이행의 한계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자발적 탄소 규제 국가로의 전환은 이와 같
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들을 기반으로,

19) 산림화재에 의한 멕시코시티 대기오염과 대기 질에 대한 영향 평가는 A. H. Bravo et
al.(2002) 논문 참조.
20) 그러나 오존의 밀집, 부유입자상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멕시코의 대기오염 저감에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대기오염 확산은 방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멕시코시티 대기오
염 문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이 주장하듯이, ‘대기오염 모니터링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모니터링 전문가, 분석 전문가 등 - 부족 현상도 심각한 과제이다’(G.B.Raga et al. 2001, p.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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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대내외적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행되어
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및 에너지 발전 제도
(예를 들어 환경법, 대기 관련 법, 재생에너지법, 다양한 환경과 에너지 기
구 도입 및 역할 증대)를 기후변화 대응과 접목시켜 혹은 분야를 통합해 제
도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특히 부문과 분야별로 구체화해 다양한 기후
변화 실질 대응 정책을 마련해 자발적인 탄소 규제 국가로의 전환을 유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2000년대 들어 확인되는데 이 지역 환경
정책 결정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다양한 대
응 및 완화 전략을 담은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 정책적 전략 마련, 특히 기
후변화 국제협상에서 국제협력을 강화(기후변화기금 조성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변화는 멕시코를 포함해 브
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모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도입해 실질적으
로 탄소배출 감소 및 완화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가 목
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포함해 이 지역의 경우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새로운 관리체제를 통한 자연자원의 활용이라는 특징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2개의 거시적 방향과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현실적인 한계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먼저, 멕시코의 경우 기존 그리고 현재의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에 대한 이용 의존과 소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로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한다는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 및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산림
황폐화’를 막음과 동시에 ‘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는 정책(프로젝트)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국제기금을 마련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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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보상을 통한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관리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같
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례가 눈에 뛴다(Hall 2011). 하
지만 경제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인위적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차원에서 화
석연료 이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중인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은 녹색환경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에너지효율성’
을 개선하는 것이다(Augusto de la Torre et al. 2010). 예를 들어, 청정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Lokey 2009)의 확대
및 멕시코의 ‘저탄소 교통시스템’의 도입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ECLAC 2010). 좀 더 명확한 정책 선호도를 보면 멕시코 기후변화 관
련 전문가들 및 정책 결정자들은 ‘화석연료’ 및 ‘산림황폐화’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을 우선순위로 놓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
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역은 보다 자연적인 영향이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이 요구되는 반면, 인간(경제)활동 부문,
예를 들어 교통이나 제조업 등 산업발전을 위해 소비되는 화석연료의 소비
량 증가는 단기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토지이
용변경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황폐화는 온실가스(탄소) 흡수원을 급속
하게 제거해가고 있기 때문이다(Schwartzman et al. 2012).

1. 화석연료이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도입과 한계
언급했듯이, 2000년대 이후 멕시코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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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 펴오고 있는 정책은 화석연료이용 저감과 재생에너지(바이오
연료, 태양력, 풍력, 지열 등)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BNEF 2012).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기존의 석유 및 가솔린에 기반한 화석연료 사용 의존도
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경제적 인센티브(정부 보조금제도) 제
공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에서 나타난다. 특히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경제
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은 멕시코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오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도입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화 및 이의 제도화, 각종 세제 혜택 제
도 도입(feed-in tariff 같은 발전차액제도)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재생에너지 옥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격의 인상 혹은 확실한 수요의 확
대”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행되고 있다(Olivas 2010; Climate Score
2012).
게다가 멕시코는 코스타리카, 페루, 그리고 칠레와 더불어 이미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탄소
무역(탄소신용; Carbon Credits)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과 이의 입법화 과정
은 라틴아메리카의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분야 개발 잠재성을 높이고
있다. 많은 투자 유인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멕시코
정부는 2010년 자동차 ‘공회전 규제 제도’ 도입 등을 미시적으로 실천 가능
정책으로 입법화하기도 했다(하상섭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에는 저조하며 특히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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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주체가 몇몇 공기업(PEMEX 혹은 CFE)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 차
원에서 개발 투자는 저조한 상태이다.

2. 산림황폐화 감소 및 산림보존 관련 정책 도입 및 발전
2000년대 이후 멕시코의 기후변화 정책은 산림황폐화 방지와 생태 보호
지역 유지 및 확대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21) 멕시코는 산림보호에
대한 몇몇 보호프로그램(예를 들어, ‘PROARBOL’)들을 정책적으로 받아들
이면서 변화를 추구해왔다(Mexico Country Report 2009). 그 중에서도 산림
보호와 관련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정책 변화와 도전은 REDD+ 프로
젝트이다. 2012년 이후 이러한 REDD 프로젝트는 산림 보호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Hall 2011, p. 184).22) 물론 국제적인 기후
변화 협력 프로젝트 기능이 크지만 이러한 정책은 산림에 대한 탄소시장
그리고 탄소신용을 발생시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
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멕시코
는 산림 의존형 공동체 개념의 대안 생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림 관리 체

21) 아마존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보유한 라틴아메리카(특히 남미지역)국
가들은 산림악화 감소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D+) 활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를 들어, 중미의 코스타리카는 유엔기
후변화협약(UNFCCC) 내에서 열대우림 연합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탄소시장을 통해
REDD+활동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상에 동의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Liane Schalatek,
et al. 2012, p. 2).
22) CDM사업과 달리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정부, 기업, 지역주민과 원주민이 산림을 벌채하는 대신 보호에 노력
을 기울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 제도이다(장수환 2011, p. 2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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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 멕시코는 공동체 산림이라는 개념을 도입했
고, 특히 산림복원 분야에 많은 정책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변화를 리
드하고 있다(하상섭 2013). 비록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 저감 정책
중에 그나마 나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더 많은 프로젝트 이행은 물론 특히
농업분야와 연결된 새로운 정책 개혁도 요구된다. 농업 생산량 확대와 토
지이용변경 그리고 산림 황폐화라는 일련의 구조에서 농업 생산량 확대와
산림 보호라는 새로운 구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3. 탄소금융, 국제협력 강화 및 한계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협력 모색으로, 특히 멕시코는
농업 분야에 대한 탄소거래에 적극 참여 중이며, 세계적으로 등록된 농업
관련 프로젝트의 25%, 라틴아메리카 지역 수준에서는 34%를 점유하고 있
을 정도이다(2009년 통계).23)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 프로그램으
로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탄소프로그램(PMC)’이
라는 전략을 통해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비정부기구(NGOs)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탄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
여 멕시코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탄소배출 사이클에 대한 대기 과학적
조사 연구는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국내의

23) 멕시코는 2009년 현재 이 분야에서 무려 1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는 라틴아메
리카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38%)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
다.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중에서 23개가 농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하상
섭 2013 EMERICs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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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자문과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멕시코 정부의 REDD+, 혹은 CDM 프로젝트 투자 정
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홀(Hall
2011)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
생하는 주요 갈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이 REDD 프로젝트 기금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무임승차(free riding)‘에 대
한 사전 제거를 통해 이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하지만 이는 라틴아메
리카 산림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나 고려가 등한시된 다소 낭만적 정
책이자 프로젝트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들에 대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배려나 형평성의
원리는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Kronik and Verner 2010, p. 130).

Ⅴ. 결론: 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지속가능성

2000년대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화석연료이용 부문이 탄소배출의
최대 원인인 멕시코는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재생에너
지원 개발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산림황폐화를 줄인다는 기
본 목표와 방향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포함시켜오고 있다. 특히 증가하
고 있는 자연재해 및 농업 생산의 위기와 경제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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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멕시코의 커다란 사회 문제
중 하나였던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발적
탄소 규제 국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1997년 이후, 특히 2007년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자국의 온실가스 국
가보고서 작성은 물론 국제 온실가스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를 강화하고 있다(하상섭 2013). 2008년에는 2002년 수준 아
래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줄인다는 장기적 플랜도 내 놓았으며,
2012년에는 ‘기후변화일반법’을 제정해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
다. 이는 멕시코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도입을 통해 자발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강화해왔음을 의미한다.
멕시코의 이러한 자발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멕
시코가 현재 국내 문제로 안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증가, 환경오염(대기오염) 증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증가에
의한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성, 미래 에너지 다변화의 필요성 증가, 특히 사
회경제적 피해의 확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의제인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관련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이 반영된 자발적 규제 국가 선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금융 및 기술) 강화의 필요성이 멕시코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기
후변화 대응 정책의 도입과 제도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향후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 발전의 문제는
위처럼 점증하는 혹은 좀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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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영
향과 대응 정책 발전에서 보았듯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
고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보해가
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집중은 멕시코의 현재 경제발전과
에너지소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비록 탄소 배출량이 적은 분야들이지만 산림 분야에 대한 저
탄소 정책도 더욱 적극성을 띠고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멕시코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규제 노력은 지속
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의 주요 온
실가스 배출 원인과 비교해 멕시코에서 특징적으로 고찰되는 화석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정책 선호도를 두
고 리드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완화 국가능력 배양에 대한 멕시
코의 도전은 CDM, REDD+, 그리고 국제협력에서 다른 어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4장 참조).
멕시코는 기후변화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금융투자도 강화해오고 있다. 청정
개발체제(CDM) 프로젝트와 같은 탄소신용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배출감소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들
은 미래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
제협력 금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국제협력 혹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에
서 점차 벗어나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정책을 리드하는 OECD 국
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웃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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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탄소금융을 지원하는 국가로 전환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멕시코의 기후변화 정책은 여전히 실질적인 정
책 이행으로 옮겨가 정책 효율성을 내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
고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에너지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
응 및 완화 관련 기술개발 측면이다. 특히 기술이전 및 기술투자 그리고 이
익의 환수 차원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변수도 크게 작용하므로 멕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개발 프로젝트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몹시 어렵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R&D
투자는 여전히 저조하다. 멕시코의 이 분야 R&D 투자를 리드하고 있는 기
구가 몇몇 에너지 관련 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뚜렷한 한계이다. 이 에
너지 공기업들이 원천인 개발투자자금의 R&D 활용의 정도는 사실 이 공
기업들의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수익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R&D 투자와
도 비례 관계로 연결된다. 해외시장에서 수익의 하락은 국내 R&D 투자의
저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상당히 취
약해 진다.
둘째, 정책 이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러
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특정 분야 혹은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특
히 협력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행 갈등, 그리고 대부분
의 투자 대상인 농촌 공동체, 소외지역, 원주민 공동체 사이의 정책 효율성
과 분배 형평성이라는 갈등의 딜레마도 존재한다.
셋째, 금융지원에 대한 한계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
감 비용은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만 정부예산은 적은 편이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원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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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젝트들에서(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인센티
브 제공과 투자 유인 같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
만, 투자 리스트는 여전해 사적, 혹은 해외투자는 미래 잠재성에 비해 현실
적인 투자 정도는 크지 않은 형편이다.
멕시코는 도입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석유 생산 감소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2013년 현재 에너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화석연료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분야에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 개혁의 방향은 특히 멕시코의 2008년 ‘재생
에너지법’ 도입과는 다소 모순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폐냐 니
에토 행정부의 새로운 에너지법 개혁은 현재 멕시코가 추구하고자 하는 야
심찬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저탄소 정책)과 다소 모순된 경로를 걷고 있다.
거시적 그리고 정책적 안목에서 보면 이는 엄격하게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이 아니다. 2013년 ‘OECD 멕시코의 환경성과 리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 정책의 중요한 목
표였으며, 2007-12년 사이 멕시코 국가개발계획(NDP)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 기후변화 관련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국가예산, 국가능력, 기후변
화 대응 정책 및 규제 제도의 도입 및 발전, 특히 정책과 정책 사이의(에너
지와 기후변화)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개
혁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추가적인 화석연료 개발과 탐사에 대한 계획은
지나치게 정책적 균형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에너지개혁 논쟁은 지금까지 멕시코 정부가 추구해온 자발적 탄소 규제 국
가로의 전환 혹은 멕시코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역행시킬 수도 있다. 멕
시코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 산림 및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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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리고 제도화를 통한 자발적 탄소규제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성과는 여
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이행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과 도전이 존
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멕시코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도전은
멕시코 정부의 미래 기후변화 정책들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정
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거버넌
스(governance)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새로운 사회적 논쟁과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의
시대적 딜레마를 해결해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은 최근 멕시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개혁안(석유개발 강화)을 위한 제도
개혁(헌법)과 향후 자발적 탄소규제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더욱 요구되
는 기후변화 정책들의 실질적 약속 이행(재생에너지 개발) 중에서 어느 정
책을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
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멕시코 시민사회의 참여는 여
전히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단기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
지 위기 해결이라는 논리가 우선시되어,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
적인 시간과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변화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훼손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혹은 민주적 형태의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아니다. 정
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양쪽 정
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갈 것인가를 토의하고 대화하는, 일종의 기후변
화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새로운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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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브라질과의 협력의 폭과 깊이는
브라질 소비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HK교수. 중남미지역원.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 전략지역심층연구: 지
역연구 논문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고, 연구 주제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지원
사업(NRF-2008-362-A00003) 아젠다와 관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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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구축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브라질의 미래가 대체적으로 밝게 전
망되고 있고 높은 수익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인식은 잘 알려졌다시피 일명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1)
라고 부르는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출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고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조
차 쉽게 넘보지 못하는 시장인 만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우리 입장에서
는 브라질이 주요 관심시장이기는 하나 선뜻 발을 내딛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로 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위에서 언급한 ‘브라질 코스트’로 대
변되는 정치 ․ 경제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 문화 상황에 대한 이
해 부족에 기인하여 생기는 불안감과 심리적 거리감, 30시간 가까이 소요
되는 먼 거리 그리고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언어문화
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브라질 진출에 경시 못할 장애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으로서 시장의 분석은 마치 무균실에 들어갔다 나
온 것 같은 기계적이고 수치가 우선하는 분석틀이 중심이 되지만, 실제 협
상테이블에서는 와인 잔과 축구 이야기가 오가면서 협상이 무르익듯이, 거
래의 성사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투자에도 이(異)문화집단 간의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인문학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이러한

1)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전반적인 부대비용을 의미한다. 대략
과도한 조세, 부족한 사회간접저본, 노동자관리부담 등으로 집약된다. 조희문(2002), p. 15.
2)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11년 브라질 깜삐나스(campinas)시 소재 삼성전자와 2013년 마나우
스(Manaus)시 소재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분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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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아래 미국이나 유럽인의 관점에서 정리되어온 ‘How to do business in
Brazil’이란 분석틀도 우리의 입장과 진출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정립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굳이 세계화라는 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지역에
대해 피상적인 수준의 정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를 벗어나 실제
적인 정보를 직접 찾아 나서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뤄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치변화나 경제지표에 준거
하는 ‘이슈’ 중심 경향이 강했다. 그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해당
‘이슈’는 다루되 그 이면에 숨어 흐르는 인과관계를 읽어내는 인문학적인
성과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화론을
이론적 토대로 성장한 해외지역(이 경우, 브라질) 연구에서 다소 간과해온
부분을 브라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의 기저에 흐르는 가치체계,
즉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고의 패턴을 주도하는 문화코드에 대
한 이해를 통해 해당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브라질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상기에 언급
한 장애요소인 ‘브라질 코스트’가 단순히 제도적인 장벽을 넘어 얼마나 밀
접하게 문화코드와 관련되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필요성을 역설
한다. “경제는 ‘존재의 문제’이지만 문화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최연구 2006,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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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그 대상은 한
국과 브라질과 같이 단수의 ‘개인’을 넘어선 ‘집단’이 된다. 사실 집단적 문
화 정체성의 문제는 비교적 고전적인 연구주제이다. 비록 동서 냉전의 종
식과 경제 세계화를 통해 그 풍화가 유발되었지만 역으로 세계화가 가져온
무질서가 다시금 집단적 문화 정체성을 되살릴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 집
단적 문화 정체성은 엘리트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에 연결된 중산층으로 이
어진다. 대중문화와 중산층은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데, 일상에
대한 연구는 정교한 이론을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 구성원
의 일상생활을 비교적 ‘현재’와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다룬다. 일상은 어
떤 의미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사소한 것이기 쉽지만 이론적인 틀
만으로 가두기 어려운 적나라한 ‘날 것’의 삶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개인과 무관한 사회가 없듯이 일상은 개인에 국한되는 사
안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각 수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기에 사회 전체
의 일상적인 구조로 확대해서 바라볼수 있는 것이다. 일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인간 상호작용이 일상에서 일어
나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바탕을 두고 일어난다고 볼 때, 언어사용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비언어적 요소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향은 ‘문화 간 상호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한 사회의 시스템을 분석함에 있어 그 조직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은 연구라는 점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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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더 나아가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문화 교류학’ 차원으로 연구를 승계
발전시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배경문화를 가
진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 낸 차이에서 부딪히게 되는 장애와 마찰은 무엇
인지, 문화 간 상호 교류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장애와 마찰을 극복하면
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지역연구는
그 지역의 사람과 시스템과 제도를, 그리고 그 총제적인 것을 우리 관점에
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우리가 보
는 지역성과 지역 자체가 가진 지역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타자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화와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
한 방법을 ‘문화소’의 유형화를 통해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유형화된 ‘브라질 일상문화소’가 집단정체성
연구의 한 대상인 ‘조직문화’라는 환경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차원에
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보다
먼저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겪은 커뮤니케이
션 장애요소에 대한 분석은 한국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적합한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현지
설문조사나 현장 인터뷰가 수행되지 않고 2차 문헌 조사에 의존했다는 점
에서 태생적인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 관련 연구가 아
직 일천한 관계로 향후 동일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관
심 표명과 출발점으로 평가되리라 본다.
이 연구는 먼저 II-1절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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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민족지학적 연구방법에 따른 ‘개별문화
연구 접근법’에 주목하고, II-2절에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소
들을, II-3절에서는 브라질의 일상문화소 유형을 살펴보고 II-4절에서는 기
업 활동이라는 조직문화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문화소들의 개별사례를,
II-5절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II-6절에서는 II-5절의 사례 분석에 이어 한국-브라질 조직
문화 간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오늘날 교통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세계가 갈수록 좁혀지
면서 시공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및 문화적 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말로 풀은 ‘소통’이 추구하는 실천이념은 ‘화이부
동’(和而不同)이라고 한다. 즉, 뜻이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준만 2011).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스
스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하는 ‘빨리빨리’ 문화 안
에서 ‘화이부동’은 매사에 속도를 중시하는 효율성 앞에서 ‘요지부동’이 되
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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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에는 브라질 최대 언론그룹인 글로부(Globo)사가 발행하
는 경제주간지 Epoca Negócios 55호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특집기사
(“Nem Índia, nem China Que tal imitar Coreia?”)를 현장 밀착 르포를 통해
다룬 바 있다.3) 그 특집에서는 역시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이자 브라질과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동하는 ‘빨리 빨리’(pali pali)문
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11년 7월에 브라질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 역시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현지 직원들과 노
동 분규의 진통을 겪은 바 있고,4) 2013년 8월에 다른 소재지의 공장에서
거의 흡사한 사안으로 1,2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5)
신흥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브라질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한국식 기업 문화가 브라질의 노동 문화와 실체적인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실 조희문(2012)이 <브라질 노무환경의 변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사례로 소개한 브라질 소재 한국기
업의 노동 분규 사례는 대부분 현지 채용 종업원에 대해 폭언, 욕설, 위협
을 통한 ‘정신적 학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다행히도 브라질 당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자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착취하는 기업으로 판정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여 문화 간 커뮤니
케이션의 개선을 통해 계도 및 계몽하려 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하루빨리

3) Fortes, Debora(2011), “Nem Índia Nem China. Que tal imitar Coreia?” Época Negócios,
55, pp. 122-148, “인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벤치마킹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목이 표
제로 실림.
4) Novinger(2003), p. 15, 번역: 김우성, 임두빈(2011), p. 15.
5) 2011년 당시 삼성은 근로자 90여 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 7,000 달러(약 3억 2,900만
원)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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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이미지를 벗고 브라질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본 연구도 우리 기업이 브라질
기업이나 브라질의 노동 문화와 같은 타문화권의 집단정체성 문화를 좀 더
본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
고 있다.6)
문화의 정의를 다시 하자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면서 사회
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설정해 놓은 제도
이자 관습이다”(김숙현 외 2001, p. 41).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만큼 다
양한 문화 역시 존재한다. 문화는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에 있어 커뮤니케
이션의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의 영향을 받
고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드러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문화가 비
가시적인 것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격을 띤다. 문
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는 한 특정의 문화집단이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드러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문화의 변화 또한 초래된다. 따라서 이(異)
문화를 이해하려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관찰할 필요
6) 물론, <국제 컨퍼런스: 한국 브라질 수교 50주년 양국 우호의 역사: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KALUBS) 주최 2009. 10. 9.); <브라질 노무환경의 변화와
우리진출기업의 대응전략>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2012. 4. 30.); <브라질 한인이민 50주
년 계기 대 브라질 외교전략 세미나> (외교부 주최 2013. 5. 28.); <International Forum for
Cooperation of Culture, Environment, and Business between Korea and Brasil 2013>(한-중
남미 녹색융합센터 ․ 노사발전재단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 한국외대 브라질연구센터 ․ 한국
외대 포르투갈어과 공동주최. 2013. 8. 20.)과 같은 행사를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 모
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산학협력 수준에서 체계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
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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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異)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Hofsted의 연구처
럼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와 같은 이분법적 비교기준이나 ‘더(덜) 집단주
의적’이라는 양적개념을 통한 문화비교(cross-cultural comparison)가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되지만 ‘동일 문화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Cronen, V. E.
1994, “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 Practical Theory for the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s of Everday Life,” in J. Siegfried(ed.), The
Status of Common Sense in Psychology, NY: Ablex, 재인용: 김숙현 외 2001,
p. 42)이 일반적인 속성에 가려 간과하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를 넘어서는 방법은 “그 문화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
용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개별 문화 연구 접근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위의 책, p. 43). 이런 개별 문화 연구 접근법에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문화
집단 구성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그들로
부터 직접 배우고 익히는 민족지학적 연구방법이 유효하다. “예를 들면, 브
라질 문화가 개인주의적인지 아닌지 조사하기보다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있
어서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또한 어떤 종교적, 철학적 토대에 기반을 두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위의 책, p. 43). 이(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절히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 문
화 연구는 이(異)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
주며, 개별 문화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를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
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제2차 세계대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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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생한 연구 분야이다. 당시의 미국 출신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이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문화 개념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시키고 언
어학적 분석을 문화적 분석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그의 저서인 The Silent
Language(1959)에서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

다(백신정 2002, p. 14).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異)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데 있다. 커뮤니케이션 행
위를 제도나 문화의 요인에 관련해 연구, 발전시킨 이론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위의 책, pp. 14~15).
가. 불확실성 감소 이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대했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대방 정보를 추구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중
요한 역할을 맡음.
나. 문화적응 이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은 시간 선형적이 아니라 스트레스-적응-성장의
축을 반복하며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거친다고 본다. 보통 초기 단
계를 자민족 중심주의, 그 다음 단계를 민족 상대주의 단계로 설명한다.
다. 의미 조절 이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적 기준을 가진 경우 서로의기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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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독자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퍼스(Pierce)의 이론이 바탕을 이룸.
라. 커뮤니케이션 조절이론
의미 부여보다는 순응 과정에 초점을 둔 조절이론으로 언어의 생동성,
그룹 경계선, 사회구조 관계, 상황, 동기, 규범 등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의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 예로 외부 문화의 접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집단과 외부 문화의 접근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주의 문화권 집단의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다.
마. 대화 억제이론
독립된 자아를 중시하는 서구 문화와 상호의존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동
양권 문화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개인의 행위가 문화에 연결되
어 있다는 이론. 예를 들어, 한국에 유학 온 미국학생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상호의존적 자아를 가진 문화권에서 생활할 때 그는 상호의
존적인 자아 역시 생성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억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
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상대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치지 않는다. 상대 언어를 습득했다면 그 언어를 가지고 상황에 맞는 커뮤
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정현숙(2001)에 따르면, 문화적 특성이 어
떻게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성공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란 다른 언어,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닌 상대
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Klopf(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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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간의 상호연
관성을 설명한 바 있다.7)
이(異)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은 Kolpf(1995)가 제시한 타문화
이해에 필요한 구성요소 중에서 ‘인식(perception)’이며, 이 인식을 통해 인
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욕구, 가치, 신념, 태도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고 평가된다. 이때 문화에는 가족, 학교, 종교, 정치, 경제 등 사회 구조가
암시되어 있다. 문화 간에 차이가 분명한 언어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들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잠재적인 문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단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 참여자 사이에 생성되는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 국제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급속한 국내 유입으로
인해 동질성을 강조해온 한국 사회는 상이한 인종, 민족과의 공존과 갈등
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개념
을 활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브라질이라는 지역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인지적 정보형성 과정도 이해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 사람들은 일상에서 유머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들이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크게 개입된 그들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

7) D. W. Klopf(1995), Intercultural Encounters, 3rd edition, Englewood, CO: Morton. (1) 커뮤
니케이션(Communication), (2) 문화(Culture), (3) 인식(Perception), (4) 개인적 욕구(Personal
needs), (5) 가치(Values), (6) 신념(Beliefs), (7) 태도(Attitudes), (8)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 (9) 관계(Relationships), (10) 언어(Language), (11) 비언어적 행위(Nonverbal behavior), (12) 문화충격(Cultural shock), (13) 적응(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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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
서 이미 정형화되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내포된 바가 있음을 알
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비로소 상호 간 소통이라는 출발
선이 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자구책이 없이는 양측 모두 오
해와 실망 혹은 무관심의 벽에 갇혀 시간이 흘러도 상호 이해의 간극은 좀
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그 ‘간극’은 마치 유산처럼 후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는 브라질의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들을 강조
하고, 그 특징들이 조직문화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
력할 것이다. 흔히 우리는 브라질 사람들이 친구로 사귀기 쉬운 사람들이
라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다. 보통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 브라질과 그 국민들은 매력적이며 다른 외국인들보다 가
까이 다가서기가 쉽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문화를 볼 때 가장 빠지
기 쉬운 ‘일반화의 오류’라는 함정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
질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냥함은 실제로
는 그 사회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브라질 사회에 전반
적으로 나타나는 비 격식적인 모습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
치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위계질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라고 볼 때, 한마디로 브라질은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고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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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소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요인을 Samovar와
Porter & Stefani(1998)는 7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 간 커
뮤니케이션에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이 요인들은 절대적이
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잠재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8) 이 7가지
요인 외에도 보편적으로 ‘언어장벽’, ‘인격요인’, ‘종교’와 ‘기후’ 등을 장애
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백신정 2002, p. 21).
가. 문화간 이질성
서로간 다른 언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으로 유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임.
나. 불확실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이해 부족이 상
호 이해와 대화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
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구두로 표현하는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문화권
사람들이 접촉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

8) Samovar, Porter and Stefani(1998), pp. 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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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정관념과 편견
한 집단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사회범주화의 결과로서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주요 발생 원인은 대상에 대한 추상화와 단순
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예를
들어, “동양인들은 근면하다”) 부정확하거나 강한 고정관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일본인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등). 고정관념은
개인 경험에 바탕을 둔 것도 있지만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유되는 것도 있
다.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대중
매체나 제3의 경로를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전혀 생소한 집단에 대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 편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감정적인 요소가 가미된 채 성급한 해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
아 고정관념에 비해 부정적인 색채가 강하다. 다시 정의하자면, ‘잘못된, 융
통성 없는 일반화에 바탕을 둔 반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편견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어의 남용, 차별, 폭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남
용과 차별의 결과가 폭력과 연결되어 일본의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에게 일어난 대량학살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사실 고정관념과 편견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된 결과로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 짓기
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외에 Richard Brislin(1981)은 편견을 아
래와 같이 여섯 가지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9)
․ 악의 없이 선호 여부를 표현(familiar and unfamiliar)
․ 호불호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Real likes and dislikes)
9) Cushner and Brisli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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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수준의 편견(Arm’s-length prejudice)
․ 명목주의(Tokenism)
․ 상징적 차별주의(Symbolic racism)
․ 맹목적 인종차별주의(Redneck racism)
마. 권력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권력의 근원은 문화이다. 소비문화 차원에서
특정 메이커의 차량이나 가방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권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 예이다.
바. 문화충격
기존 문화에 대한 상실감을 수반하는 새롭고 다른 문화에서 기인한 정신
적 외상의 일종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당혹감, 기존 문화에 대한 상실감,
적응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과 이에 따른 자기 존중감의 상
실, 환경에 지배당한다는 무력감, 가치체계에 대한 의문이 그에 해당한다.
문화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것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으로 학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융
통성과 수용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사. 자민족중심주의
편견을 조장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요소이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주요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 요소는 타문화로의 동화를 억제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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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Hall은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많으며, 더구나 묘한 것은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는 점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문화를 연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은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
을 확신하게 되었다”10)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자기문화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아. 언어장벽
언어와 문화 사이에 놓인 불가분적인 관계에 따라 언어는 문화 간 커뮤
니케이션에 있어 불가피한 장애요소이다. 문법이나 어휘 등 언어 내적인
규칙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있
어서 역시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인격요인
인간이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념체
계로 발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일관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자기존중, 억제, 위험감수, 불안감, 감정이입, 외향성 등의 개인적
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다.
차. 종교
해당 사회의 집단적인 가치체계와 신념의 바탕으로 그 사회 구성원의 인
식 체계에 작용되는 요인이다.
10) Hall(200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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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기후 등 기타 외부요인

3. 브라질의 일상문화코드 탐색
‘일상성’이란 당연한 것이 전제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사실 끊임없이 되
풀이되는 일상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이나 ‘역사’도 발생하기 힘들다. 바로
여기서 일상에 대한 연구의 핵심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일상이라는 것은 너
무 친숙해서 진부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사소한 것보다는 위대한 것에, 그리고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
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담론이나 실증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구체적인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지역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해당 지역
의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의미의
추구에 있다면, 이 현실은 바로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그 세계’라고 할 수 있다.”11) 해외지역연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재조명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량화한다 해도 그 안에 살아가는 균일하지 않은 사
회 구성원들 각자의 일상적인 삶은 결코 밝혀내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 때
문이다.

11) 박재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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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에서 II-1절의 말미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혼혈과 혼종 문화
의 산물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다양함을 지닌 브라질 사람들을 몇 가
지 특징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형화하는 시도는 ‘일반화의 오류’에 직
면할 확률이 높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특징적인 성격을 지닌 단수의
집단처럼 얘기하는 방식은 주로 민족성 담론에서 다루는데, 실제로는 정형
화된 민족성 담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따라서 문제는 민족성 담론만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뭉뚱그려
만든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복잡한 현실과 인간
관계를 제대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문화 간
접근의 시작은 대개 상대방을 한정시켜 일반화시키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걔들은 원래 그렇잖아” 등의 담론으로 달리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결
을 회피하는 경우를 발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다음은 문헌조사를 통해 브라질 사회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변
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브라질 사람들 각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브라
질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정하는 주요 문화소를 10가지로 정리한 내용이다
(Azevedo 1958; Holanda 2005; Oliveira 2000).
가. 외부인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
외국인처럼 모르는 외부인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 브라질 사람들은 상
당히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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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기 지향성
‘단기지향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고 큰돈을
벌려는 욕심도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없다. 단기간에 돌아오는 물리적 이득
에 치중하기 때문에 ‘장기 지향적’인 계획은 즉시적인 사안에 자리를 내어
주면서 경시된다.
다. 업무 체계화 회피
Holanda(2005)가 개념화시킨 ‘aventureiro’(모험가)가 식민지 시대에 앞장
서서 브라질 사회 형성을 이끈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브라질 사
람은 일을 항상 내일로 미루려 한다.”라는 선입견을 낳게 한 요인 중의 하
나이다. 과거 브라질에서 육체노동은 원래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들에게 한정된 일이었다. 이 문화소는 조직 안에서 육체노동을 천대하
고 폄하시키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다.
라. 보호주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브라질의 문화특성으로서 Oliveira(2000)에 따르
면, 이 문화소의 영향으로 조직 내에서 부하직원들이 상사에게 책임 전가
를 하거나 문제 해결이나 보호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임두빈(2012,
p. 61)에 따르면, 브라질은 내부집단별로 개인주의화된 집단주의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주종관계에 기반한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를 제공받는 성
격을 띤다. 위의 ‘업무’ 체계화 회피’ (3)번 문화소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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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주의
이 문화소의 기원은 브라질 발견부터 식민시대에 광활한 땅을 스스로 개
간하고 개척해야 했던 상황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Azevedo 1958).
이 개인주의는 거주지 간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황과 고립된 환경에 기인
한 것으로 오늘날 브라질에서 협동정신의 결핍이 초래된 원인 요소로, 식
민지 시대 대농장의 대저택(Casa Grande)이 지닌 개인주의 성격과 그와 반
대로 ‘노예숙사(Senzala)’가 지닌 집단주의의 기원이 됨. 조직문화에서 이
문화소는 친족 중심의 개인화된 집단주의 형태를 띠기 쉬워 조직의 목적
아래 사적 관계가 없는 팀의 결성 및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한다.
바. 관계의 가치화
포르투갈 식민자들이 남긴 유산이다. 집단노동에서 나타난 방식으로 개
인 자신에게보다 사회적 관계에 가치를 더 높게 부여하고 참여를 통한 대
인 관계의 최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조직문화에서는 상호협력과 연대가 중
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단합이 필요한 그룹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소이다.
사. 불확실성 회피
‘보호주의’가 지닌 개념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문화 차원에서 그
결과들이 특별한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특성으로 구분된다. 조직문화
안에서는 이니셔티브를 잡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
동한다.

7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아. 형식주의
이 또한 식민지 유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식주의는 국제사회에 브라질
을 편입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외부세계와 주변부 사회를 분절하는
하나의 전략을 수행한다. Prate e Barros(1997, p. 63)에 따르면, 브라질의 형
식주의는 규정과 규칙들에 대한 묵시적인 수용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실재하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 수행되는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른다.
조직문화 안에서 이 형식주의는 문서화된 법이나 규정에 과도하게 집착하
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법의 적용이 관습적인 적용에
해당되지 못하는 관계로 그 형식적인 법률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려
는 ‘제이칭뉴(jeitinho)’12)나 ‘말란드라젱(malndragem)13)’과 같은 유형을 낳
게 만든다.
자. 제이칭뉴
제이칭뉴는 하나의 실천행위로서 ‘형식주의’에서 기인된 것으로 명문화
된 규정과 규범의 내용과는 별도로 브라질 사회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으
로 자리 잡은 문화소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공통의 이익을 통해 관계를 개
인화시켜버리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에 준하는 문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브라질 사회의 일상에서, 조직생활에서 만연하게 드러나는 제이칭뉴를 관
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이칭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
을 통해 청탁을 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위의 ‘아.’ 항목에서 언급
12) Ⅱ-3절 ‘자. 제이칭뉴’ 항목을 참조.
13) 브라질 민족성 담론에서 단골로 제시되는 하위 문화소로써 ‘협잡군’, ‘사기꾼’, ‘불량배,
‘건달’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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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식주의로 인해 문턱이 높은 법과 제도를 사회구성원들이 상부상조 하
는 식으로 서로서로를 봐주는 일종의 사회적 생존전략과 관련이 된다. ‘아.’
번의 환경에서 ‘라. 보호주의’와 ‘사. 불확실성 회피’ 문화소가 강하게 개
입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차. 비격식주의
이베리아 반도와 원주민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에서 기인한 문화소이다. 조직문화 차원에서 볼 때, 전문적이
고 목적 달성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못하고 결정이나 문
제 해결을 개인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해소하는 데 바탕을 두는 문화소이다.
이 문화소는 앞서 언급된 모든 문화소에 근원적으로 관계되어있다.

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개입된 문화소에 대한 개별사례
이 절에서는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처럼 II-2절에서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장애요소들과 앞 절에서 살펴본 브라질의 일상문화소를 근간으로 해서 우
리보다 먼저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겪은 커
뮤니케이션 장애요소에 대한 분석을 사례를 통해 짚어봄으로써 한국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사례 분석 대상은 브라질 남부지방 빠라나(Paraná)주에서
활동 중인 자동차 생산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브라질인 관리자, 외국
인 관리자, 브라질인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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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14) 인터뷰 내용의 소개 순서는 먼저 브라질인 관리직의 증언을 다
루고, 이어서 외국인 주재원 관리직의 증언을 살펴보는 순서로 정했다.

4-1.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회사 1>

증언 1
“(…) (외국계)파트너사와 브라질에 공장을 세웠을 때 3년간 외국인 주
재원과 함께 일을 했었죠. 팀을 꾸리고 브라질 직원들을 통솔하는 데 어
려움을 느낀 그가 기술 쪽 담당을 맡고 제가 인사 부문을 맡았죠”(p.
129).
-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2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아마도 우리가 일할 때 가지는 비격식적인 스
타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아마도 유럽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브라
질 사람들은 일할 때 좀 더 공식적인 태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p. 129-130).
- 브라질인 관리자
14) 본 연구는 별도로 해외현지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문헌조사 자료 중에서 Fonseca
(2001)의 인터뷰 자료를 추출하여 개별사례 분석 자료로 활용함. <회사 1>은 다국적기업으
로 1977년에 월생산량 460대의 트럭 브라질 현지 생산 공장을 파라나(Paraná)주에 세움.
조사 당시 주재원의 수는 34명. <회사 2>는 월 생산 만 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1997년
에 브라질로 진출함. 주재원 수는 77명. <회사 3>은 1997년에 진출하여 월 560대를 생산
하며 주재원 수는 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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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1에서 브라질인 관리자는 부하직원들과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커
뮤니케이션에 있어 내국인이 외국인 주재원보다 좀 더 업무수행이 용이
하다는 의견을 현장 판단에 근거하여 피력하고 있고, 증언 2는 조직문화
안에서 브라질 직원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갖춰야 할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회사 2>
<회사 1>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앞서 II-3절에서 논의했던 브라질의 일
상문화소 중에서 라. 보호주의 바. 관계의 가치화 자. 제이칭뉴 차. 비 격식
주의와 관련된 사항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브라질인 관리자가 외
국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방식을 통해 브라질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장점
이 있지만 그 지나친 남용 역시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증언3에서 피력하
고 있다.

증언 3
“제 생각에 이상적인 방식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은 때리고 다른 한쪽은 어르는 방식이 필요하죠. 업무진행
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조금 엄격해져야 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죠”(p. 130).
- 브라질인 관리자

외국계 기업이 브라질 직원들에게서 느끼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자국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브라질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사심을 찾
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소 중 ‘보호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Barbosa(1996)가 밝혔듯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회사란 일자리를 주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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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체성까지 부여받는 곳은 아니다.

증언 4
“브라질 사람들이 가진 커다란 문제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점
을 유의해야 할 겁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당연시 되는 그런 회사에 대
한 애사심이나 책임감을 브라질 직원으로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죠”(p. 130).
- 브라질인 관리자

브라질 관리자와 외국인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통솔할 때 나타나는 차
이점은 브라질 관리자의 경우 인간관계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섬세한 반면
에 외국인 관리자의 경우는 좀 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성향을 보였다.
‘관계의 가치화’ 문화소가 그 차이를 가르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 5
“어떤 것을 요청할 때나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죠.
브라질 직원들은 항상 말이 많은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본론에 바로 들
어가는 방식을 보이죠”(p. 131).
- 브라질인 관리자

<회사 3>
브라질 관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조직문화에서 수월성을 발
휘하는 브라질 직원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있어 비격식적인 면모를 통해
대인관계를 쉽게 풀어가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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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6
“브라질 사람들은 외국인들보다 더 개방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경영에 있어 좀 더 폐쇄적인 외국
인과의 접촉에서 일을 쉽게 처리하는 장점을 갖죠”(p. 131).
- 브라질인 관리자

인간관계의 용이성과 더불어 직원들 간의 격식 없는 관계 형성은 회사를
하나의 두 번째 집 정도로 인식하게끔 하고 이 또한 조직의 업무를 용이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격식적인 ‘약식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
어 공사 구분이 모호해지는 폐단 역시 양존한다.

증언 7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작은 집단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아는
친한 친구사이로 지내며 누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다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하나의 ‘동맹’이죠. 한 팀에서 일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
에 그 ‘동맹’을 형성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8시간을 회사 안에 같
이 지내기 때문에 직장이 거의 두 번째 집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pp.
131-132).
- 브라질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위의 브라질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그런 조직의 형태가 직원들이 회사에
서 맘 편하게 일하게 해준다고 부연하고 있다.

증언 8
“당연하죠. 이미 말했듯이 팀은 동질성을 띠어야 하고 모두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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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야 해요. 만약에 그런 연대의식이 없다면 그 팀은 문제가 생길 겁니
다”(p. 132).
- 브라질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한편으로 브라질인 관리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특징으로 브라질 사람들의 목표의식 부재 문제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호주의’ 문화소의 산물로 분석된다.

증언 9
“간혹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충분하게 명료하지 않아서 서
로 해야 할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답니
다”(p. 132).
- 브라질인 관리자

상기에서 살펴본 브라질인 관리자와 브라질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알아차릴 수 있다. 긍정적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수립의
용이성’, 호의성, ‘솔직 담백성’ 부정적인 요소로는 ‘동료도 업무적으로 비
판할 수 있는 공사 구분 의식의 부재’, ‘대인간계에서 비격식성’, ‘개인주
의’, ‘목표의식 결여’를 들 수 있다.

4-2.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다음은 회사 1, 2, 3 순서로 외국인 관리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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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

증언 10
“브라질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틀렸어”라는 식의 (직설적인)
비판은 삼가야 합니다. 직업적인 지적이나 비판을 브라질 사람들은 개인
에게 오는 비판, 즉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pp. 132-133).
- 외국인 관리자

외국인 관리자는 브라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춘 상대에게 열린 커뮤
니케이션 능력이 일상에서의 대인관계는 상당히 용이하게 도와주지만 직업
적인 면에서는 공사 구분을 못하고 일에 대한 공적인 지적이나 비판을 개
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 사람들이 공적인 비판을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리자는 결국은 진정성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낫게 해줄 것
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증언 11처럼 자신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증언 11
“초반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바로 시정을 요구했죠. 통상적이
라는 등 6개월을 적응하는 시간 따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
을 때마다 바로 말하고 설명하고 지적할 겁니다. 10번을 반복하게 되더
라도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작성한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
지 반복할 겁니다”(p. 133).
- 외국인 관리자

브라질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격식을 차리지 않는 특징은 외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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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어
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증언 13
“브라질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등을 가볍게 건드리고 두
드린다. 이런 행동은 아마, 아니 틀림없이 그들(외국인 관리자들) 눈에
안 좋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
죠”(p. 133).
- 외국인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증언 14의 브라질인 직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관리자 역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브라질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현지 직원들
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나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증언 14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지요. 만일 외국인 관리자가 그런 문
화를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면 브라질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릴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외국인 관리자가 현지 부하직원들과의 대인 관계를 개선하려
고 하는 데 있어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이는 제 생각에 브라질 사
람들이 가진 큰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징이 장점이 되어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p. 134).
- 외국인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의 친화력, 즉 직장에서 모나지 않은 인간관계의
수립과 유지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공사 구분에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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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므로 공적인 일처리에 있어서는 항상 갈등의 접점
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증언 15
“직장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경력에 흠이 나게 해선 안 되
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음번에 자기도 남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친구 부탁으로 잘못된 일을 덮어준다면 벌써 문제가 생겼다
고 봐야죠”
- 외국인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브라질 사람들 특유의 친화력에 따른 부하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브라질 관리자와 외국인 관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을 다음 증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증언 16
“외국인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할 때 가지는 융통성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p. 111). 외국인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죠. 우리 방식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죠... 브라질 사람이 되기 전에 알 수 없는 문
제인 것이죠”(p. 134).
- 브라질인 관리자

<회사 2>

증언 17
“말하자면, 당신은 보고서 작성을 끝내게 되면 끝냈다는 말만 하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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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브라질 사람들의 문제이죠.
단도직입.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외국인 상사들에게서 배운 것이죠. 내
외국인 상사는 항상 내게 5분 이상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웃음)”(p. 135).
- 외국인 상사를 둔 브라질인 부하직원

외국인 상사로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배웠다고 진술한
상기의 증언 17에서 드러났다시피 브라질 사람들의 단도직입적인 태도의
부족과 쓸데없이 장황한 언행은 다른 문화권, 특히 ‘침묵을 금으로 여기는’
문화를 여기는 동양권에서 온 상사의 심기를 거슬리기 쉬워 커뮤니케이션
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또한 외국인 관리자나 브라질인 부하
직원이나 모두 브라질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역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
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역시 공사에 대한 구분의식이 적고 분명
함보다는 모호함을 선택하는 브라질 문화소에 기인한 것으로 인터뷰 대상
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도
어렵게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증언 18
“가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가족과도 같은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당신이 어떤 일들을 아주 빠르게 조직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가족의 일원일 때 조직 또한 빠르게 이루어진다”(p. 135).
- 외국인 관리자

그러나 이런 특성은 ‘비 격식주의’ 문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적 감
정이 아닌 공적인 일에서조차 사람들이 친구(동료)에게 비판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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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할 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증언 19
“다른 동료의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서로 싫은 소리를 해서 다투
기를 꺼려할 때 일에 지장이 생긴다”(p. 135).
- 외국인 관리자

외국인 관리자의 시각에서 볼 때 브라질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렵
게 만드는 요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
렴한다는 것이다.

증언 20
“브라질 직원이 어떤 문제를 인지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
닌다. 다른 감독관이나 동료들이 모여들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논의한다.
자신의 일과 상관없는데도 관여를 한다. 이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당
사자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당장 내려야 할 결정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p. 136).
- 외국인 관리자

<회사 3>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인 비격식성은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로 보인다.

증언 21
“브라질 사람은 개방적이다. 브라질 사람들이 가진 격식을 차리지 않
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문화가 외국인과의 관계 설정을 더 쉽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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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p. 136).
-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22
“저는 언어 문제 외에 브라질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될 부
분을 찾지 못하겠군요”(p. 136).
- 외국인 관리자

대체적으로 브라질인 관리자와 부하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
게 하는 문화소는 상호 간에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수월성, 비격식적인 관
계를 통한 ‘관계의 가치화’로 드러났고, 장애 문화소로는 목표지향성이 미
약한 점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약식성’이 두드러져 보였다.

5.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사례 분석
브라질에는 남미시장 진출을 노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브라질 집권 노동자당(PT)의 정치 환경과 노동검찰제도 등 한
국과는 다른 생소한 노동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다.15) 최근 노사발전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헤나또 상뜨아나(Renato
Henry Sant’Anna) 상파울로 주 제1노동법원 부장판사16)는 한국-브라질 수

15) 민간고용서비스 포털. http://knesa.or.kr/bbs/noticeView.do?menuCd=060102&bbsNo=2096
&searchOn=Y.
16) 상뜨아나 판사의 재판 관할구역인 깜삐나스시(市)가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법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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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54주년을 기념하여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13년 8월 20
일 공동으로 주관한 ｢2013년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환경, 비즈니스 국제포
럼｣에서 최근 브라질 노동법의 이슈를 소개하면서 브라질에는 한국과는 다
르게 1,500여 개의 노동법원이 있으며 매년 노동법원에 신규로 제소되는
소송 건이 23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기업의 브라질 현
지법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한국인 관리자의 브라질 근로자에 대한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학대(assédio moral)’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것들로서 브라질 근로자들
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고압적인 자세와 지나친 목표량 설정, 다그침 등
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17) 좀 더 자세한 정황 파악을 위해 최근에
브라질 현지에서의 노사 갈등관계가 보도된 대표적인 몇몇 기사를 살펴보
도록 한다.
<LG 전자의 사례>
브라질 주요 일간지 Estadão(이스따다웅) 2010년 2월 8일자로 “정신적 학대가 LG
를 그늘지게 하다(Assédio moral assombra a LG)”라는 표제로 보도된 기사는 “상파
울루 내륙에서 일어난 파업 사태는 한국인 방식과 공존하는 데 느끼는 (브라질)직원
들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18)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상파울
루 주 내륙 따우바떼(Taubaté)시에 소재한 브라질 생산법인 LG 전자에서 한국인 관
리자와 브라질 피고용인 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 분쟁은 2,400명
에 달하는 직원들이 한국인 관리직들이 저지른 정신적 학대에 대한 항의와 승진요구
를 벌이며 30만 개에 달하는 생산을 중단하면서 일어났다.

17) 산업체 종사자(25%) > 서비스업 종사자(20%) > 상업 부문 종사자(12%) > 농업 및 어업
종사자(5%). Sant’Anna(2013), pp. 79-92.
18) http://www.estadao.com.br/noticias/impresso,assedio-moral-assombra-a-lg,50790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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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사례>
(1) 브라질 주요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폴랴)지 2011년 9월15일자로 “삼성, 직
원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벌금을 물다(Samsung multada por assédio moral contra funcionários)”라는 기사가 실렸다.19)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100km 떨어진 깜
삐나스(Campinas)시에 소재한 직원 3,500명 규모의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에서 일어
난 일로 브라질 노동검사들이 회사 측의 생산 압박과 모욕, 물리적 공격 등에 대한
이 사건 문화적 차이 때문이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국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신흥 경제강국으로 떠오
른 브라질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한국식 기업
문화가 브라질의 노동 문화와 충돌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브라질 내에서 한국 기
업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까따리나(Katarina)지역 검사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
공격적인 노무 관리는 브라질 문화가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근로자를
밀치는 등의 물리적인 신체접촉과 더불어 모욕과 업무 재촉 등 정신적인 압박이 직
원들의 우울증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삼성 측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9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노동 학대를 중단하겠다
고 약속하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28만, 7000달러의 보상금을 노동자가 아닌 브라질
노동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2) 2013년 8월에 브라질 노동부는 최근 직원 6,000명 규모의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을 가혹한 조건 속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2억
5,000만 헤알(약 1,200억 원)의 배상금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공공 민사 소
송’(Public Civil Action)을 제기했다.20) 이번 소송과 관련, 마나우스 현지에서는 브라
질 당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노동환경을 일제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최대 공장인
삼성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브라질리아 주재 한국대사
관 관계자는 “마나우스 노동법원에서 민사소송 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서 “현지의 관례로 보아 변호사들을 통해 노동자들과 개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
이며 그렇게 되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21)

19) http://www1.folha.uol.com.br/mercado/976040-samsung-e-multada-por-assedio-moral-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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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브라질에서는 ‘정신적 학대’22)도 노동법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신적 학대’는 우리 주변의 일상의 인간관
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이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을 찾아내 인간
적인 가치를 깍아 내려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행태에 해당된다. 다
시 말해서, ‘정신적 학대’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보다 약한 입장의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만족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정신적 학대’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물리
적인 접촉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해자의 태도나 언어 사
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브라질 노동검사가 인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문화와 노
무관리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등 공격적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브라질 사
회에 소개되었다. 구체적인 개별사례는 특히, 앞서 본 LG 관련 기사 전문
에 잘 드러나 있다.23)

tra-funcionarios.shtml
20) “브라질, 글로벌 기업 노동환경 일제 조사 진행 중,” CNB News.
21) “브라질, 글로벌 기업 노동환경 일제 조사서 표적 삼은 듯”(2013), 연합뉴스(2013년 8월
15일).
22) 현대사회에서 이 ‘정신적 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직장과 가정이다. 직장에서
상사는 자기보다 입장이 약한 부하 직원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장에
서 권위를 이용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요하고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자긍심을 파괴하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하직원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직장생활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 서양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직권 등
의 권력을 이용하여 본래 업무의 범위를 넘어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언행을 의미하는
‘파워 해리쉬먼트(power harassment)’와 ‘주로 태도나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정신적인
학대나 괴롭힘을 뜻하는 ‘모랄 해리쉬먼트(moral harassment)’로 분류해서 각각의 해결책
을 고심하고 있다. Eco Story Consulting. http://ecostory.me/137.
23) http://www.estadao.com.br/noticias/impresso,assedio-moral-assombra-a-lg,50790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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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Ahn, segundo ela, entrou na sala, deu um tapa estalado nas costas dela e gritou em coreano(…)
(안 씨가 들어와 그녀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한국말로 고함을 질렀다)

초과시간 근무를 대기 중이던 근로자 시모니(Simone)가 대기실에서 당한
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 일을 당한 이후에 그녀는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심
리치료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진정제를 처방받았지만 그 악몽 같은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Ele olhava nos meus olhos, gritava comigo, gesticulava muito. Fiquei
paralisada, me senti assustada e não consegui reagir”24)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고함을 질러댔죠. 위협의 몸짓도요. 저
는 무력함을 느꼈죠. 그 상황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요”)

또 다른 종류의 갈등 현장을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25)

João, nome fictício, é funcionário da LG há nove anos. Relata que a relação com os chefes coreanos é difícil. Ele diz que uma das primeiras coisas que os novatos costumam fazer, até por instinto de defesa, é aprender
palavrões em coreano para tentar acompanhar o que os executivos dizem
nas rodinhas de conversa.
Em março do ano passado, João ajudava o supervisor em outra linha de
produção. Conta que Mister Ahn, aparentemente insatisfeito com a presença
24) 위의 기사.
25)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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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funcionário, o xingou no idioma natal. “F.d.p.”, teria dito. “Respondi
que sabia o que ele estava falando e disse ”é a sua mãe”, pronto para bater
nele. (…) João foi ao ambulatório da empresa, tomou um calmante e pediu
providências. Mister Ahn teve de pedir desculpas formais. Ele tentou entrar
com uma ação na Justiça, mas teve de interromper o processo por falta de
testemunhas. “Será que ele é bipolar? Na semana passada dizem que ele
jogou um notebook no chão num momento de fúria.” A empresa nega.
(LG에서 9년차 근무 중인 주앙(가명)은 한국인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
다고 했다. 그는 신참들이 보통 그러듯이 한국인 관리자들이 평소 대화
속에 자주 쓰는 욕설을 방어 차원에서 알아들으려고 배웠다고 한다.
작년 3월에 (…) 안 씨가 불만스런 얼굴로 면전에 나타나서 한국어로
욕을 했다고 한다. F.d.p(Filho da mãe)26)라고 한 것 같다. 한마디로 내 어
머니 욕을 한 것이다(중략). 주앙은 의무실로 가서 진정제를 복용한 후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안씨는 정식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주앙은 안 씨
를 고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증인 부족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얘기로는 지난주에는 안 씨가 화가 났을 때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지
기까지 했다고 들었다. LG 측은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

신문에 따르면 LG 사측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본사에는 어떤 특
정의 지배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브라질 문화와 한국문화가 잘 어우러져 서
로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적인 문화를 지향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브
라질 근로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가해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
되면 본사에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LG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래의
증언을 통해 분명해 보인다.27)
26) 영어로 ‘Son of bitch’에 해당하는 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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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Roberto, outro nome fictício, a cultura coreana é muito diferente da
nossa. “Para eles, é normal chamar a atenção de um funcionário na frente
dos outros ou simplesmente não falar com os subordinados (…). Para
Roberto, estar na LG é um “desgaste psicológico”. Se pudesse, mudaria de
emprego. “Quando fui admitido, imaginava que seria o lugar do futuro.
Afinal, lá se faz tecnologia.”
(호베르뚜(가명)에게 한국문화는 브라질의 문화와 아주 다른 것이다.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앞에서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일상적이다 (중략). 호베르뚜에게 LG에서의 근
무는 마음만 병들 뿐이었다. 가능하다면 직장을 바꿀 것이다. “입사에 성
공했을 때는 여기서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 그곳은 (사람은 없고) 기술만
이 존재한다.”)

위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브라질 현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건을 조사한 브라질 노동검사들이 그
갈등의 원인을 문화적 차이로 보고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공
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조직문
화 차원에서 본 한국-브라질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갈등요소로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기업의 브라질 진출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었다. 1996년 5월 29일에 발간된
브라질의 주력 주간 시사 잡지 Isto é에 ‘문화충돌(Conflicto cultural)’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계 기업들의 조직문화와 브라질 조직문화 간 소통의 어려
움이 소개된 바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브라질에 진출한
27)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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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수가 400개에 이르고 있지만 양국 간 조직문화의 갈등은 여전
하다는 내용과 사례를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적 조직문화의 강제
적인 이입,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경제적 차원에서는 좋은
직장이지만 문화 차이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웠다는 브라질 직원의 증언
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문화 차이로 발생한 갈등 사태에 대해 기업이 당면하
는 문제는 이런 갈등을 브라질 특유의 노동법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 활동
의 저해요소, 즉 ‘브라질 코스트’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기업의
조직문화를 해외 사업장에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앞서 한국기업 관련해서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해보려 한다.
댓글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댓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기사에 독자들이 주목을 했다는 반증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물론 스팸이나 무의미한 댓글도 존재하지만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댓
글은 그 존재만으로 그 기사의 가치를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윤정 외(2009)는 200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조사대
상자의 84.8%가 각종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댓글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알
기 위해서 댓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생각이나 의견 표현 및 공유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28)

28) 이윤정 외(200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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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LG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5개이지만 다행히도 스팸이나 무
의미한 글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댓글이 진지하게 사건과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
다.29) 그리고 2011년 삼성에서 일어난 정신적 학대 논란 기사에 달린 댓글
도 살펴보았는데 2013년 11월 검색 결과 13개의 댓글이 올라와 있다. 이
역시 대부분 유의미성을 담고 있었다.30) 브라질 노동법의 위상을 보여주듯
이 예상대로 대부분의 댓글은 고용주인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런 주장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국기업의 ‘한국식
조직문화’에 대한 폭로와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평가인데, 그런 평가의 중
심에는 우리가 앞서 검색했던 브라질 일상 문화소들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항목인 ‘외부인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
가 급속도록 폐쇄적이고 외국인(이 경우, 한국인) 혐오 현상으로까지 발전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문화소들 가운데서 특히 ‘관계
의 가치화’와 ‘약식주의’ 문화소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조직문화에
큰 반감을 띠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갈등 관리에 대한 사례연구
조직문화의 개념은 주로 인류학적 연구에서 태동되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조직문화에 대해서 164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정의가 존재한다고 한

29) http://www.estadao.com.br/noticias/impresso,assedio-moral-assombra-a-lg,507902,0.htm
30) 인용한 댓글의 원문과 번역문은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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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chneider e Arruda 1996). 또한 Schein(1985)에 의해 발전된 조직문화의
개념은 “반복적인 작업을 해내기 위해 개발되는 습관의 집합”으로 정의되
었다. 즉 조직문화라는 것은 업무가 진행될 때 그것을 대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 이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이나
지배행위 역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조직문화에서 갈등관리는 이미 글로벌화된 기업생산 현장에서 다문화적
인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 마찰의 동기를 밝혀내고 좀 더 쾌
적한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한 기업 활동의 건전성을 목표로 한다.31)
Garcia(2005)에 따르면, 이 분야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외국사례에
치중되어 있고 외국인 관리자 입장에서 다뤄진 문헌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조직 안에서 인내와 상호존중을 통해 세계화된 사회에서 적응하고 경제활
동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각기 다른 문화권 소속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
어나는 마찰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이래 대기업 중심의 진출이 이뤄진 브라질에서 한국기업문화와
브라질 노동문화가 만나 발생하는 마찰과 갈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
다. 이미 10년 전에 진출한 삼성과 LG의 경우도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파울루 주 삐라시까바(Piracicaba)시에 공장을 세우고 완성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와 특히 ‘브리질 안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투자
처인 북동부 세아라(Ceará)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CSP 제철소의 경우는

31) Hamdorf(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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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한국인 기술자의 유입이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32)
조직문화 연구 차원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삼성전자 법인을 대상으로 한
국기업과 브라질 문화와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문화격차에 대해 진행된 연
구인 “Restrições impostas pela cultura brasileira às dificuldades enfrentadas
pelas empresas estrangeiras, no processo de entrada no mercado brasileiro”(Kim 2003)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H.N.Kim(2003)은 이 연구를 통해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소가 한국인 직원과의 접촉 양상과 함께 조직문화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Kim은 브라질 직원들과 한국인 주재
원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브라질 문화소로서 ‘제이칭뉴’, ‘모험자 성향’,
‘관조하는 태도’, ‘모호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Kim이 제시한 문화소는
우리 연구에서 각각 ‘제이칭뉴’, ‘개인주의’, ‘보호주의’ 그리고 한국기업의
주재원, 브라질 현지직원 양측 모두에게 동기 부여가 안 되고 경쟁력을 저
해하는 갈등 지점으로 ‘동기부여의 결핍’과 ‘관조적 태도’를 제시한 바 있
다. 상호 간 갈등 해결에 대한 Kim의 결론은 브라질 사람들(근로자)이 국제
경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태도가 필
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교포 연구자의 특성이 다소 드러난다. 본 연
구는 필드 연구가 아닌 문헌조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고 Kim의 연구방법
의 전개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갈등관리에 대한 진단은 오히려 Kim
의 것과는 반대의 입장에 가깝다. II-4, II-5절의 증언 및 한국기업의 조직문
화 갈등에 관한 기사와 댓글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갈등 유발의 원인 제공

32) Manechin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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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수직적인 권위주의 의식에서 유
래된 한국인 우월주의, 일방주의적인 대인관계의 유지, 개인의 능력보다 체
면, 즉 남에게 보여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시, 당면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경향에서 갈등의 원인이 크게 읽혀진다. 이
러한 차이는 Kim의 갈등관리 목적이 생산성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노동력
제고라는 명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브라질 조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현존하는 갈등요소들의 진단과 그 갈등
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적인 방법을 찾 것이므로 그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궁극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브라질이라는 나라
에서 브라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의 기저에 흐르는 가치체계, 즉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고의 패턴을 주도하는 문화소의 근원이
기업과 같은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있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리더이자 ‘새로운 미국’33)이라는 전망까지 낳
는 브라질로의 진출은 중남미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과 이제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 공급국의 확보라는 점에서 이미 오늘날 우리 기업에겐 선

33) Davison. J. 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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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그와 동
시에 세계화 속에서도 점차 그 가치가 중요시되는 로컬 문화와 그와의 소
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현지화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어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성이 다른 해외지역으로의 진출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본문의 댓글 분석에서 봤듯이 현지인에게는 반감과
상처를 안기고, 우리 기업에게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불러오는 결과가 초래된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국내시장
을 넘어 국제시장을 무대로 재화와 인적 자원이 광범위하게 교류할 수 있
는 환경에 처한 만큼 국가 차원의 혹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증진이
‘자본’을 중심으로 원활해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즉 문화공
존을 염두에 둔 ‘또 다른 세계화’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가
시적이지 않지만 모든 만남과 교류에 있어 기반이 되는 ‘문화적 자본’에 대
한 대비, 즉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해둘수록 개인이
나 국가나 모두 현재와 미래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면모
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해외에서 임
무를 띠고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전된 이론
이었다. 이 이론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그 적
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 인구의 보편적인 문
화권 이동 현상은 관광객뿐 아니라 이들을 접촉하는 사람과 서비스 인력의
문화 간 적응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해외지역연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 중 일부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저해요소들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사람들 간에 일어난 상황과 증언을 담고 있어, 브라질 현지에 진출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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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직원 관리 지침 및 교육 자료
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지법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학
대’나 ‘언어폭력’이 의도 되었든, 외국어 구사능력의 미비로 일어났든 간에
법적으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업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브라질의 현실이다. 한국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노무관리 부분라고 한다. 아무리 사업계
획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수행할 인력부분 즉 노무관리에서
‘문화 몰이해’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이없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
시 조정 작업을 거쳐야 될 사안이기도 하다.
국내나 혹은 국외에서 서로 문화가 다른 구성원끼리 일을 해본 사람이라
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작고 큰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
다. 이 갈등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로
작용함은 물론이고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시피 갈등 유발의 원인 파악
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조직문화 차원에서 브라질보다 문화 간 커뮤
니케이션의 경험이 훨씬 더 오래된 미국의 사례를 봐도, 한국인의 갈등 인
식 성향은 해당 직원이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
과가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이중문화를 갖고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가진 교
포인력의 경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사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느 한쪽의 과
실이나 책임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갈등관리 차원에서 상대방
의 문제점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 조직문화와 이(異)문화
간 갈등 관리 스타일의 문제점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를 작게나마 기대해본다. 한 가지 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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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자면, 한 국가의 문화를 논문 한 편으로 줄일 수는 없는 일이고, 문화
의 살아 있고 역동적인 측면들을 한 페이지에 정적인 단어들로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우리 자신의 역동적
이고 살아 있는 이해 과정을 시작하는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브라질과의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된 지금, 이런 연구의 확대와 심
화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사회가 브라질의 사회와 문화
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스스로의 정체성 역시 고정된 것
이 아닌 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104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준만. 2011.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인물과사상사.
김숙현 외. 2001. 한국인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문형민. 2011. ｢삼성전자 ‘브라질 노동착취 보도는 사실 무근’｣. 뉴스핌. (11월 23일)
박재환 외.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백신정. 2002.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정 ․ 지정훈 ․ 우균 ․ 조환규. 2009. ｢인터넷 게시물의 댓글 분석 및 시각화｣. 한국콘텐
츠학회, Vol. 9, No. 7, pp. 45~56.
임두빈. 2012. ｢브라질의 일상 ․ 대중적 문화소의 근원에 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
질 연구, Vol. 9, No. 1, pp. 49~75.
정현숙 외. 2001.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조희문. 2002.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백서. KOTRA.
______. 2012. ｢브라질 노무분쟁의 새로운 유형과 대안｣. 브라질 노무환경의 변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전략. KOBRAS 세미나 자료.
최연구. 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2009. ｢한국 브라질 수교 50주년 양국 우호의 역사: 과거, 현
재 그리고 미래｣.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KALUBS) 국제 컨퍼런스. (10월 9일)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2012. ｢브라질 노무환경의 변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전략｣.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 (4월 30일)
외교부. 2013. ｢브라질 한인이민 50주년 계기 대브라질 외교전략 세미나｣. 외교부 주최
세미나. (5월 28일)
[외국문자료]
de-Azevedo, F. 1958. A Cultura Brasileira, 3 ed. São Paulo: Melhoramentos.
Baebosa, L. “Meriticracia à Brasileira: O que é desempenho no Brasil?” Revista do
Serviço Público, Vol. 120, No. 3, pp. 58-102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 New

1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York: Routledge.
Cushner, K. and R. Brislin. 1997. Improving Intercultural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Davidson, J. D. 2012. Brazil is the New America. Wiley.
Davidson, J. D. 2013. 브라질이 새로운 미국이다. 이은주(역). 브레인스토어.
Eco Story Consulting. http://ecostory.me/137. (accessed November 15, 2013)
Fonseca, C. S. 2001. “A Influência de Traços da Cultura Brasileira sobre a Comunicação
intra e intercultural no Setor Automotivo do Paraná.” Dissertação de Mestrado.
UFPR, Brasil.
Fortes, Debora. 2011a. “Nem Índia Nem China. Que tal imitar Coreia?” Época Negócios,
55, pp. 122-148.
______. 2011b. “Conflito interpessoal entre brasileiros e entre brasileirose estrangeiros em
empresas multinacionais de Manaus, AM.” Cadernos de Psicologia Social do
Trabalho, vol. 14, N. 2, pp. 179-194.
Hall, E. 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day.
______. 2000. 침묵의 언어. 최효선(역). 한길사.
Hamldorf, D. 2003. “Towards managing diversity: cultural aspects of conflict management
in organizations.” Conflict & Communication Online, 2 (2), pp. 1-22.
Kim, Han Na. 2003. “Restricoes Impostas pela Cultura Brasileira.” Dissertação de
mestrado. FGV.
Kolpf. D. W. 1995. Intercultural Encounters, 3rd edition, Englewood, CO Morton.
de-Holanda, Sérgio B. 2005. Raíze do Brasil, 26 ed.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Manechini, G. 2012. “A legião coreana invade o Ceará.” Exame, edições 1020. (Julho 26)
Novinger, T. 2011. 브라질 사람과 소통하기. 김우성 ․ 임두빈(역). 이담북스.
Oliveira, P. T. 2000. “Características Culturais Nacionais e Ciclo de vida organizacional.”
Dissertação de mestrado. UFPR.
Prates e Barros. 1997. “O estilo brasileiro de administrar.” In: Motta, F.C.P.; Caldas,
M.P.(org.). Culture organizacional e cultura brasileira, pp. 55-69. São Paulo: Atlas.
Brislin, Richard W. 1981. Cross-cultural Encounters, Face-to-face Interaction. Pergamon
Press.
Samovar, L. A., R. E. Porter and L.A. Stefani. 1998.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 106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3rd edtion. Belmont. CA: Wadsworth.
Sant’Anna, R. H. 2013. “Overview of th Brazilian Labor Justice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2013 International Forum for Cooperation of Culture, Environment, and
Business between Korea and Brazil 2013, pp. 79-92. (August 20)
Schein, E. H. 1985. Organizac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Schneider, S. e C. A. Arruda, 1996. “Gerenciando através de culturas.” In Brasil, Haroldo
V.; Arruda, Carlos A.(org.). Internacionalização de empresas brasileiras, pp. 93-109.
Rio de Janeiro: Oualitymark.
[온라인 자료]
｢International Forum for Cooperation of Culture, Environment, and Business between
Korea and Brasil 2013｣. 2013.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 노사발전재단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 한국외대 브라질연구센터 ․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공동주최. (8월
20일).
민간고용서비스 포털. http://knesa.or.kr/bbs/noticeView.do?menuCd=060102&bbsNo=2096
& searchOn=Y.
“브라질, 글로벌 기업 노동환경 일제 조사 진행 중.” 2013. CNB News. http://www.cnbnews.
com/category/read.html?bcode=232977. (8월 15일)
“브라질, 글로벌 기업 노동환경 일제 조사서 표적 삼은 듯.” 2013. 연합뉴스.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42996
2. (8월 15일)
“Funcionários da Samsung entraram em greve.”(삼성 직원들 파업에 들어가다) 2011.
http://exame.abril.com.br/negocios/noticias/funcionarios-da-samsung-entraram-em-greve (accessed July 17, 2013).
“Samsung é multada por assédio moral contra funcionários.”(삼성,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벌금을 물다) http://www1.folha.uol.com.br/mercado/976040-samsung-e-multada- por-assedio-moral-contra-funcionarios.shtml(accessed November 11, 2013).
“Assédio moral assombra a LG.” (LG를 멍들게 한 정신적 학대 사태) http://www.estadao.
com.br/noticias/impresso,assedio-moral-assombra-a-lg,507902,0.htm(accessed
November 11, 2013).
“브라질에서는 ‘정신적 학대’도 노동법 위반.”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

1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do?newsId=155912484(accessed Novebember 12, 2013).
[관련 자료 목록]
곽보연. 2013. ｢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피소. 중국이어 논란 확산｣. 뉴스토마
토. (8월 14일)
김순덕. 1994. ｢혈육잘못 사랑으로 감싸는 지혜｣. 동아일보. (3월 10일)
권영미. 2013. ｢브라질 가정부, 헌법 개정으로 노예상태에서 해방｣. 뉴스1. (3월28일)
박해용. 2006. 역사에서 발견한 CEO 언어의 힘. 삼성경제연구소.
임두빈. 2013. 제이칭뉴를 통해 본 브라질의 일상 문화코드, pp. 53~74. 글로벌문화콘
텐츠학회.
Ricks, David. 1993. Blunders in International Business, 이광철, 이재유 옮김(1995). 초일
류 대기업의 비즈니스 대 실수. 김영사.
Alves, H. C. 2006. “Aspectos Lingüísticos e Socioculturais da Linguagem do jeitinho
Brasileiro.” Dissertação de mestrado. Universidade Estadual do Oeste do Pará.
“Como lidar com colegas de trabalho de quem você não gosta.”(싫어하는 동료을 직장에
서 대처하는 방법) http://exame.abril.com.br/carreira/noticias/como-lidar-com-colegas- de-trabalho-que-voce-nao-gosta-muito(accessed Novebember 12, 2013).

∙ 108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부 록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회사 1>

증언 1
“ (…) veio um gerente [estrangeiro] que ficou aqui 3 anos e eu fiquei
trabalhando com ele durante estes 3 anos. Ele ficou responsável pela
parte tecnológica e eu fiquei responsável pela parte de pessoal porque
eles têm uma dificuldade enorme de montar times, de gerenciar pessoas
(...).”
- gerente brasileiro

증언 2
“Que dificulta o meu trabalho... talvez a maneira informal que a gente
trabalhe. Talvez a gente tenha que aprender um pouco mais, com os europeus principalmente, que a gente tem que formalizar mais algumas coisas (...)”
- gerente brasil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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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

증언 3
“Eu acho que o ideal é você saber dosar um pouco, da maneira ...
você ser um pouco mais duro e um pouco mais... é como aquele ditado:
você bate com uma mão e acaricia com a outra, então, vamos dizer assim, você tem que saber ser um pouco duro quando você precisa e ser
também aquela pessoa bem comunicativa. O brasileiro gosta muito
disso.”
- gerente brasileiro

증언 4
“O grande problema do brasileiro é... a falta de comprometimento.
Isso você recisa trabalhar muito... o brasileiro não tem o ... essa característica bem familiarizada no seu perfil, que é o comprometimento, ele às
vezes acha que dá para fazer assim. (...).”
- Gerente brasileiro

증언 5
“Diferenças na forma como são pedidas as coisas... informadas... um
brasileiro sempre conversa mais, os estrangeiros são mais diretos.”
- Gerente brasil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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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

증언 6
“Olha eu vejo que o brasileiro é mais aberto, ele tem um relacionamento mais informal, eu acho que isso daí facilita muitas vezes nesse
contato com o [estrangeiro], porque ele é mais fechado na administração
(...).”
- gerente brasileiro

증언 7
“por ser um grupo pequeno, onde todo mundo se conhece, então todo
mundo é muito amigo um do outro, é muito amigo, então até quando
você vê que sai uma pessoa daqui, a equipe toda sente, é aquela união....
tanto que a gente trabalha em equipe, então queira ou não você forma
aquela união... porque você fica 8 horas aqui dentro e isso se torna sua
segunda família.”
- Subordinado de gerente brasileiro

증언 8
“Facilita, com certeza. Bom, o trabalho em equipe já diz: uma equipe
tem que ser homogênea, todo mundo tem que trabalhar igual, se não tiver essa união essa equipe não vai trabalhar igual aí vai ser o primeiro
problema.”
- Subordinado de gerente brasil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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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9
“às vezes as pessoas não são suficientemente claras e acham que ficou
subentendido alguma coisa e aí o interlocutor fica com aquela dúvida e
ele por alguma razão ele não esclarece esse ponto...”
- gerente brasileiro

II-4-2. 브라질인 관리자 증언
<회사 1>

증언 10
“Falar para um brasileiro “você está errado”, assim direto é uma coisa
que não dá para fazer... (...) Uma crítica profissional o brasileiro leva
para o lado pessoal.“
- gerente estrangeiro

증언 11
“desde o início, foi: quando tem coisa errada eu falo já. Não vou esperar seis meses, não vou esperar, falo já, então já explico, comento,
convenço, mesmo se precisar repetir dez vezes, vou repetir dez vezes até
a pessoa ficar convencida que a maneira que ele falou, se comportou, escreveu estava errada.”
- gerente estrang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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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12
“Meu subordinado está com dificuldade para entrar neste tipo de
liderança. Porque ”é o chefe”... Mas para mim, o chefe está escrito no
papel, mas entre nós, esquece isso. (...) o objetivo é de chegar lá a um
resultado, e juntos vamos conseguir, não é o chefe lá e você aqui.
- gerente estrangeiro

증언 13
“Brasileiro querendo ou não, se toca, bate nas costas... Enquanto que
lá... isso talvez possa ser, com certeza já foi, uma coisa mal vista por
eles porque eles não estavam acostumados com isso...”
- Subordinado de gerente estrangeiro

증언 14
“É uma arma nossa... você sabendo usar, você consegue quebrar o gelo, que é uma coisa importante, muito importante... para você melhorar o
relacionamento com a pessoa. Isso aí eu acho que é uma característica
muito nossa, sabe? (...) Você tem que aproveitar esta arma para, melhorar
o relacionamento. (...)”
- Subordinado de gerente estrangeiro

증언 15
“Você não pode é começar a deixar que estes vínculos pessoais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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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m no teu profissional. Se for pra interferir a favor, do tipo, fica mais
fácil para você pedir alguma coisa para a outra pessoa, ótimo. Agora se,
por ser teu amigo você ficar encobrindo... aí eu acho que não, aí já é
perigoso.”
- Subordinado de gerente estrangeiro

증언 16
“eles [estrangeiros] são mais especialistas, ou seja, não têm esta maneira mais flexível da gente trabalhar(p.111). Eles não tratam as pessoas
da mesma maneira que a gente trata aqui, não porque não querem, mas
porque não conhecem nossa cultura... não sabem o jeito do brasileiro
ser.”
- gerente brasileiro
<회사 2>

증언 17
“Digamos assim, a gente... você faz um relatório completo e você só
precisa dizer duas palavras, então esse eu acho que é um problema e isso foi uma coisa que eu aprendi muito com eles [estrangeiros] aqui: a
objetividade. O meu chefe falava: não fale mais do que 5 minutos
[risos].
- Subordinado de gerente estrang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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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18
é bom ter uma família, um team que se organiza como família. (...)
Isso é bom porque quando você precisa organizar coisas bem rápido,
quando você é uma grande família a organização é bem rápida também.
(...)
- gerente estrangeiro

증언 19
“é ruim quando tem um problema de uma pessoa com outra pessoa e
não querem brigar.”
- gerente estrangeiro

증언 20
“que quando o brasileiro tem algum problema, vai procurar outras
pessoas... Um outro supervisor, um funcionário vem, escuta um pouco e
discute em conjunto. Mesmo que não seja o trabalho dele, ele vai discutir também. Isso não é bom, porque quando você faz isso, as decisões
demoram muito...”
- Gerente estrangeiro

증언 21
“Olha eu vejo que o brasileiro é mais aberto, ele tem um relacionamento mais informal, eu acho que isso daí facilita muitas vezes nesse
contato com o [estrange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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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ente brasileiro

증언 22
“eu realmente não consigo pensar em nada que dificulte a comunicação além da própria questão do idioma.
- Gerente estrangeiro
[LG 기사 관련 인터넷 댓글]

http://www.estadao.com.br/noticias/impresso,assedio-moral-assombraa-lg,507902,0.htm.
댓글 1: 이런 현실 고발성 기사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런 문제
가 한국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 및 브라질 국내
기업에도 만연하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는 않았
다.
댓들 2: 한국인들이 고함을 지르던 발로 차던 간에 LG제품 판매 신장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액 주주 입장에서 오케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댓글 3: 이 댓글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문구를 올려놨다. “한국
인들이 들어와서 브라질 인들을 때리고 있다. 뒷덜미를 잡아야
한다.”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실고 있다.
댓글 4: “상파울루 주와 마나우스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직원들을 함부
로 다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밝히면서 소송에 연루된
한 한국인의 이름(주재원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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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포인지 브라질화 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가
브라질 직원들을 방에 가두기조차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리
고 LG사의 슬로건인 ‘Life is Good’을 들먹이면서 삶이 행복하
려면 사람을 존중하고 브라질 사람들의 존엄성을 상하게 해서
는 안 된다는 훈계를 내리고 있다. 글의 내용을 봐서 LG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이 올린 댓글로 보인다.
댓글 5: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LG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정신
적 학대에 대한 읽어볼만한 책과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있다.
[삼성 관련 기사에 대한 브라질 현지 댓글]

http://comentarios1.folha.com.br/comentarios/240362?skin=folhaonline
댓글 1: 댓글을 단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 생산성을 늘리라는 강요와
함께 등 뒤에서 위협을 받았다면서 한국인들이 끔찍하다는 평가
를 내리고 있다. 전직 혹은 현직 근로자가 올린 댓글로 판단된다.
댓글 2: 삼성 TV 디자인은 좋지만 브라질 전자제품 시장의 터주 대감 격
인 필립스 제품과 비교해서 내구성이 형편없다는 의견을 남김.
댓글 3: 구매한 핸드폰의 AS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삼성이라는
회사가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김.
댓글 4: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향방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댓글 5: 편향된 노동법에 의해 기업주만 봉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댓글 6: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하
고, 둘째 정신적 학대를 저지른 한국인 책임자들을 국외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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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셋째로 삼성제품의 불매 의사를 밝히고 네 번째 정신적 학
대가 브라질 전역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댓글 7: 개고기 언급과 함께 한국인을 비하함과 동시에 브라질 노동자
법이 좀 오래됐지만 잘 작동되고 있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즉
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입차 반대와 특히 한국
자동차에는 관세를 세배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댓글 8: 과연 배상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부자와 힘 있
는 자들의 나라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규정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댓글 9: 한국에서 근로자들을 비인간 취급하는 삼성이 똑같은 시스템을
브라질에 가지고 들어왔고 현지 근로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문화를 고치기 힘든 것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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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파트너십(partnership)은 이슬람법 중 단체법 특히 기업법에서 일반적으
로 지칭되는 기업 형태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기
업(business association)’이라는 용어와 같다고 하여도 그리 큰 과장은 아니
다.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되는 회사
의 개념은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1) 이슬람법에서는 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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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결합인 단체를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고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2) 물론 현재 이슬람국가의 대부분은 서구식 회사법을 도
입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는 영리사단법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
히 전통적 파트너십의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기업 형태를 이루고 있거나
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무슬림이 무슬림과 동업
하거나 이슬람법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파트너십 형태의 단체를 설
립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운영 방식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개인이 개인사업의 영역을 넘어 공동기업 형태 혹은 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파트너십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고 있다. 또
한 이슬람법 학자들이 이슬람국가의 상거래 전통 및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전통적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을 전통적 파트너십에
한정해서 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에서 현대적 의미의 파트너

1) 법인격을 가진 회사 개념과 별도로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과 민
법상의 ‘조합’의 개념이 있다. 비법인사단과 조합은 일반적으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
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설립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
에서 오는 제약을 받긴 하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이다. 이에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
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진다. 참조 김형배(2004), p. 60; 강위두, 임재호(2011), pp. 426-427;
배재식, 손주찬, 이재상 감수(2001), p. 1545.
2) See Nabil Saleh(1981), pp. 79-80; Chibli Mallat(2007), pp. 328-329. 그러나 많은 이슬람법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슬람기관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의 일종인 딤마(dhimma)를 인정하고
있다. 즉 재단 형태의 자선단체인 와끄프(waqf), 이슬람사원인 마스제데(masjed), 재무부
(Public Treasury)인 바이트 알 말(bait al-mal) 등이다. 여기서 딤마는 출생에 의해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향수 및 의무부담의 능력을 말한다. Nicholas H. D. Foster(2010), pp.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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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설
립 및 형태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파트너십의 핵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또다른 테마이므로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 파트너십은 이슬람법 즉 샤리아(sharia)에 태생적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샤리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제와 관
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이
슬람법상 파트너십의 연혁에 해당되는 샤리아에 나타난 상거래 내용과 파
트너십의 일반론을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전통적인 파트너십의 원형인 샤
리카 알 아끄드(sharikah al-aqd)를 그와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 전통적 파트너십의 종류
및 그 특성을 논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
해 이슬람학파, 특히 4개의 순니학파가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학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써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슬람국가에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할 때 어떤
형태의 기업이 그 지역에서 가장 적절한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
람기업과의 협상 및 거래에서 상대방의 기업 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협상과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이론적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샤리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국내 연구의 토대를 마
련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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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슬람법상 파트너십의 연혁

1. 샤리아와 상거래
샤리아의 法源인 꾸란과 순나에는 개인 상호 간 거래분쟁에 대한 조정
등 상거래에 관한 구절 등이 있으며,3) 그 중에서도 리바(riba)와 가라르
(gharar)를 거래행위에 적용하고 있다. 리바의 문리적 의미는 ‘과다(excess)’
를 의미하며 대여 혹은 매매에 불구하고 자본의 불공정한 증가로 해석됨에
따라 샤리아에서는 리바 혹은 이자를 합법적인 이윤과 반대되는 불법적인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4) 이슬람교에서 리바는 불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
에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무노동에서 발생하는 불법
적인 수입으로 보아 엄격하게 금지된다.5)
가라르는 보통 보험계약이나 선물계약에서와 같이 불확실성 혹은 위험

3) 샤리아는 4개의 法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전인 ‘꾸란(Quran)’, 예언자 모함마드의 언행
을 기록한 ‘순나(Sunna)’ 혹은 ‘하디스(Hadith)’, 이슬람공동체의 합의인 ‘이즈마(Ijma)’ 및
조리나 유추에 입각한 ‘끼야스(Qiyaqs)’이다. 그 중에서 꾸란 및 순나가 주요 법원이고 이즈
마 및 끼야스는 보조법원이다. 참조 손태우(2010), pp. 358-359; 손태우 외(2013), pp. 79-82.
4) 리바는 두개의 범주인 ‘채무에서의 고리대금’과 ‘매매에서의 고리대금’으로 나뉜다. 채무에
서의 고리대금은 이미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꾸란, 순나 및 이슬
람법 학자가 공히 이것을 금지하였다. 동 형태의 고리대금은 어느 당사자가 특정 기간 동안
금전을 빌리고 동 금전의 변제기한이 도래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하거나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 식으로 채무의 총액 증가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전
통적인 매매에서의 고리대금은 6개의 물품, 즉 밀, 보리, 대추야자(date), 은, 금 및 소금에
적용된다. Sayed Hassan Amin(1989), p. 1.
5) 샤리아에서는 인간의 행동유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강제적 행위, 추천적 행위, 허
가된 행위, 비추천적 행위 및 금지된 행위. 리바는 이 중에서 금지된 행위의 한 유형이다. 참
조 Steven D. Jamar(1992), p.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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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형태로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샤리아에서 금지된다.
유의할 것은 리바와 가라르가 샤리아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상거래 현
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에 샤리아의 현실적응적 해석을 통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6) 이처럼 샤리아의 유연한 적용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
는 거래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국제상거
래의 증가와 글로벌화에 따라서 이슬람국가 전체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슬람법 학자들이 논의해야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이슬람국가는 회사 설립에 관한 서구식 혹은 세속적 회사법 및 시
장 관련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운영 및 회사구성원에 대해서는 여
전히 샤리아의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의 원리가 적용된다.7) 단지 이들 국가
는 시장압력 혹은 국가정책에 따라 회사설립 및 활동에 샤리아의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바레인은 합작증권회사(joint stock company)
에 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샤리아에 입각해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
다.8) 파키스탄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체를 대체로 이슬람형태의 사
업단체로 하고 있다.9)

6)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을 증여계약으로 보고 이익도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샤리아상 허용된다고 본다. 아랍 에미리트연합의 한 지역인 아부다비(Abu
Dhabi)에서는 가라르를 무효인 계약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선물거래를 허용하는 자유지역
(free zone)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라르를 인정하고 있다. See Howard L.
Stovall(1999), p. 841.
7) See Craig C. Briess(2009), p. 9(West page).
8) See H. S. Shaaban(1999), p. 166.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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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트너십의 일반론
이슬람법상 파트너십은 이슬람의 법적 ․ 종교적 사고로부터 연유되어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10) ‘파트너십’에 대한 일반적 아랍어는 ‘샤리카(sharikah)’11)
이다. 유의할 것은 순니파의 4개 학파 모두가 샤리카의 정의를 비슷하게 내
리고 있다는 것이다.12) 예컨대, 하나피학파는13) 샤리카를 “단일한 대상물
(subject-matter)에 대한 두 명 이상 자연인의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하며,14)
말리키학파는15) “개인의 부(富) 및 자신을 위한 거래를 위해 참여자 각자
10) 샤리아는 파트너십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꾸란 4:12 “(. . .) 만일 그 이상의 사
람이 있다면 유산의 몫에서 채무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공
동으로 3분의 1을 분배한다”; 꾸란 38:24 “(. . .) 공동 행위를 한 자는 서로가 부당한 행위
를 한 것이다. 그러나 믿어서 모든 선행을 행하는 자는 별도이지만, 그런 자는 드무니라.”
또한 예언자 모함마드 시절에 이미 사람들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사업을 하였으며 예언자
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한다. see Munir Ahmad Mughal(2011), pp. 5-6; Kamal Khir,
Lokesh Gupta and Bala Shanmugam(이하에서는 Khir et al.로 약칭함)(2008), p. 157.
11) 샤리카는 보통 ‘회사’의 뜻을 지닌 아랍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회사는 법인
격을 가진 서구식 회사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샤리카를 회사라기보다는 파트너십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때때로 샤리카는 ‘샤리카트(sharikat)’로 바꾸어 쓰인다. 이 두 용
어는 그 의미는 동등하지만, 샤리카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샤리카
트는 일반적으로 우르두(Urdu)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대표적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용된다.
see Raj Bhala(2011), p. 596.
12) 이슬람에는 다수학파인 순니(Sunnis)파와 소수학파인 시아(Shiites)파로 불리는 양대 신자
그룹이 있다. 순니파는 꾸란과 순나를 따르는 그룹이며, 시아파는 예언자에 의해 선언된
진리를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을 종교적 지도자(Imams)로부터 따르는 그룹이다. 순니파에
는 4개의 학파, 즉 하나피(Hanafi), 말리키(Maliki), 샤피(Shaffi'i), 및 한발리(Hanbali)가 있
다. 이들 학파는 각 학파의 선구자인 아부 하니파(699-767), 말리키 이븐 아나스(710-795),
알 샤피(767-820), 아흐마드 이븐 한발(780-855)에서 이름을 딴 온 것이다. 참조 Lu'ayy
Minwer Al-Rimawi(2006), p. 229; 한스 큉(손성현 번역), (2012), pp. 496-501, 참조
13) 하나피학파는 샤리아에 대한 비교적 유연하고 관대한 해석을 그 특징으로 하며, 전체 무슬
림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하나피학파의 입장을 지지한다. 위의 책, p. 498.
14) Imran Ahsan Khan Nyazee(2002), p. 15.
15) 말리키학파는 예언자의 순나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라이[Ray: 개인적 의
견(opinion)]의 역할을 최소화시킨다. 모리타니아, 모르코, 알제리 등 북, 서 및 중앙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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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이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만 개별적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16) 샤피학파는17) 샤리카를 “문헌적 의미는 혼재되
어 있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단일물(single thing)에 대한 기존의 분할될 수
없는 권리이거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계약”으로 보고,18) 한발리학파는19)
“소유 혹은 거래의 공동권리”로 본다.20) 결과적으로 샤리아가 지배하는 모
든 국가는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파트너십에 의해
사업 혹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자
본과 노무를 가진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자신의 투자 혹은 용역 비율에 따
라 이익 분배 및 손실 부담을 가진다. 또한 한 파트너의 파트너십상의 행위
는 다른 파트너의 행위가 된다.”21)

16)
17)

18)
19)

20)
21)

카 및 쿠웨이트는 말리키학파를 따르는 이슬람국가이다. 참조 Aziz al-Hibri(1997), p. 7; 한
스 큉 (손성현 번역), 위의 책, p. 496.
Nyazee, op. cit., p. 18.
샤피학파의 전통은 말라키학파 및 하나피학파의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현재 샤피
학파는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지역 및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집트는 하나피학파 및 샤피학파의 전통을 주도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see Raj
Bhala, op. cit., p. 289; 한스 큉 (손성현 번역), 위의 책, p. 499.
Nyazee, op. cit., p. 19.
한발리학파는 샤피학파보다 휠씬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 학파는 꾸란 및 순나
에 대한 자구적인 해석에 엄격히 순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학파는 제의(祭
儀)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엄격하지만 계시의 문헌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 예컨대 채무계약이나 무역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현재 이 학파
는 인구 수적으로 열약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이 지지하고 있다.
참조 Aziz al-Hibri, op. cit., p. 7; 한스 큉(손성현 번역), 위의 책, p. 506.
Nyazee, op. cit., p. 15.
Munir Ahmad Mughal, op. cit., p. 3; 우리 민법상 조합의 개념은 이러한 샤리아의 일반적 정
의와 유사하다. 즉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한다(민법 제703조). 또한 손익분
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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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학파는 파트너십 그 자체에 대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
지만,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형태에서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슬람법
학자(푸까하: fuqaha)와 이슬람 종교학자(울라마: ulama)는 오랫동안 상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개선해
오고 있다. 놀라운 것은 1,400년 이전인 우마이야왕조와22) 아바스왕조때
에23) 이미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무슬림
과 비무슬림 모두가 상업, 재정, 투자 및 무역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파트
너십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24)

3. 일반적 파트너십의 원형인 샤리카 알 아끄드(sharikah al-aqd:
계약형태 파트너십)
샤리카 알 아끄드(sharikah al-aqd)에서 아랍어인 ‘아끄드(aqd)’는 ‘계약’
을 뜻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즉 계약에 의해 성

22) 우마이야 왕조(661-750)는 정통칼리프 시대에 이어 아랍-이슬람 제국의 첫 번째 칼리프조
로서,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에 의해 세워졌다. 이슬람 역사의 단계에서 우마이야 왕조
는 짧지만 거대한 영토를 새롭게 확보해 나갔던 시대이다. 자료: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1130345&cid= 200000000& categoryId=200003860(2013. 9. 3 접속); 발
터 M. 바이스(2007), p. 88.
23) 이슬람 제국의 2개 칼리프 조 가운데 두 번째 왕조. 아바스 왕조(750-1258)는 아랍 민족보
다 이슬람 공동체를 처음부터 강조했다. 그래서 ‘모든 신도는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주장
아래 민족 차별이 없어졌고, 이슬람 제국 내에서 아바스 왕조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또
한 대규모 정복 활동이 줄어들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리하여 국제 무역과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예술과 문화가 진흥했다. 자료: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
922229&cid=3427&categoryId=3427(2013. 9. 3 접속).
24) See Raj Bahla, op. cit., p.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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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파트너십인 샤리카 알 아끄드는 공동구매 혹은 그 합의의 결과에서
생기거나 상속 혹은 다른 법적 상황에서 생기는 공동소유권과는 구별된
다.25) 이슬람국가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파트너십은 계약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샤리카 알 아끄드는 파트너십을 대표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파트너
십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된다. 드문 경우이지만 동 파트너십은 두 명의 증
인이 있으면 서면 없이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일반적 파트너십인 샤리카 알 아끄드에 대한 순니파 4개 학파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일치한다. 즉 하나피학파는 이를 “2인 이상의 사람이 자본과
이윤에 공동 참여하려는 합의”로 보고,26) 말리키학파는 “참여자 각자가 다
른 이에게 자신의 부를 거래할 수 있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들 자신도 직
접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27) 샤피학파는 샤
리카 알 아끄드를 “문언적 의미가 혼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단일 사물에
대하여 성립된 미분할권리이며 그것을 함축한 계약”으로 보며,28) 한발리학
파는 “2인 이상 자연인의 거래에 대한 참여”로 본다.29) 이러한 샤리카 알
아끄드에 대한 4개 학파 간의 정의는 일반론적으로 서로 유사성을 보이지
만,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두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분
류는 전통적 파트너십의 분류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5개의 파트너십 형

25) Nyazee, op. cit., p. 339. 예컨대 샤리카 알 이바하(sharikah al-ibahah)와 샤리카 알 밀크
(sharikah al-milk)로 전자는 소유권을 후자는 공동소유권을 획득할 공동권리를 가진 단체
이다. 이것들은 샤리카 알 아크드의 범주에 들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26) Ibid., pp. 17-18; Nik Norzrul Thani, Mohamed Ridza Abdullah and Megat Hizaini Hassan
(2010), p. 72.
27) Nyazee, op. cit., p. 18.
28) Ibid., p. 19.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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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나뉜다. 즉 ① 샤리카 알 이난[sharikah al-inan(유한책임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② 샤리카 알 무파와다[sharikah al-mufawadah(무
한책임상인파트너십): unlimited mercantile partnership], ③ 샤리카 알 아브
단[sharikah al-abdan(노무기반파트너십): skill-based partnership], ④ 샤리카
알 우자[sharikah al-wujuh(신용협동조합): credit cooperative], ⑤ 샤리카 알
무다라바[sharikah al-mudarabah(익명파트너십): sleeping partnership] 등이다.
두 번째 분류는 위 전통적 파트너십이 현대적 상거래에 맞게 변형 혹은 발
전된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이슬람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4개 형태가 있다. 즉 ① 샤리카 무사하마[sharikah musahamah(증권
시장파트너십): stock market partnership],30) ② 샤리카 알 타다몬[sharikah
al-tadamon(무역파트너십): trading partnership],31) ③ 샤리카 알 타키아
[sharikah al-tawsiah(2단계 파트너십): two-tiered partnership],32) ④ 샤리카

30) 샤리카 알 무사하마는 균등하게 교환되는 주식으로 나누어진 자본을 가진 파트너십이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조직된 교환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혹은
장외증권시장(OTC: over the counter)에서 사고 파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발행한 주식공모(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 투자한 투자
자들과 그 주식 발행회사 간에 샤리카 알 무사하마를 형성한다. 이 때 주식발행회사는 동
파트너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는 파트너이며 주식공모에 투자한 자들도 이 파트너십
의 파트너가 된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다. see John L. Esposito(2003), p. 217; Raj Bhala, op. cit., pp. 638-640.
31) 샤리카 알 타다몬은 샤리아상 허용되는 특정 혹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파트너십이다.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개별 상
업활동을 위해 분리된 독립 파트너십을 설립하기보다는 이 파트너들의 모든 사업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일 종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see Raj Bhala, op. cit.,
pp. 640-642.
32) 샤리카 알 타시아는 단지 한 명의 파트너가 그 파트너십의 채무에 연대채무를 지고 재정과
경영을 담당하며 또 다른 파트너들은 그 파트너십에서 그들 지분만큼 공동책임을 지지만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즉 첫 번째 단계의 파트너가 경영과 재정을 담당하고, 두 번째
단계의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만큼 투자만 한다. see Ibid., p.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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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모하사[sharikah al-mohassah(비공식 파트너십): informal partnership] 등
이다.33) 이러한 현대적 파트너십의 형태는 전통적 파트너십을 기본 형태로
유지하면서 각 국가의 사정 및 현대적 상거래를 반영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히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전
통적 파트너십만 여기서 논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일반적 파트너십
인 샤리카 알 아끄드와 구별되는 샤리카 알 이바하(shrikah al-ibahah)와 샤
리카 알 밀크(sharikah al-milk)를 논하고자 한다.

4. 샤리카 알 이바하와 샤리카 알 밀크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는 개인의 단체로서의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이 두
분류가 있다. 그 첫째는 아랍어로 단체의 공동권(공동단체권)으로 알려진
‘샤리카 알 이바하’이다.34) 이는 물, 공기 혹은 장작처럼 원래부터 누구에
게도 소유되지 않아 무료인 사물, 즉 ‘무바(mubah)’를 획득하고 취득한 사
람들의 공동권리를 말하며, 이런 무바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이 이슬람법
상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합법이다. 이러한 무바는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동재산의 한 부분으로 일반 공중의 영역에 속
33) 샤리카 알 모하사는 자신의 선택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설립된 비공식적 사람의 단체이다.
각자는 그 사업에서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고, 그 지분을 넘은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해
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의 요구사항은 미미하다.
see Ibid.
34) 1877년부터 1926년까지 오트만칼리프의 민사법인 Mejelle는 하나피학파의 일부 견해를 성
문화한 것으로 ‘샤리카 알 이바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물과 같이 원래
부터 일반인의 재산이 아닌 사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취득함으로써 일반 대중에 의한 상
호 점유의 존재 및 점유권 취득에서의 지분의 존재” see Ibid., p.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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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이것에 대한 상호취득과 소유는 샤리카 알 이바하의 연계(nexus)
를 기반으로 하지만 계약과 같은 어떤 법적 형식을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
로 성립된다. 사실 공기, 장작 및 물에 대한 파트너십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35) 이러한 파
트너십의 형태는 특히 자연환경에서 유래하는 사물에 대해 모든 이가 공동
의 관리인이라는 점과 공동의 선을 보호 ․ 발전시키고자 하는 타 종교의 가
르침과 상당히 유사한 윤리적 ․ 종교적 관점에서 유래되었다.
둘째, 샤리아 알 아끄드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파트너십으로 공동소유권
을 뜻하는 샤리아 알 밀크가 있다. 공동소유는 샤리아 알 밀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슬람법 학자는 샤리아 알 밀크를 파트너십이라기 보다 공동소유
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샤리아 알 밀크도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아인
(ayn) 혹은 부채(채권)를 의미하는 다인(dayn)을 자산으로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36) 그러나 이슬람법 학자는 샤리아 알 밀크의 두 가지
형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인을 자산으로 하는 샤리아 알 밀크에
대해서는 그 도덕적 수용을 두고 견해가 나뉜다.37)
샤리아 알 밀크의 자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같이 예견할 수 없는 행위
로 인하여 복수인에게 행해진 상속에 의해 형성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인
옥수수포대에 구멍이 나서 옥수수 소유자 사이에 자신의 옥수수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혼합으로 발생한다. 또한 동 파트너십은 유형재산의 공동

35) 하디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사람들은 물, 풀 그리고 불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파
트너이다.” Al-Shawkani Nayl al-Awtar, p. 303, 재인용 Cambridge(2008).
36) See Raj Bhala, op. cit., p. 599; Khir, et al. op. cit., p. 158.
37) See Raj Bhala, op. cit., p.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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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같이 그 구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샤리아 알 이
바하와는 달리 샤리아 알 밀크는 모든 사람과 지역에서 어느 시대에서나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샤리아 알 밀크의 기본적 법적 권리와 의무38)는 첫째, 각 파트너의 지분
사이 및 그 파트너십의 자산에 대한 그들 각자의 지분 사이에 구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 파트너십의 공동소유는 자산의 공동소유와
일치한다.39) 둘째, 공동소유자는 다른 파트너의 사전승인 없이는 파트너십
에서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이는 다른 파트너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인과 새로운 혹은 수정된 파트너십을 창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샤리아 알 밀크의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아인 혹은 다인의 지분
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같다. 즉 한 공동소유자는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파트
너의 지분을 매도 ․ 매수하거나, 사용 ․ 양도하거나 혹은 처분할 수 없다. 넷
째, 이익분배와 책임부담에 관해서는 아인의 자산을 가진 샤리아 알 밀크
의 모든 파트너는 그 재산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이익도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다인을 기초로 한 샤리아 알 밀크에서 부채(채권)를 회수하는 권리
는 공동소유자의 연대채권으로 된다.

38) See Nyazee, op. cit., p. 35; Khir, et al. op. cit., p. 158.
39) 샤리아 알 밀크의 공동소유 형태는 우리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
건을 소유할 때에의 총유와 유사하다(민법 제275조). 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
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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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통적 파트너십
1. 개관
순니파 4개 학파의 이슬람법 학자들은 샤리카 알 아끄드의 구체적 5가지
형태, 즉 샤리카 알 이난, 샤리카 알 무파와다, 샤리카 알 아브단, 샤리카 알
우자, 샤리카 알 무다라바의 존재를 신학적 ․ 실용적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
다. 즉 이 학파들은 이슬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단체의 필요성 및 샤리아의 현실적응적 해석에 입각해서 다양한 파트
너십 형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바로 위 5개 유
형의 파트너십이 이슬람 윤리와 계율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하나피학파는 위 5개 유형 모두를 샤리아상 승인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샤피학파는 5개 중 1개 혹은 2개 유형만 승인한다. 또한 이들 학파의 현대
이슬람학자는 위 5개 유형의 파트너십만을 샤리아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으로 보지 않고 더 많은 형태의 샤리카를 개발 ․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
런 새로운 유형의 파트너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도 있다. 아래에서는
위 5개 유형의 파트너십을 각 학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샤리카 알 이난 [Sharikah al-Inan(유한책임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샤리카 알 이난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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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미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유사
하다.40) 일반적으로 샤리카 알 이난은 “대리에 입각한 기본적 파트너십 계
약으로 설립 참여는 부(富), 노무 혹은 신용가치에 기반을 두며, 출자 혹은
법적 능력의 균등성은 요구하지 않는다.”41) 문언적으로 이난(inan)의 아랍
어는 말의 고삐(말의 구레 혹은 헤드기어의 한 부분)를 의미한다. 이난의
함축은 말의 방향을 지시하는 고삐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파
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것을 돕는 규범을 말한다. 샤리카 알 이난
은 서구식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각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에 한정해
서 유한책임을 진다.42) 그러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파트너는 남용으로
초래된 거래상 책임에 무한책임을 지며, 다른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에 한
정해서 유한책임을 진다. 순니파의 4개 학파는 샤리카 알 이난의 설립 요건
40) 2011년 우리 상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유한책임회사(287조의 2 이하)는 내부적으로는 조합
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리는 회
사이다. 이는 종래 인적회사의 속성과 유한책임이 결합한 기업조직으로서 사원의 일부가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의 업무 집행은 무한책임 사원만 담당하는 합자회사도 있지만, 최근
산업구조에서의 벤처기업과 같이 창의적인 인적 재산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적합한 형태
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같이 조합적인 방법으
로 운영되지만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의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
자조합(상법 86조의2 이하)도 인정하고 있다. 이철송(2013), pp. 187-188; 정찬형(2013),
pp. 583-584; 미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LLC)와 유한책임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법적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다. 즉 각자는 법인격 없는 사업
단체로 소유자들은 유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LLP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그 준거법령도 개정통일파트너십법(RUPA: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이다. LLP의 구조는 과거 일반 파트너십으로 조직되었던 회계 혹은 변호
사와 같은 전문회사 대부분이 주로 이용한다. LLC는 미국 주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법령에 의해 운영된다. 전형적으로 LLC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양 성격을 가진
혼합 형태이다. LLC의 구조는 사업체가 별도의 과세대상자가 아니기에 소득세 공제
(flow-through)처리를 원하는 사업체가 사용한다. see Raj Bhala, op. cit., p. 604.
41) Nyazee, op. cit., p. 339; Chibli Mallat, op. cit., p. 329.
42) See Bryan A. Garner et al.(2009), p. 319(‘limited-liability company’ 용어의 정의); Khir, et
al., op. cit., p. 160.

13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샤리카의 주요 형태 중 하나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43)
아래에서는 각 학파 간의 샤리카 알 이난의 설립 및 운영 요건에 관한
내용과 차이점을 보고자 한다.
가. 하나피학파
하나피학파는 샤리카 알 이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지
만, 학자들은 샤리카 알 이난의 특징으로 각 파트너는 다른 모든 파트너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어느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보증인이 아니며, 또한
파트너십의 재산인 유형 ․ 무형자산은 파트너십을 위해 파트너십 계약에 따
라 관리 ․ 분배되어지는 것 등을 말한다.44) 하나피학파는 샤리카 알 이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9개의 요건이 파트너십 계약에 서면으로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각 파트너는 법적 능력(legal capacity: capability) 혹은 ‘아리야(ahliyah)’를 가져야 한다. 하나피학파에게 아리야는 파
트너가 노예로부터 해방(hurr)되거나,45) 성년 연령(baligh)46) 및 성숙(rasheed)

43) 4개 학파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다른 예로는 샤리카 알 이난의 해산 사유가 있다. 예
컨대, 파트너의 파트너십의 종료 동의, 파트너의 파트너십 계약규정의 고의적 위반, 파트너
의 연락 불가능 장소로의 이주, 파트너십의 출자자본 소지 등으로 파트너십이 종료된다.
see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p. 72-73; Khir, et al., op. cit., p. 161. 참조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사유는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합병, 해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사원이 없게 된 경우 등이다(상법 제
287조의 38).
44) Nyazee, op. cit., p. 102.
45) 후르(Hurr)는 파트너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예제도가 현대 법제도에서 불법
이지만, 한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노예주인은 샤리카 알 이
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see Raj Bhala, op. cit., p. 606.
46) 바리그(Baligh)는 파트너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없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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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47)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위
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거나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함이다. 둘째,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의 자신의 지분에 따라
그리고 다른 파트너의 지분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셋째, 샤리카 알 이난의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설립계약에 서명할
때 자신의 출자자본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결과로 파트너들의 전체 출자
자금이 파트너십의 설립 시점에 알려진다. 물론 출자자본에 대한 댓가로
파트너는 자신의 출자분에 상응해서 파트너십의 지분이익을 받는다.48) 넷
째, 모든 파트너는 샤리카 알 이난의 자본 형성에 자산을 출자해야 하고,
그 자산은 동종자산이어야 한다.49) 이처럼 출연자산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출연자산 간의 평가에서 불확실성(gharar)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출연자산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의 폭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반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파트너가 사춘기에 도달했을 때를 바리그로 본다. see Ibid;
Khir, et al., op. cit., p. 160.
47) 라세드(Rasheed)는 넓은 개념으로 각 파트너가 예컨대 미치거나 정신박약처럼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기보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 지능을 갖춘 사람
을 의미한다. see Raj Bhala, op. cit., p. 606; Khir, et al., op. cit., p. 160.
48) 이처럼 모든 파트너는 이 파트너십의 설립 계약 시에 요구되는 자금을 출자해야 하기 때문
에 여러 파트너 중에서 한 명만이 파트너십의 전체 자본금을 출자한다든지, 파트너십의 장
래 수입에서 나오는 금전으로 사후에 출자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다. 유의할 것은 샤리카 알 이난의 파트너는 자신의 자금만으로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 친구 혹은 심지어 은행에서 빌린 자금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파
트너의 출자자본의 출처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그 출자금이 샤리아에서 금지한
알코올, 마약, 돈육 혹은 포르노그래피의 거래 등과 같은 활동에서 나왔다면 그 출자금으
로 설립된 샤리카 알 이난은 무효이다. 따라서 비무슬림도 샤리카 알 이난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비무슬림 파트너의 출자자본금은 샤리아상 허용되는 활동에서 나와야 한다. see
Nyazee, op. cit., p. 102.
49) 예컨대, 첫 번째 파트너가 현금을 출자하고, 두 번째 파트너가 주식 혹은 사채와 같은 유가
증권을 출자하고, 셋 번째 파트너가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샤리카 알 이난은 무
효이다. see Raj Bhala, op. cit., pp. 6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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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자산과의 평가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출연자산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논란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이슬람법 학자
의 판단에 따른다. 출연자산의 동일성 여부 및 그 자산의 평가 문제 때문에
출자자본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범주가 금전 혹은 이전 시대에는 금이나
은 같은 정금(正金)이 되어야 한다는 한발리학파의 주장은 놀라운 것은 아
니다. 이 조건으로 인해 샤리카 알 이난의 자본금 형성에 융통성이 적어지
는 것을 우려해서 하나피학자는 히라(hilah)라는 법적 해결 혹은 법적 장치
를 고안해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많은 가치의 자산을 가진 자가 가치가
덜한 자산을 가진 자의 모든 자산을 자기 자산으로 교환하고 자기의 나머
지 부분과 후자의 교환한 부분을 함께 출자하는 방법,50) 혹은 한 쪽은 자산
만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금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쪽이 자신의 자산
절반을 다른 쪽과 교환함으로써 양 쪽이 자산 및 금전을 공동소유하는 형
태로 파트너십을 설립하는 경우이다.51) 공동소유 형태로서의 히라는 자산
범주의 까다로운 조건에 얽매일 수 있는 샤리카 알 이난의 형성을 용이하
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상호 신뢰 형성이라는 윤리적 기능을 수
행하다.
다섯째, 샤리카 알 이난의 이익은 각 파트너에게 알려져야 한다.52) 만일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이 동 파트너십 계약에 밝혀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파트너십은 법적 효력이 없다. 여섯째, 그러한 이익은 절대가
치 기준이 아닌 비율에 따라 파트너에게 분배된다. 예컨대 25%의 지분을

50) Nyazee, op. cit., p. 131.
51) Ibid.. Khir, et al., op. cit., p. 161.
52) See Raj Bhala, op. cit., p.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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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파트너는 25%의 이익을 가진다는 파트너십 계약은 유효하지만 특정
파트너가 구체적인 금액, 예를 들면 미화 20만 달러의 이익을 가진다고 명
시한 계약은 무효이다.53) 일곱 번째, 이익분배 결정은 이익이 발생한 연후
에야 할 수 있다.54) 이것은 샤리카 알 이난 설립 당시에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지만, 도중에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익 발생을 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파트너의 기대치를 보호할 수 있고 관련된 갈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여덟 번째,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의 지분에 따라 샤리카 알 이난
에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55) 이것은 초기출자자본에 따른 파트너의
유한책임 논리에서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별도 출자자본의 지분비율에 따
라 손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파트너가 이와 다른
손해부담 비율을 샤리카 알 이난의 설립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 아홉 번째,
파트너의 손해부담은 자신의 업무 분량, 업무 취급 금액 혹은 업무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출자자본에 따라 결정된다.56) 이것은
샤리카 알 이난의 파트너가 사전에 어떤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전체 책임을
떠맡을 수 없게 한다든가 다른 파트너가 자신의 손해부담을 대신해 줄 수

53) 그러나 샤리카 알 이난의 파트너가 비율식 이익분배와 다른 방법으로 이익분배를 하는 데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초기자본으로 10%를 출
자했지만 그 자가 업무의 절반 이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파트너들이 그 자에게
55%의 이익배분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다. 또한 파트너십 계약에서 이익
분배를 투자자본의 수익에 따라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샤리카 알 이난의 이윤은 그 설립
이후 파트너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초기투자자본액에서 사전 보상이 예정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윤분배방법 역시 무효이다. see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 72.
54) See Raj Bhala, op. cit., p. 610.
55) See Ibid.
56) See Ibid.,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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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함으로써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손해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파트너들이 손해 분담에 관한 별도
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나. 말리키학파
말리키학파의 창시자인 말리키(Malik)는 샤리카 알 이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파와 마찬가지로 말리키학파는 단순히 이러
한 형태의 파트너십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의 말리키 학자인 알 키라
시(Al Khirashi)는 위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57) 6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
야 유효한 샤리카 알 이난을 성립시키는 파트너십 계약이 인정된다고 했
다.58) 말리키학파는 대체로 이러한 요건들을 수용한다. 첫째, 말리키학파에
서 아리야의 요건인 법적 능력은 하나피학파의 그것과 일치한다. 둘째, 샤
리카 알 이난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계약은 서면계약 혹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구두계약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59) 셋째, 하나피학파에 의해 구체
화된 조건과 같이 모든 파트너는 이 파트너십의 자본 형성에 같은 형태의
자산을 출자해야 한다. 넷째, 각 파트너는 다른 모든 파트너의 대리인으로
서 대리권을 가진다. 다섯째, 하나피학파에서와 같이 샤리카 알 이난의 이

57) 이맘 알 키라시(Imam Al Khirashi)의 풀네임은 ‘Mohammed Ibn Ibrahim Ibn Othman Ibn
Said Ibn Al-Shams Al Khirashi’이다. 그는 이집트에서의 말리키학파 학자이었으며, 1443
년(847 A.H.)에 서거했다. see Nyazee, op. cit., p. 182.
58) See ibid.
59) 이러한 증거 요구는 샤리카 알 이난이 샤리카 알 아끄드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지만, 장래 사업 파트너로 하여금 말리키학파에 의해 샤리카 알 이난의 승인과 인정을
기대하기 위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see Raj Bhala,
op. cit., p.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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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각 파트너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파는 이익은 비
율 분배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대수치 혹은 보답비율에 기초한 이익 획득
기준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말리키학파는 하나피학파와 다르
게 초기 자본투자분과 이익이 비율적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
대 한 파트너가 초기 자본을 전체의 10%를 투자하였지만 그 투자비율에
맞지 않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의 이윤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의 질문에 하나피학파는 인정하지만 말리키학파는 인정하지 않는다.60)
다. 샤피학파
샤피학파는 이슬람 단체법에서 가장 엄격한 학파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혁신적 방법에 덜 개방적이고 덜 유연하다. 이 학파가 샤리카 알 이난을 승
인하는 것은 각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통하므로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샤리카 알 이난을 독창적이고
이윤창출적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파트너의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본다. 샤피학파에서 샤리카 알 이난이 유효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요건이 필요하다.61) 첫째, 하나피 및
한발리학파에서 구체화시킨 아리야 조건은 샤피학파에서도 동일하다. 둘
째, 대부분 샤피학파 학자는 샤리카 알 이난의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들
이 자신을 대신해서 행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수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즉 단순히 파트너가 그 파트너십에서 업무를 본다고 해서 다른 파트너
의 권한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파트너로부터 명확한 수권을 받아야
60) See Ibid., p. 613.
61) See Ibid., pp. 6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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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피학파와 말리키학파에서와 같이 모든 파트너는
동일 유형의 자산을 파트너십의 자본으로 출자해야 한다. 넷째, 하나피학파
처럼 파트너는 파트너십 설립 시 초기자본을 출자해야 한다. 다섯째, 샤리
학파는 하나피학파와는 다르지만 말리키학파와 같이 초기 출자자본 비율에
맞게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의 손해부담
에 대한 부분은 하나피학파의 견해와 같다.
라. 한발리학파
다른 학파와 같이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이난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요건을 요구한다.62) 첫째, 한발리학파는 다른 3
개 학파와 같은 아리야조건을 채택한다. 둘째, 샤피학파와 같이 파트너의
수권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 학파는 파트너
가 다른 파트너에게 특정 형태의 사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 수권행
위를 하거나 구체적인 형태로 거래하는 파트너십에게 수권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본다. 셋째, 하나피학파와 마찬가지로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
약에 따라 일정규모의 자본을 출자한다. 넷째, 파트너 초기출자자본의 종류
에 관한 것으로 한발리학파 내에서 여러 견해가 나뉜다.63) 다섯째, 파트너
62) Nyazee, op. cit., p. 217.
63) 한 견해는 샤리카 알 이난 뿐만 아니라 샤리카 알 무다라바를 포함한 어떠한 샤리카도 일
반적 재산의 출자로 설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견해는 파트너가 어떤 종류의 자산
이든 파트너십의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지만, 출자시 출자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자
신이 얽매이게 된다고 한다. 한발리학파는 파트너십의 자본으로 희망하는 어떤 종류의 자
산을 기여하는 것을 파트너에게 허용하며, 그들로 하여금 파트너십 계약이 서명될 때에 즉
시 그 기여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파트너들은 이러한 가치에 영원히 구속된다. 다른 말
로 한발리학파는 자본기여에 역사적 회계평가를 적용한다. 또다른 견해로는 샤리카 알 이
난의 설립자본으로 현금만을 요구하고 이 요건을 회피하는 히라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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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의 이윤분배에서 한발리학파는 하나피학파처럼 유연하다. 즉 파트너는
초기출자자본 비율에 따라 파트너십의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자비율에 상관없이 균등배분을 한다든지, 출자비율과 달리 근무성과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초기출자자본 비율에 따른 이
익분배만을 고집하는 말리키학파와 샤피학파와는 다르다. 여섯째, 한발리
학파는 파트너십의 손해에 대해 각 파트너가 자신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는 하나피학파와 달리 각 파트너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
다.64) 이 연대책임도 파트너가 고의로 파트너십 계약규정에 위배하여 손해
를 발생시키거나 파트너십의 전체 자본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파트너가 손해를 부담하거나 초과대여금을 부담한다. 일
곱 번째, 한발리학파는 파트너가 자신의 자산 혹은 부를 자신이 속한 샤리
카 알 이난의 자산과 혼용시키는 것을 금한다. 이처럼 파트너 개인재산과
파트너십의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이익 창출에 사용된 파트너십의 자산이
무엇이며 각 파트너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트너 사이의
분쟁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 소결
결론적으로 위 4개 학파의 각각은 유효한 샤리카 알 이난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파트너십 계약에 삽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파트너십과
관련된 장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요건이 빠진 샤리카 알 이난은 무효이다. 한편 파트
파트너십의 자본모집을 엄격히 한다. see Raj Bhala, op. cit., pp. 614-615.
64) See Bryan A. Garner, op. cit., p. 997; Chibli Mallat, op. cit.,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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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파트너십의 경영을 시작한 후 사업조건이 변경되거나 개인 사정이 생
긴 경우 자유롭게 파트너십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파트너
십을 경영하기 위해 각 학파가 정해놓은 샤리카 알 이난의 기본적 요건은
변경할 수 없다.
위 4개 학파 모두가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서의 샤리카 알 이난을 인정하
는 것은 개인 차원의 거래에서 오는 자본한계 및 위험부담을 극복하기 위
해 타인과 자본 및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샤리카
알 이난이라는 도구로 거래에서 개인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3. 샤리카 알 무파와다 [Sharikah al-Mufawadah(무한책임상
인파트너십): Unlimited Mercantile partnership]
샤리카 알 무파와다는 미국회사법에서의 일반파트너십과 유사하다.65)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이것은 무한책임상인파트너십으로 샤리카 알 이난과
같이 그 운영규칙을 정하는 계약 혹은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설립된다. 문
언적으로 아랍어 ‘무파와다(mufawadah)’는 ‘평등(equality)’을 의미한다.66)
65) 샤리카 알 무파와다는 법인격 유무를 제외하고 우리 상법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예컨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195조),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
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00조 제1항). 또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212조 제
1항),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상법 제197조).
66) See Munir Ahmad Mughal, op. c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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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은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각 파트너는 균등한 지분으로 파트
너십의 업무를 관장할 전권을 가지며, 다른 모든 파트너의 행위에 연대책
임을 진다.67) 또한 각 파트너는 식량과 의류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과 그들
가족의 재산도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기속된다. 즉 각 파트너가 하는 모든
구매행위는 공동 파트너십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샤리카 알 무파
와다의 상업적 거래행위를 뜻한다. 물론 파트너가 개인적 소비와 사용을
위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중요한 것은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각 파트너
는 무슬림이어야 한다.68) 순니학파 중 샤피학파를 제외하고69) 나머지 3개
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샤리카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본다. 그러나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인정하는 학파 내에서도 동 파트너십의 유효한 성립
및 운영 요건에 차이가 있다. 샤리카 알 이난 계약과 같이 이들 조건이 샤
리카 알 무파와다를 위한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파트너십
은 무효이다.
아래에서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인정하는 3개 학파 간의 차이점을 살
펴보고자 한다.

67) See Raj Bhala, op. cit., pp. 617-620; Khir, et al., op. cit., p. 159, p. 226.
68) See Munir Ahmad Mughal, op. cit., p. 12.
69) 샤피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다른 학파와 다르게 이것을 승인하
지 않는다. 즉 그들은 동 파트너십이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동 파트너십에 의
하면 각 파트너는 균등한 지분으로 파트너십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파
트너십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가령 2명의 파트너가 각각 미화 10만 달러를 출연하여
보물선을 찾는 사업을 하는데, 각자는 자신의 출연분을 혼합시키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한 파트너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다른 파트너도 그 보물에 대해 동등한 권
리이므로 그 자는 다른 이의 보물 발견이라는 우연성에 의해 이익분배를 받게 된다. 나아
가 한 파트너가 외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고용되어 노무 제공을 했을 때
다른 파트너도 그 선물 혹은 노무 제공 수익에 대한 이익을 주장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한
다. see Raj Bhala, op. cit., p.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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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피학파
하나피학파는 유효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가 되기 위한 8개 요건을 내놓
았다. 우선 8개 요건 중 앞의 4개 요건은 샤리카 알 이난에서의 요건인 (i)
파트너의 법적 능력(아리야) (ii)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업권한
(iii) 초기출자 자본기여 (iv) 출자자본의 자산범주 등으로 동일하다.70) 그러
나 유효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위해 하나피학파는 다음의 추가적인 4개
요건을 요구한다.71) 첫째,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십
설립계약에서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해야 한다.
둘째,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의해 취득한 어떠한 이익도 파트너 사이에 균
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손실 역시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72) 셋째, 균
등성 요건과 더불어,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파트너
의 사적 지위이다. 예컨대 동 파트너십은 자유인과 노예 사이 혹은 노예와
노예 사이에 운영될 수 없으며, 도제식 혹은 구속적 종(하인) 혹은 무카타
브(mukatab)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점은 논리적으로 아리야 조건이 모든 파
트너는 자유로운 남자 혹은 여자임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현재 무슬림세계에서 노예제를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
다는 점에서 구시대적 요소이다. 또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는 하나피학파
이맘의 관점에 따라 적어도 비무슬림을 파트너로 구성할 수 없다. 이러한

70) See Nyazee, op. cit., pp. 160-161.
71) See Raj Bhala, op. cit., p. 618.
72) 이러한 균등성 요건을 내세우는 이유로 하나피학파는 모든 파트너가 공동의 선을 위해 함
께 일할 수 있도록 균등한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이라는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
보다는 다른 파트너의 기술과 재능에 존중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들고 있다. se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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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동 파트너십이 이슬람법상 허용되는 거래만 하
도록 요구된다는 점에서 샤리아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비무슬림을 파트너에
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데 정당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하나피학파는 샤
리카 알 무파와다가 종사할 수 없는 거래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
트는 파트너십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73)
나. 말리키학파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요건 중 다음
의 5개 요건은 하나피학파와 견해를 같이한다.74) 즉 (i) 파트너의 법적 능
력 (ii)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업권한 (iii) 초기출자 자본기여
(iv) 출자자본의 자산범주 (v) 파트너십의 거래제한 리스트 등이다. 그러나
말리키학파는 다음 3개 요건에 대해서는 하나피학파와 그 견해를 달리한
다. 첫째, 말리키학파는 자유인과 주인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노예와의
샤리카 알 무파와다 계약은 유효하며,75)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위 파
트너십 설립계약도 유효하다고 한다.76) 다만 후자의 경우 비무슬림파트너
가 파트너십의 주된 거래행위(예컨대 ‘판매’, ‘소지’ 혹은 ‘채무변제 요구’)
73) 동 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파트너십에서 비파트너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대여
를 의미하는 ‘꺄드(quad)’는 상환기간 없는 무이자 대여를 말함). (b)파트너십에서 비파트
너에게 비금전자산을 대여하는 것(도구 혹은 비대체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아라
(iarah)’), (c)파트너십의 자산을 자선하는 것(선물을 뜻하는 ‘히바(hibah)’, 가난한 자에게
하는 자선을 뜻하는 ‘사다카(sadaka)’), (d)샤리카 알 무파와다와 관련되는 범죄 혹은 불법
행위에서 어느 파트너의 책임에 보증을 서는 것. 주의할 것은 이러한 거래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즉 파트너들 간의 합의로 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
컨대 (d)의 예시에서 파트너는 합의에 의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e Ibid., p. 620.
74) Ibid.
75) See Nyazee, op. cit., p. 192.
76) See Raj Bhala, op. cit., p. 621.

1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를 할 당시에 무슬림파트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무슬림파트
너로 하여금 거래행위를 감시하게끔 하여 이슬람법적 관점에서 거래 허용
여부를 이중 점검하기 위함이다. 둘째,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
파트너들의 균등한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는다.77) 파트너가 불균등한 자
본출연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장래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
로 그러한 출연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78) 이는 하나피학파
의 견해와 큰 대조를 보인다. 말리키학파에 따른 샤리카 알 무파와다는 하
나피학파하에서의 샤리카 알 무파와다보다도 하나피학파에서의 샤리카 알
이난과 더 비슷하다.
다. 한발리학파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일반적 파트너십의 유형으로 보고,
다른 형태, 즉 샤리카 알 이난, 샤리카 알 아브단 및 샤리카 알 우자를 특별
한 파트너십 형태로 본다.79)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파트너십이 유효하게
설립된다면 그 전제가 되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은 유효하다. 한발
리학파가 이러한 차별적 이론 정립을 통해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규범을
확립하려는 이유는 동 파트너십이 샤리아의 관점에서 가장 호응받을 수 있
는 종교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77) See Nyazee, op. cit., p. 193.
78) Ibid., p. 194; 이와 더붙어서 파트너 간의 업무 균등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파트너 간에
서로 다른 양의 노무 제공이 허용된다.
79) Ibid.,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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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에서 요구되는 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4개의 요
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한다.80) 첫째,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른 파트너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서야 한다. 더
나아가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운영에서 오는 채무, 부주의 혹은 과오로 인
한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보증 조건은 파트너 누구나 파
트너십과 관련된 전체 책임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각 파트너는 다
른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둘째,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모
든 파트너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파트너 사이의 자본
출자 혹은 이익분배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이익을 분배한다. 이는 균등성을 요구하는 하나
피학파와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파트너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지분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자본출자에 의한 지분에는 그에 해당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기독교인, 유대인 및 다른 비
무슬림인을 파트너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은 없지만, 한발리
학파의 일부 이맘이 그것을 허용한 사실과 현대적 ․ 실용적 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한 샤리아의 융통성을 들어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81)

80) See Raj Bhala, op. cit., pp. 624-626.
81) See Ibid., p.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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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샤리카 알 아브단 [Sharikah al-Abdan(노무기반파트너십):
Skill-based partnership]
아랍어로 ‘샤리카 알 아브단’은 ‘샤리카 아말(sharikah amal)’(복수) 혹은
‘샤리카 알 아말(sharikah al-amal)’(단수)으로도 알려져 있다.82) ‘아브단
(abdan)’의 용어는 ‘몸(body)’이라는 뜻의 ‘브단(bdan)’의 용어에서 나온 것
으로 이것으로 추론하면 이 파트너십은 개인의 신체 재능에서 수행되는 기
술에 근거를 둔다. 또한 ‘아말’ 혹은 ‘알 아말’의 용어는 ‘노무(work)’를 의
미하므로 노무를 근거로 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따라서 알 아브단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파트너들의 참여가 노무 혹은 기술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이지만, 그 파트너십은 ‘이난’ 혹은 ‘무파와다’ 형태이어야 한
다.”83) 이러한 형태의 샤리카는 하나피, 말리키 및 한발리학파에서 발견된
다. 이들 학파는 일반 상거래에서 이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율법적 ․ 도덕적
관점에서도 이를 승인한다. 그러나 샤피학파는 윤리적 근거에서 이를 거절
하고 무효로 본다.84)
한편 하나피, 말리키 및 한발리학파에서 공통되는 샤리카 알 아브단의
운영 요건 4가지를 살펴보면,85) 첫째, 샤리카 알 아브단은 노무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이므로 설립 시 자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둘째, 한 파트너와

82) See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 72.
83) Nyazee, op. cit., p. 339; 우리법상 구성원이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상 조합(민
법 제703조)의 조합원,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상법 제86조의8 제4항), 합명회
사의 사원(상법 제195조) 등이다.
84) See Raj Bhala, op. cit., pp. 630-632; Khir, et al., op. cit., p. 159, p. 226.
85) See Raj Bhala, op. cit., pp. 6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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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이익 및 손실은 모든 파트너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거나 부담된
다. 이는 각 파트너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자 다른 이를 위해 행동하므로
거기에 따른 경제적 즐거움과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에 관한 운영원칙에 하나의 예외가 있는
데, 그것은 “샤리카 알 아브단 인 이난(sharikah al-abdan in inan)”이라고 알
려져 있다. 이 형태의 파트너십 파트너는 통상적인 균등한 이익분배 및 손
실부담 원칙을 배제하기 위해 서면으로 파트너십 계약에 그런 사실을 구체
화한다.86) 파트너로 하여금 이러한 차별성을 두는 것은 비록 균등성의 결
과 측면에서 엄격하게 평등주의가 아닐지라도 상호 간 이익이 되는 사업계
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각 파트너는
다른 모든 파트너를 대신하여 전체 파트너십을 위해 업무를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이점은 샤리카 알 아브단의 한 파트너가 특정 고객을 상대할 수 없
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다른 파트너가 그러한 고객을 상대하게 함으로써 능
동적 사업활동을 가능케 한다. 넷째, 각 파트너는 모든 파트너를 대신하여
파트너십이 공급한 상품 혹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파트너 중 누구든 그러한 지불을 수령한다면 다른 파
트너에게 부여된 그 권리는 종료된다. 즉 한 파트너에 대한 지불은 전체 파
트너십에 대한 지불이며, 수령한 파트너는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전 규칙에 따라 그 지불금을 분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샤리카 알 아브단의 설립 및 운영 요건에 대한 순니학
파 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먼저 하나

86) See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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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파에 의하면, 샤리카 알 아브단dms ‘무파와다 형태의 샤리카 알 아브
단’과 ‘이난 형태의 샤리카 알 아브단’으로 나뉜다. 금전적 기여 대신에 무
파와다 형태의 샤리카 알 아브단은 ‘카파라(kafalah)’와 ‘와카라(wakalah)’를
요구한다. 카파라 조건은 보증 혹은 담보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상의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87) 그 조항은 각 파트너는 어느 파트너가 고의적이고 남
용적 형태로 행위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파트너의 손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와카라 조건은 각 파트너는 다른 모든 파트너를 위해
대리인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대리인조항이다.88) 이난 형태의 샤리카 알 아브단은 샤리카 알 아브단 설
립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적용되지만, 각 파트너rk 초기 금전기여를 해야 한
다는 의무는 제외한다. 대신에 이 파트너십에 두 가지 요건을 부가한다.89)
첫째, ‘와카라’ 요건, 예컨대 무파와다 형태의 샤리카 알 이브단에서와 같이
대리인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이난 형태의 샤리카 알 아브
단에서 파트너들이 종사하는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 고객에 의해 고용된
일반인이 하는 종류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말리키 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의 설립요건으로 첫째, 모든
파트너는 같은 분야의 노무 혹은 기술에 특화(specialty)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사업일지라도 다른 파트너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다면
이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본다.90) 둘째,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의

87)
88)
89)
90)

See
See
Se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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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 81; Raj Bhala, op. cit., p. 629.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p. 185-187; Raj Bhala, op. cit., p. 629.
Raj Bhala, op. cit., p. 6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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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트너는 같은 영업소에서 영업하도록 가르친다.91) 이 요건 역시 엄
격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영업소 밖에서의 파트너의 영업활동도 수인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각각의 파트너가 별개의 영업소에서 독립
적으로 영업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한 과정은 하나피
학파와 유사하다.92) 하지만 이 학파는 말리키학파와는 달리 샤리카 알 아
브단 설립에 있어서 동종 직업 혹은 동종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 설립을 위해 다음의 4개 요건
이 동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되길 요구한다.93) 첫째, 어느 파트너나 다른 모
든 파트너를 대신해서 전체 파트너십을 위해 업무를 대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어떤 파트너가 고객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다면 다른 모든
파트너들은 그 일에 대해 합동책임을 진다. 즉 샤리카 알 아브단의 파트너
는 다른 파트너의 채무를 보증 혹은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파트너
십이 행한 일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파트너는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
나 파트너의 개인의 남용행위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아닌 당해 파트너가 개인책임을 진다.
그러나 샤피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 형태의 파트너십을 무효로 간주한
다.94) 그 이유는 샤리아상 이러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며, 파트너십 설립의 출자자본으로 자산이 아닌 노무 혹은 기술

91)
92)
93)
94)

See Ibid., p. 630.
Nyazee, op. cit., p. 227.
See Raj Bhala, op. cit., p. 630.
See Ibid., p.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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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연된다면 그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과 육체노동에
따른 이익 창출은 그 육체노동자에게 기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이에
대해 다른 3개 학파는 샤리아에 없는 것들도 끼야스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무와 자산 양자를 출자하여 운영되는 샤리카 알 무다라바에서도
노무가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에서도 기준이 된다는 점
을 지적한다. 또한 샤피학파는 육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신전속적 성
격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학파에서는 이것을 엄격한 개인주의적 자치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꾸란과 하디스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노동으로부
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으므로 노무의 출연재산성을 인정하고 있다.95)

5. 샤리카 알 우자 [Sharikah al-Wujah(신용협동): Credit
Cooperative]
샤리카 알 우자의 파트너들은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외
적 신망도가 있는 신용을 공동출자한다. 즉 “샤리카 알 우자는 파트너의 신
용가치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으로 이익과 손해비율에 따른 책임에 기초해
서 설립된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은 샤리카 알 이난 혹은 샤리카 알 무파와
다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96) 이러한 샤리카 알 우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대여 받은 금전자본금으로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4

95) See Ibid., p. 632.
96) See Thani, Abdullah and Hassan, op. cit., p. 72; Khir, et al., op. cit., p. 159,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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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순니학파 모두가 이런 형태의 샤리카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피학
파와 한발리학파만이 샤리카 알 우자를 율법적 ․ 도덕적으로 승인한다.97)
즉 말리키학파와 샤피학파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무효로 보는바, 이는 말리
키학파와 샤피학파는 ‘샤리카’의 의미가 문언적으로 ‘분배 혹은 배분
(share)’을 뜻하고, 분배는 금전이나 노무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학
파는 우자를 금전이나 노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샤리카 운
영에서는 쉽게 샤리아의 금지대상인 가라르가 발생하는바, 이는 금전 혹은
노무출자 없이 단순히 신용출자만으로 파트너 사이의 지분과 책임부담을
결정하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98) 예컨대 한 파트너는 상거래에서의 정
직성과 명성으로, 다른 파트너는 금융기관에서의 높은 신용등급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아 샤리카 알 우자를 설립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금전대출에 근거된 양 파트너의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
하다.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은 ‘이난 형태의 샤리카 알 우자’ 혹은 ‘무파와다
형태의 샤리카 알 우자’ 방식으로 설립된다.99) 이때 ‘형태의(by way of)’의
의미는 파트너십을 설립할 때의 방법,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사업체
의 형식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의미한다. 즉 유효한 샤리카 알 이난을 설
립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 및 요건은 ‘이난 형태의 샤리카 알 우자’에 적
용된다. 예컨대 샤리카 알 우자의 설립 요건은 법적 능력을 갖춘 파트너가
사업권한을 가지며 다른 파트너의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 결과

97) See Raj Bhala, op. cit., p. 633.
98) See Ibid.
99) See Nyazee, op. cit.,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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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이익이 비율조건에 따라 확실하게 배분됨을 확인케 하고 각 파트
너의 권한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그러나 샤리카 알 우자는 신용협력
체이기 때문에 샤리카 알 이난의 초기 자본출자에 관한 요건, 출자자산의
동일성, 초기출자자본 비율에 따른 손실부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유효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 설립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 및 요건
은 ‘무파와다 형태의 샤리카 알 우자’에 적용된다.

6. 샤리카 알 무다라바 [Sharikah al-Mudarabah(익명파트너십):
Sleeping Partnership]
이슬람 단체법의 파트너십에서 샤리카 알 무다라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슬림과 비무슬림국가에서의 무슬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익명파트너십’으로 언급되는 샤
리카 알 무다라바는 금전차용 혹은 대출거래 등과 같이 샤리아에 맞는 일
반적 거래에 이용된다. 이러한 거래는 전형적으로 채권자인 예컨대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인 대출기관과 차용인인 개인, 가족, 사람집단 혹은 파트
너십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때 채권자가 랍브 알말(rabb al-mal: sleeping
partner, 익명파트너)이고 차용인이 무다립(mudarib: working partner, 업무집
행파트너)이다.100) 보통의 파트너십에서는 구성원인 파트너 모두가 업무에
100) 일부 이슬람법 학자들은 자산과 경영의 분리를 보여주는 샤리카 알 무다라바는 서구식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다고 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 역시 이 파트너십에서 찾
을 수 있다고 한다. see Nicholas H. D. Foster, op. cit., p. 285. 샤리카 알 무다라바는 우
리 법상 익명조합과 유사하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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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지만, 샤리카 알 무다라바는 업무집행파트너인 무다립만이 업무에
관여한다. 즉 무다립이 경제활동을 하여 그로부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명파트너인 랍브 알말과 서로 이익이 분배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는 랍브 알말만이 분담한다.101) 그러나 랍브 알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자와 거래한 무다립의 책임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다립만
이 파트너십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가 된다.102) 그러
나 무다립은 투자된 자본금 이상의 외상구매를 할 수 없으며, 만일 그 이상
으로 구매한다면 그것은 위 파트너십의 계산이 아닌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
한 것으로 본다.103) 다른 학파와는 달리 하나피학파는 랍브 알말이 무다립
으로 하여금 자본금 이상의 외상구매를 허락해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샤리
카 알 우자의 파트너십을 창설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104)
이러한 채권거래는 주택, 차와 같은 소비내구재와 같은 감각상각 자산을
구매하는 것부터 대학교육재정 혹은 인터넷 창업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 이슬람은행 역시 서구식 금융기관처럼 금융
정책과 신용조건에 따라 샤리카 알 무다라바의 활용도를 결정한다.

101)
102)
103)
104)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78조). 이때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제80조).
See Faleel Jamaldeen(2012), p. 19: 물론 그 손실이 무다립의 과오로 생긴 경우에는 그 자
신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See Nyazee, op. cit., p. 278.
See Nicholas H. D. Foster, op. cit., p. 28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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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샤리카는 서구식 기업처럼 그 자체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참여구성원이 재산을 출연하여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손익분배를 받는 경제적 활동체이다. 이러한 샤리카가 19세기 서구식
근대적 기업제도가 마련되기 휠씬 이전인 1,400년전에 이미 활발하게 이용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한 운영원리와 규범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시한 서구식 기업 형태를 도입
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 및 여러 기업 형태와 그 운영 원리가 위에
서 언급한 샤리카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에서 이슬람 기업 형태인 샤
리카는 서구식 기업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서구식 영리사단법인을 도입한 것은 종래 샤리카에 의한 거대자본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자자 역시 자신의 출연자산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유한책임법리를 채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구식 기
업의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불확실성이 내재된 각종 거래
행위는 샤리아상 금지된 리바와 가라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슬람국가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샤리아의 원칙을 지키면서 개인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샤리카는 이슬람국가에서 여전히 유용한 사업형
태이다. 이처럼 샤리카는 여전히 이슬람국가의 주요한 기업 형태로 이용되
고 있으며, 설사 서구식 주식회사형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샤리카의 원리
를 그 조직과 운영 방식에 깊이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법 학자들은 상
거래 전통과 변화 ․ 발전하는 경제활동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 파트너십
형태를 현실적응적 형태로 변화 ․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각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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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의 샤리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본은 전통적 파트너십에 근간
을 두고 있다. 전통적 파트너십은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샤리카 알 아끄드
를 그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로 설립된 샤리카
알 이난,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로 설립된 샤리카 알 무파와다, 전문적 기
술과 같은 노무를 출연재산으로 하는 샤리카 알 아브단, 신용을 출연재산
으로 샤리카 알 우자, 자산만 출연하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익명파트너
와 자산을 출연하지 않고 업무만 담당하는 업무집행파트너로 구성된 샤리
카 알 무다라바 등 5개의 파트너십 형태로 나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
슬람학파에 따라서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승인과 그 운영 원리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순니학파 중 온건한 해석을 하는 다수파인
하나피학파는 위 5개 파트너십 유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샤리아상 승인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이슬람 단체법에서 가장 엄
격한 학파인 샤리학파는 샤리카 알 이난과 샤리카 알 무다라바만 샤리아상
승인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슬람국가에 진출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나 이슬람기업과 상거래를 할 때 단순히 서구식 기업 형태로 설립하
거나 상대 이슬람기업을 서구식 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한다
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법적 ․ 경제적 ․ 운영상의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슬람법상 일반적 기업 형태인 샤리카에 대한 일
반적 연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속해 있는 이슬람학파에 따른 구체적인 샤
리카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 민법 조합과 상법상 여러 기업 형태의
연혁적 연구와 향후 새로운 형태의 기업유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교법
적 이론을 제공하는 데도 위 샤리카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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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교집단이 개인의 신념 선택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되는 중동지역에서
종교(종파)집단은 종교의식, 신학, 종교생활을 위한 공동체 및 기구
(institution)일 뿐 아니라, 1차 집단으로 친족 또는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익집단으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중동이 단일한 아랍-이슬람
문화로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중동에는 민족적으로 여러 비(非)아랍인이 존
재하고, 종교적으로는 비(非)이슬람 집단이 존재한다. 또한 이슬람 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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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파(ta'ifah)가 있어 각각의 공동체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기독교 등
종교에도 다양한 종파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수 종교집단은 민족적으로 아
랍인이면서 종교만 다른 경우도 있고, 아르메니아인이나 앗시리아인과 같이
민족과 종교가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 콥트인이나 마론파와 같이 그 경계
가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 소수 집단들은 중동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
하위문화를 이루며 다수 문화와 공존한다. 그러나 종교적 다수와 소수의 구
성과 그 집단 간의 역학관계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20세기 이래 중동에서 기독교인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주요
계기는 1차세계대전 당시 오토만 제국의 기독교인 학살, 1920년대 초 터키
의 인구교환정책, 이라크의 1933년 사건,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1975년
에서 1990년에 걸친 레바논 내전 등이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주
도한 이라크 전쟁은 1990년 이라크 경제제재 이래 늘어난 이민으로 인한
이라크 기독교인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라크 기독교
인의 존재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렇게 급속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 기독
교 집단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인구변화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
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라크 기독교인의 상황 변화, 그
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라크 기독교인의
인구변화가 이라크 내 타(他) 집단과의 관계변화에 기인하며, 그 관계변화
를 반영하고, 그 결과 이라크 내 종파별 인구구성뿐 아니라 기독교집단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설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라크 기독교집단의 배경에 관해서는 문헌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2003년 이후 변화 및 통계는 주로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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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확인과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이라크 기독교인 지도자들과의 인터
뷰로 보충한다. 이라크의 기독교인을 다루는 문헌은 주로 교회사 책들이다.
종파별 교회구조와 교리, 역사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소수집단을 다루는
문헌의 경우에는 인권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런데 같은 종파라도 나라별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국가별로 나누어 연구한 자료의 경우에는 종파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동의 기독교 역사는 현재의 국가들
이 성립한 20세기 초중반 이래 종파의 역사에 국가별 역사가 더해지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년 이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료는 주로 이라크의 인권상황보고서,
이라크 소수집단의 위기에 대한 조사, 이라크 난민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 등
이다. 대부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이나 소수집단 인권단체(MRG: Minority Rights Group), 미국무부
등에서 발행하는데, 이라크 전체에 대한 자료로 종파 구분이 별로 없다. 이라
크 기독교인 자체의 자료와 보도는 주로 공격, 살해, 위협 내용 등을 중심으
로 다루어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이 언제, 어디로, 몇 명이 이동했는지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앗시리아 교회, 갈대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카톨릭을 포함하는 민족적 앗시리아인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인
아르메니안이나 아랍 기독교인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종파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인구 상실, 피난, 이민 등의 인구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국제단체의 경우
에도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종파별 통계는 거의 구하기 어
렵다. 기독교만의 통계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쟁 전 국가통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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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았는데, 특히 민족이나 종교에 관한 통계는 사담의 아랍화 정
책 등으로 인구파악이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인구 이동에 관한 통계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도 미
루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주제를 학술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자료 중에도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한 통계들을
연도별, 지역별, 이주형태별로 종합하여 제시한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기독교’라는 용어는 앗시리아 교회,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로 사용되며, ‘기독교인’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기독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앗시리아인’은
앗시리아 교회, 갈대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카톨릭 교회 및 그 교
회들 출신의 개신교인을 포함하는, 즉 큰 범위의 민족적 앗시리아인을 뜻
하는 말로 사용된다.
논문은 제Ⅱ장에서 전쟁 이전의 이라크 기독교인의 상황을 배경적으로
살피고, 제Ⅲ장에서 전쟁 이후 이라크의 혼란과 기독교인의 상황을, 제Ⅳ장
에서 기독교인의 인구변화를 인구의 물리적 이동을 중심으로, 제Ⅴ장에서
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피고 결론으로 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Ⅱ. 이라크전쟁 이전 이라크 기독교인의 상황

2003년 전쟁 전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던 이라크 내 기독교를 구성하는
종파에는 앗시리아(The Assyrian Church of the East, The Ancient Chur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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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교회, 갈대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카톨릭, 아르메니아 정
교회, 아르메니아 카톨릭, 적은 수의 로마 카톨릭(라틴), 개신교, 소수의 그
리스 정교회, 그리스 카톨릭 등이 있다. 인구는 카톨릭에 속하는 갈대아 교
회가 가장 크고, 앗시리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카톨릭을 합한 민족
적 앗시리아인이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앗시리아 교회는 과거 교회사에서는 네스토리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
교(景敎)로 알려진 집단이다. 앗시리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강한데, 자신들을 고대 앗시리아인의 후손으로 여긴다. 전통적으로 현재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국경지역에 걸치는 산지와 우르미야 평지에 거
주했다. 특히 산지에서는 총대주교(patriarch)를 수장으로 하는 여러 부족들
의 연합체적 부족사회를 유지했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쿠르드인과는 특히
1800년대 중 후반에 갈등이 심화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살해, 보복 및 전투
가 이어졌다. 1차세계대전 때에는 터키가 자행한 기독교인 학살로 인구의
2/3를 잃었다.1) 거의 집단 전체가 난민이 되어 이들의 정착 문제는 당시 국
제회담의 의제가 되었다. 이라크가 건국되면서는 총대주교의 집단수장으로
서의 권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1933년 이라크군과 앗시리아인
의 무장충돌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총대주교가 추방당하고 많은 앗시리
아인이 이주하게 된다.2) 특히 세계대전과 그 이후 위임통치 당시 독립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영국을 군사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이라크의
1) Simun(출판연도 미상), p. 7. 이 학살은 오토만 터키 내 아르메니안과 민족적 앗시리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다. 앗시리아인 인구 2/3에는 앗시리아 교회 소속자가 대다수이지만 민족
적 앗시리아인인 다른 기독교 집단도 포함된다.
2) 자세한 앗시리아 교회 역사는 Baum and Winkler(2000); Baumer(2006); Vine(1980); Atiya
(196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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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들로부터는 분리주의자, 제국주의를 도운 자들로 여겨져 환영받지
못했다.3)
갈대아 교회는 원래 앗시리아 교회에서 16세기 분기한 카톨릭 분파이다.
모교회보다 규모가 큰 유일한 동방카톨릭교회이다.4) 이라크 기독교 중 가
장 큰 집단을 형성했다. 주로 바그다드 등 도시에 거주하며 문화적으로, 언
어적으로 많이 아랍화되었다. 1933년 사건을 겪으며 갈대아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이라크를 모국으로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대신 상
대적인 안정을 얻었다.
시리아 정교회와 시리아 카톨릭도 같은 시리악5) 전통의 교회이다. 시리
아 정교회는 역사에서 야곱파(Jacobite)로 알려진 단성론 집단이고, 시리아
카톨릭은 17세기에 분기했다. 이라크 내에서는 시리아 카톨릭이 시리아 정
교회보다 숫자가 많다. 1차대전 당시 기독교인 학살에도 희생당했다. 이들
은 이라크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 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같은 앗시리아 민족이라고

3) 원래 교회의 이름은 the Church of the East였으나 1968년 교회력 문제로 분열하여 the
Ancient Church of the East가 생겨났고, 원래의 교회는 1976년 the Assyrian Church of the
East로 개명하였다.
4) 정교회 등 전통교회의 일부가 16~18세기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교회들로, 자신들의 교회
위계질서와 전통 의례는 유지하는 한편, 로마 교황의 수장권을 인정하는 교회다. 다시 돌아
와 로마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동방귀일(歸一)교회라고 불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
회(1962~1965) 이후에는 로마 중심적인 귀일교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시리아 정교회는 2000년 교회가 현대국가 시리아와 연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회 이름
의 영어표현을 공식적으로 Syrian Orthodox Church에서 Syriac Orthodox Church로 바꾸었
다. 이들의 뜻을 존중하여 Syriac은 ‘시리아어’보다는 ‘시리악’이라고 번역한다. ‘시리아어’
는 현대 국가 시리아의 방언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회 이름은 그동안 한국
어로 ‘시리아 정교회’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교회 전통이 언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아어’ 전통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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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앗시리아 민족주의는 이 네 교회에 널리 퍼졌는데, 교회 종파별
로 민족을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족주의자들은 교회가 민족분
열을 일으킨다고 비판한다. 이 네 교회 사이의 민족경계(ethnic boundary)가
정체성논쟁의 중심이다. 이들은 같은 거주 지역과 문화를 공유하고, 언어도
신(新)아람어(neo-Aramaic, Syriac)에 속하며 지역 방언이 있다. 고대 신아람
어의 분류는 시리아 정교회는 서(西)시리악, 앗시리아 교회는 동(東)시리악
에 속하나 오랜 세월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 문화를 공유하고 지내면서 현
대 구어체 아람어는 그 분류가 애매해졌다.6) 또한 쿠르드 자치지역에서는
1991년 이후 시리악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생기면서 방언들 사이에 평준화
가 일어나고 있다.7)
아르메니아인은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연대가 강하며 자신들의 언어
를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이라크에는 기독교 이전부터 아르메니아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이동은 1600년대에 샤 압
바스에 의해 이란으로 강제이주 당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라크로 이동
한 것을 기점으로 본다. 1차대전 중 오토만터키의 아르메니아 학살을 피해
이라크로 들어온 난민들이 있다. 이라크 정치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사담 정권은 아르메니아 집단을 꽤 우호적으로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8)
개신교는 소수이면서 비교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약 200년) 다른 집단처
럼 분리된 민족공동체 형성은 되지 않고 앗시리아 개신교, 아르메니아 개
6) Yildiz(2000), pp. 26-27, 40.
7) Odisho(2004), pp. 5-6; Yildiz(2000), p. 43.
8) http://freepages.genealogy.rootsweb.ancestry.com/-chaterfamilytree/armenians_of_iraq.htm
(2013년 8월 27일 접속); http://en.wikipedia.org/wiki/Armenians_in_Iraq(2013년 8월 2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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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 등 원래의 민족을 유지한다. 나머지는 그리스 카톨릭 교회처럼 소수
이거나 이라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공회 등이다.9)
사담 후세인은 주변에 기독교인을 믿고 많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모는 아르메니아, 요리사는 갈대아인 등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종교
의 자유(좁은 의미로 예배드릴 자유) 외에는 다른 민족이나 정당을 금지한
바아스 당의 아랍화 정책, 차별, 재산 박탈 등을 겪어야 했다. 신분증이나
공식등록에는 민족을 아랍인 또는 쿠르드인으로만 적을 수 있었다. 이름도
아랍어로만 등록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는 신분증에 있는
아랍식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기독교 이름이 다른 경우들도 있다. 앗시리
아어 교육이 금지되고, 1980년대에는 잠시 기독교 학생들도 이슬람수업을
듣고, 여학생들은 히잡을 쓰게 하기도 했다. 1988년 대(對)쿠르드 작전인
안팔(Anfal) 캠페인 때 쿠르드인과 더불어 기독교인 수천 명이 죽고 교회와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9만 명 이상이 북쪽지역으로 추방당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고 살해되기도 했다.10) 정권의 아랍화 정책은 기독교
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특히 농지를 토지개혁 명분으로 강제 탈취
하여 주거지로 만들어 비기독교인을 이주시켰다.11)

9) 기독교 각 종파의 이라크 내 인구에 대해서는 제3장의 [표 2]를 참조.
10) 자세한 내용은 Aprim(ed.)(2003), Baum and Winkler(2003), Human Rights Watch(1990)
등을 참조.
11) Chaldea/Syriac/Assyria Popular Council의 독일대표인 Kamel Zumaya가 2013년 유럽의회
에 보낸 서한. 개인 이메일을 통해 입수(201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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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의 국가혼란과 기독교인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이라
크를 만든다는 당초 명분과는 달리 1948년 이래 중동 최대 규모의 실향민
을 발생시키고 있다.12) 이라크의 국가 혼란은 국가 전체에 걸친 인권문제
도 더불어 양산하고 있는데, 미국무성은 불법적이고 임의로 자행하는 살해,
납치,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수감시설 및 감옥의 열악하
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태, 임의적 체포 및 재판 전 수감, 독방감금, 보안군
에 대한 면책, 공정한 재판의 부재, 사법기관의 역량 부족, 사법절차의 비효
율적 적용, 재산배상청구해결에 대한 지연,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언론인에 대한 폭력, 극단주의자들의 협박과 폭
력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 제한, 대규모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난민, 국제단체 및 NGO의 조사 제약, 여성
및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학대, 동성애자 및 동성애자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폭력, 노동권 제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3)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에 더하여 소수집단들은 더욱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특히 급진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
다. 피터 베트바수(Peter BetBasoo)는 이라크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연도별
로 민족적 앗시리아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12) 2013년 9월 현재는 시리아가 최대 규모의 난민사태를 맞았다. http://www.dailymail.co.uk/
news/article-2409632/Syria-civil-war-worlds-biggest-refugee-crisis-2m-peopleforced-flee.html(2013년 9월 4일 접속).
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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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연도별 앗시리아인 살해 및 교회 폭탄공격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對)앗시리아인 살해 및 교회 폭탄공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살해수

11

115

34

75

39

27

15

91

7

3

3

15

1

17

6

13

13

1

4

2

1

교회
폭탄

자료: BetBasoo(2013, p. 9, p. 13)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지역별로 보면 살해는 57.18%가 바그다드를 포함하는 이라크 중부에서,
41%는 북부에서, 1.82%는 남부에서 발생했고, 교회 공격은 바그다드에서
45건, 모술에서 19건, 키르쿠크에서 8건, 라마디에서 1건이 발생했다. 2004
년 첫 교회 공격이 발생한 이래 수도원을 포함하여 73개 교회가 폭탄 공격
을 받았다. 또한 2006년 이래 사제 5명이 납치되었다가 몸값을 내고 풀려났
으며, 사제 4명과 집사 3명은 살해당했다.14)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
망한 사람의 54%는 교회 공격의 희생자였다. 교회는 보안이 취약하여 공격
하기도 쉽고,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
은 공격 대상이 된다.15)
아르메니아 공동체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만
45명이 살해당했고, 32명이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를 당했으며, 아르메니아
교회들도 공격을 당했다. 2007년에는 호주 사설보안업체에 아르메니아 여
성 두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다.16) 시리아 카톨릭 총대주교의 보좌주교인
14) BetBasoo(2013), pp. 9-13. 전통교회에서 집사는 우리나라 개신교의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평생직이며 여러 단계를 거쳐 이를 수 있는 공식 직분이다.
15)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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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는 이라크의 기독교에 여러 종파와 민족이 있지만
무슬림들에게는 모두 ‘기독교인’일 뿐이며, 모두 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에도 차별이 없다고 지적한다.17)
이슬람주의자들이 보기에 비(非)이슬람적이라고 여기는 비즈니스도 공격
의 대상이 된다. 주로 주류(酒類)상점이 공격을 받는데, 2003년 이후 주류
상점은 95% 이상이 문을 닫았다. 2003년 쉬아파의 사드르를 따르는 한 집
단의 셰이크는 파트와를 발행하여18) 불온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과 비이
슬람적인 여자들은 일주일 안에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살해될 것이라고 위
협했다. 또한 알코올, 라디오, 텔레비전 판매자도 마찬가지라고 위협했다.
대표적인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인 쉬아파 마흐디 민병대(Muqtada al-Sadr’s
Mahdi Army)는 모든 음악을 금지했고, 2007년에는 음반 가게를 공격했
다.19) 2012년 9월에는 보안군이 바그다드에 있는 식당, 바, 클럽, 나이트클럽 등
을 습격해 파괴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에 대해 보안군은 무허가 알콜 판매자들을 단속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20)
2006년 바스라의 기독교 지역에서 14세 소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
건이나 2010년 5월 군인의 호위를 받으며 함다니야에서 모술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폭탄 공격당하여 4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당한
사건, 58명이 사망한 2010년 10월 31일 사이다트 안나자트(Saidat al-Najat)
16) http://freepages.genealogy.rootsweb.ancestry.com/-chaterfamilytree/armenians_of_iraq.htm
(2013년 8월 27일 접속) 2007년 자료이다. 2012년에도 아르메니안 교회가 공격당한 적이 있다.
17)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와의 개인 인터뷰에서(2013년 8월 28일).
18) 셰이크(sheikh)는 문자적으로는 장로, 일반적으로는 지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랍어 경칭
이고, 파트와(fatwa)는 이슬람의 종교적 유권해석이다.
19) BetBasoo, op. cit., pp. 29-30.
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p. ci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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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격, 2011년 8개 교회를 공격하여 35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건 등 대(對)기독교인 공격은 기독교인들에게 공포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능감과 무력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은 살해당한 가족의 장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1) 특히 사이다트 안나자트 교회 공격은 기독교인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폭력이 시작된 시점으로 평가된다.22)
이렇게 종교 시설을 공격하여 기독교인을 직접 살해하고 나라를 떠나라
고 종용하는 것 이외에도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협박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살해협박은 기독교인을 죄인, 불신자, 서양의 에이전트라고 규정하
는 파트와(종교적 유권해석)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쉬아파의 마흐디 민
병대는 바그다드의 기독교인에게 보낸 날짜 없는 편지에서 여자들이 히잡
을 쓰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바드르군(Badr
Forces)은 2003년 편지에서 기독교 가족에게 히잡을 쓰고 이슬람 법을 따르
라고 하면서 “우리 이라크 사람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죄를 참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견딜 수 없게 하
거나,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집을 태우고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2004년
에 모술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전달된 편지는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거나
대학교를 다니면 그 벌로 기독교인 한 가정당 한 명씩을 죽이겠다고 협박
했는데, 실제로 이 편지 이후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 여성 세
명이 살해당했다. 또한 기독교 여성은 복을 받고 정화되기 위해 무슬림 남자

21) BetBasoo, op. cit., p. 21.
22)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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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내용의 위협편지도 발견되었다. 모술 대학교 등에는
비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이슬람식으로 행실하지 않으면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팜플렛이 배포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모술대의 갈대아앗시리아 학생연합의 학생 1,500명이 무슬림의
압력 때문에 학교를 보이코트한다고 발표했다.23) 많은 무슬림의 분노와 시
위를 야기했던 2012년의 비디오 ‘Innocence of Muslims’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협박이 증가했는데, 특히 정도(正道)의 여단(Brigade of the Straight Path)
은 모술의 기독교인들에게 떠나든지 죽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24)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이슬람 관행은 기독교인에게 지
즈야를 부과시키는 것이다. 인두세(人頭稅)인 지즈야는 이슬람에서 비무슬
림 딤미(Dhimmi) 집단에게 부과하던 세금으로 일종의 보호세인데, 공식적
으로는 없어졌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종종 강요
하는 제도이다.25) 2004년 모술에서는 이슬람민병대원들이 기독교인의 집
을 방문하며 돈을 요구했다. 지즈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돈을
요구한 명목은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원래의 지즈야가 부과되던 이유인 것이다. 그들의 리플렛은 “기독교인은
가라. 이라크를 떠나라”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모스크에서는 “기독교인
들에게서 물건 사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불신자들이며, 곧 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그들 집과 소유물은 너희 것이다”라는 내용의 설교가
행해졌다고 한다.

23) Ibid., pp. 19-25.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로 복귀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24) Ibid., p. 47.
25)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에게 지즈야를 부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자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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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의 기독교지역인 도라(Dora)에는 2007년 3월 알카에다가 들어
와 지즈야를 강제로 납세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기독교 가정의 부인들
에게 어느 모스크로 가서 납세하라고 지정해주었고, 기독교인은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들이 지즈야를 요구한 것은 자신들은 전쟁을 하
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집집
마다 다니면서 위성 텔레비전을 없애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즈야
를 납세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지원하든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려거든 24시간 내로 떠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
했다. 알카에다의 셰이크가 직접 집집마다 다니며 25만 이라크 디나(190달
러가량)의 지즈야를 걷었는데, 납세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금요일에 가족 중
한 명이 모스크로 와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거부
하는 가족은 즉시 소유물 없이 떠나야 하며 그 소유물은 모스크 소유가 된
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도라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했는데,
사람당 200달러, 차량당 400달러였다. 6월까지 야르묵, 까디시야, 만수르 지
역 등으로 지즈야 요구가 확산되었다.26)
지즈야는 이슬람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불평등을 합법적으로
보게 하고 제도화시키는 관행이다. 그런데 이라크 헌법은 이슬람 샤리아가
법의 출처이고 어떤 법도 이에 역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샤리아의 구
체적인 내용은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비평등 기제가 재적용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소수집단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평
등이 아직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즈야가 적용되면 비평

26) BetBasoo, op. cit., pp.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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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강화된다.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슬람 샤리아 해석과 적용은 극
도로 자의적이고 자금 조달을 위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은 종교적으로 파트와를 발행하여 명분을 얻는 데 반해 이를 제어하는 공
권력은 부재한 실정이다.
위협편지의 대부분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요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직접적인 위협을 겪는다. 이
슬람식 의복이 강제되고, 그것이 살해의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앗시리아
유럽 의회의 이라크 인권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공격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라크의 기독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언어 및 물리
적 성폭력을 당하며 정신적 절망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인
신매매, 성적 착취, 강제적 매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의복으로 인한 희롱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히잡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슬람 규율이 강해지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27) 이는 전쟁 이후 이라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슬람화
하고 있는 변화의 단편이라 할 수 있겠다. 2006년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납치되어 강간당했다가 풀려난 후 자살한 경우도 두 건이 보고된
바 있다.28) 또한 특히 쿠르드 범죄집단을 통해 기독교인 소녀들이 강제매
춘에도 연루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29)
여러 건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여성을 데려가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강제
로 개종시키는 경우는 2003년 이전부터 있었던 기독교 인구 상실의 또 다

27)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 op. cit., p. 7.
28) BetBasoo, op. cit., p. 19.
29)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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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측면으로, 기독교 여성들에게는 크게 공포를 조장하는 공격 방식이다.30)
2007년에도 순니 아미르가 기독교 고아 남매의 차를 빼앗았다가 돌려주면
서 소녀에게 결혼을 요구해서 소녀가 숨어 지내게 된 경우가 있었다. 2007
년 도라 지역의 알카에다가 여자들을 모스크에 내놓으라고 요구한 일로 앗
시리아 교회 총대주교인 마르 딘카 4세(Mar Dinkha IV)가 이라크 수상에게
이런 일은 이슬람에서도 거리가 먼 것이므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
라고 요구하고, 고대 앗시리아 교회의 총대주교인 마르 아다이 2세(Mar
Addai II)가 이러한 일은 딸이나 누이를 무슬림에게 결혼시키기로 동의한
기독교인 가족만 이라크에 남을 수 있게 해서 점차 모두 무슬림이 되게 하
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31) 이라크 정부의 소수집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은 주로 기독교인이 이슬람의 적인 서방,
그리고 ‘기독교’ 점령군인 미군의 편인 것으로 몰렸기 때문이다.32)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을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먼저 일자
리를 주고 높은 임금을 지불했는데, 이 때문에 기독교인은 더욱 공격 대상
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은 이런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갈대아 교회
의 신학교 건물에 캠프를 만드는 등 기독교인이 미국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바아스 정권이 기독교인에게 알코올 판매를

30) BetBasoo, op. cit., p. 32. 1996년 쿠르드 노동자당(PKK) 15살 소녀 납치, 강제결혼 및 개
종, 1996년 쿠르드인 13세 소녀 납치, 1996년 무장집단 16세 소녀 납치, 강제로 1996년 납
치, 1996년 납치해서 강제로 기독교를 부인하고 납치자와 결혼, 1993년 납치, 강제 결혼,
개종한 사례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prim(2003)을 참조.
31) Ibid., p. 27.
32) 서양과 미국을 기독교국가로 인식하는 옥시덴탈리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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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한 점도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 명분이 되었다. 기독교인은 비교적 교
육 수준이 높아 사담 정권에 무슬림보다 더 고용되었는데, 이 또한 쉬아파
의 공격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토즈만(Tozman)은 정권 붕괴 이후 기독교
인이 순니와 쉬아의 분쟁 사이에 끼고, 이라크 북부에 대한 쿠르드와 이라
크 중앙정부 간의 영향력과 권력 싸움에 끼어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 상황
이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순니와 쉬아의 갈등은 쌍방적인 반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일방적이라고 문제를 요약한다.33)
앗시리아 유럽 의회는 대기독교인 공격의 희생자 다수가 남성인 점을 주
목한다. 가장을 공격함으로서 기독교 가정이 이라크를 떠나고 이라크 내에
서의 미래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라크 내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내의 앗시리아인은 이러한 공격이 주
도 정당들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조사를 피하기 위해 쿠르드인, 알카에다나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분석한다.34)
앗시리아 애국운동(Assyria Patriotic Movement) 의장인 아슈르 기와르기
스(Ashur Giwargis)는 이라크의 이슬람화를 위한 대기독교 위협이 일부 테
러리스트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라크의 주도적인 지도자들과 정권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 10월 10일 순니
무슬림학자협회(Association of Muslim Scholars) 대변인이 미군의 모스크
파괴에 대해 이라크의 교회지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 2005년 5
월 2일 쉬아파 지도자이며 현 이라크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무끄타다 앗

33) Tozman(연도미상), pp. 6-8;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3; Ibid., p. 26.
34) Assyria Councile of Europe, op. 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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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르가 성명서를 발표해 기독교인들에게 이라크 사회의 부패요소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쓰라고 요구한 것, 2009년 12월 5일 이
라크의 국회의장이 신문에 이라크의 이슬람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
유화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2011년 12월 2일 쿠르드 자치
지역의 자코에서 기독교인과 야지디(Yazidi)35)가 운영하는 점포들을 불태
우며 셰이크가 “쿠르디스탄”에 불신자들은 설 곳이 없으며 자신은 쿠르드
정권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선동한 것 등을 제시한다.36) 이러한 위협과 공
격을 통해 이라크의 정체성을 이슬람으로 규정하고 기독교인을 새 이라크
에서 제외시키고 타자화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종교박해국가 리스트에서 이라크
는 4위를 기록했다.37)

Ⅳ.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의 인구변화

이라크의 혼란하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과 위협
은 기독교인의 대거 이주를 낳고 있다. 사실 이러한 중동 최대 규모의 실향
사태는 종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라크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기
독교인의 비율이 더 높으며, 기독교는 소수집단이다 보니 같은 비율로 이
35) 이라크 내 소수 종교민족집단으로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수피즘이 혼합된 형태의 종교를
믿는다.
36) http://www.aina.org/news/20131016212220.htm(2013년 10월 31일 접속).
37) http://www.opendoorsuk.org/resources/worldwatch/iraq.php(2013년 9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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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한다고 해도 더 많아 보이고, 또 이주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
다.38) 이라크는 1958년 건국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갈등과 위기 상태가 지
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이라크인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03년 이후에는 크게 가속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난민이 급증한 시점은
2006년 2월 바그다드 북서쪽 사마르라의 알-아스카리 모스크 폭파이다.39)
카멜 주마야(Kamel Zumaya)는 2013년 6월 유럽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
라크 기독교인 인구가 2003년에 150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0만 명을
넘지 않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40) 바그다드의 성공회 교회 사제는 더 낮
은 2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41)

표 2. 이라크 내 종파별 기독교 인구변화(2002~11)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0만

70만

70만 70만

70만 50-70만 50-70만

550,000
좌동
(해외, 이라크 좌동 좌동 이라크 좌동
포함)
50,000

좌동 좌동

좌동

인구*
A

AOC

38)
39)
40)
41)

(단위: 명)

18,000

좌동 좌동

2010

2011

좌동

좌동

1,639
바그
1,375
좌동 25,000 좌동 좌동
좌동
모술,
1,222
바스라

좌동

까스무사 주교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UNHCR PDES(2009), p. 3.
이메일 서한을 통해 입수(2013년 8월 31일).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2013), p. 10.

17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표 2. 계속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000 2,000 2,000
ACC
(1999년) (2000년 (2001)

2,000
(2002)

2,000
(2003)

2,000
(2004)

2,000
1,600
좌동 (2006)
좌동
(2007)
바그다드

SOC 12,000

216,202 220,573 185,450 209,540 203,697 153,200
237,442 231,799
(1999년) (2000년)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ChCC
좌동
좌동
151,000 155,000 14,5000 14만
13만 115,000
145,000 135,000
바그
바그
바그
바그
바그
바그
바그
바그
LCC

2,500
(1999)

2,500
(2000)

2,500
(2001)

2,000
(2002)

2,000
(2003)

2,000
(2004)

좌동

2,000
(2006)

2,500
(2007)

좌동

GCC

600
(1995)

좌동

100
(2001)

좌동

좌동

100
(2005)

좌동

100
(2006)

좌동

좌동

SCC

54,000 55,700 60,000 60,000 60,000 63,000
62,000 59,000
좌동
좌동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Angl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GOC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합계**

280,050
311,373 280,050 353,649 354,797 307,300 좌동 369,798 361,235 좌동
(830,050)

주: A=Assyrian Church of the East, AOC=Armenian Orthodox Church, SOC=Syriac Orthodox
Church, ACC=Armenian Catholic Church, ChCC=Chaldean Catholic Church, LCC=Latin
Catholic(Roman Catholic), GCC=Greek Catholic Church, SCC=Syriac Catholic Church,
Angl=Anglican Church, GOC=Greek Orthodox Church.
* 인구는 자료에 이라크 내 기독교 인구 추정치로 제시된 인구, **합계는 제시된 각 종파
인구의 합.
자료: EUROPA World Year Book,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raq편 (2002년부터 2011년)
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표 1]은 꽤 정확한 연감으로 유명한 유로파(Europa World)의 이라크 기
독교인 통계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취합한 것이다. 2001년 통계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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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통계와 거의 비슷하며 기독교인의 인구를 인구의 5%라고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전쟁 후에는 특히 업데이
트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앗시리아 교회의 이라크 내 인구가 모호하다.
이 연감은 거의 매해 기독교인 전체 수를 70만 명 가량이라고 제시하고 있
는데, 주어진 종파별 인구를 더하면 3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통계에 빠졌다는 결론이다. 이 통계로 정확한 인구변화를 알
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정확한 숫자가 있는 갈대아파의 경우, 2003년에서
2004년으로 가면서 약 5만 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통
계가 없기 때문에 2006년에 증가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007년에 다시
5,643명이 감소했다. 2003년의 전쟁 발발, 2006년의 대규모 이주를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2만 5,000명가량에서 4,000명가량
(2009년 자료)으로 급감했다. 아르메니아 카톨릭도 2006에서 2007년 사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명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42)

1. 국내이동
이라크의 이민과 실향부(MOMD: Ministry of Migration and Displacement)
는 2012년 5월 국내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수가 110만
명에 이르며, 이들 대다수는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이라크 내 종
파 간 분쟁의 결과로 발생했고, 그 중 23% 정도는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다
고 발표했다.43) 이보다 앞선 2009년과 2010년에는 국내실향민 수가 260만
42) Europa World Year Book(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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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2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09년 이라크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고,44) 그 중에 25만 명가량(9%)이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집단으로 파악된다.45)
기독교 및 소수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은 주로 비교적 안정적인 쿠르드 지
역이나 다른 소수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니느웨 평지 지역으로 이동한다.
바그다드에는 2009년 11월까지 6,787 기독교 가족이 있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60가족만 남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북부에 있는
도훅이나 이르빌로 이주했다. 비교적 기독교 인구가 많던 니느웨나 모술에
서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니느웨의 경우 2,616가족에
이르던 기독교인이 2010년 1,412가정으로 감소했다.46) 2008년 도훅, 이르
빌, 니느웨, 술라이마니야, 타밈 지역에서 조사한 기독교 국내실향민 8,455
가족 중 77.1%는 바그다드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47)
특히 모술지역의 예는 반복적인 이주와 귀향의 고단한 생활을 보여준다.
2008년 9월 모술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지역 선거에서 소수집단이 더 반영되
어야 한다고 데모를 한 이후 공격을 당해 기독교인 40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 2,000가족 1만 2,000명 이상이 모술에
서 떠나게 되었는데, 이는 모술의 기독교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이다.
이들은 그해 10월 말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2009년 5월에 이르러

4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p. cit., p. 29.
44) Chapman and Taneja(2009), p. 11. 이 보고서는 인구의 5%라고 제시하지만, IMF 추정
2009 이라크 총인구 3,123만 4,000명을 전체인구로 보면 인구의 8%에 해당한다.
45) Lalani(2010), p. 19.
46) Ibid.
47)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1.

∙ 182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는 90%가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48) 2010년 2월에는 선거준비 기간 동안 발
생한 폭력사태로 기독교인이 최소 12명 사망하면서 실향민 발생이 증가해 2
월 20일에서 27일 사이 683가족 4,098명이 모술에서 떠났고, 28일과 3월 1
일에는 37가족이 더 떠났다.49) UNHCR은 2010년 일사분기에 모술에서 다
른 지역으로 흩어진 기독교 가정 수가 866가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한다.
그 중에 250가족은 니느웨 평지로 떠났다고 한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의 선
거참여를 저지시키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실향했던 모술의
기독교인은 대부분 귀향했다.50) 또한 10월의 사이다트 안나자트 교회 공격
은 이들을 다시 한 번 대거 이주하게 했다.
사이다트 안나자트 교회 폭파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전역에서 쿠르드 자
치지역으로 이주한 기독교인은 507가족에 이르고, 일부는 니느웨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연말까지 바그다드, 모술, 니느웨에서 쿠르드 자치지역,
니느웨 평지 지역,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으로 이동한 기독교인은 6,000
여 명에 이르고, 그 중에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500가족에 이
른다. 2010년 말 쿠르드 자치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인 국내실향민은
866가정이며, 쿠르드 자치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으로 이주한 기독교인 국
내실향민의 이주지역은 이르빌(648가정), 술라이마니야(118가정), 도훅(113
가정), 니느웨(594가정), 텔카이프(175가정), 함다니야(326가정), 바쉬까
(Bashiqa, 65가정), 쉬칸(Shekhan, 16가정), 바흐자니(Bahzani, 12가정) 등이
다.51)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ion)는 2011년

48) Ibid., p. 12.
49) Lalani., op. cit., p. 19.
50) UNAMI(2011),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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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북부지역에서 7,000명 이상이 되는 1,354 기독교 가정을 등록했는데,
이르빌에 전 달보다 730가족이 늘어난 830가정이 등록했고, 그 중 466가정
은 바그다드에서, 294가정은 모술에서 왔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는 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이르빌에는 1010년 12월 중순까
지 100여 가정이던 기독교 국내실향민 수가 12월 말 400가정, 2011년 1월
중순 500가정, 1월말에는 830가정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1월 말 100여가
정으로 급감했다. 니느웨에서는 2010년 12월 중순 550가정 이상이던 숫자
가 2011년 1월 중순 400가정 미만으로, 2012년 1월 말에는 200가정 미만으
로 감소했다. 반복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중 150가정은
북부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워 바그다드로 되돌아 간 것으로 파악된
다.52)
국내실향민은 새로운 이주지에서 취업, 거주지, 교육 등에 실질적인 문
제를 겪으며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에는 국내실향민의 자
녀 중 남자 42%, 여자 47%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쿠르
드 자치지역은 특히 2010년 갑자기 늘어난 실향민으로 학생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다. 쿠르드어가 공용어인 점도 실향민의 교육을 더
욱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마치기 위해
바그다드나 모술에 남기도 한다. 2003년 이후 이라크 내의 의료 사정은 이
라크 전체적으로 퇴보하였고, 키르쿠크 등지에서 소수집단의 실업률은
99%에 이르며, 집세도 두 세 배 이상 올랐다.53)
51) Ibid., pp. 42-45.
52)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p. 5-6.
53) Lalani, op. cit., pp. 25-26;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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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국제이주기구의 조사에서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국내실향
기독교인 중 65%가 귀향을 계획한다고 했지만,54) 2009년 11월 조사에서는
소수집단 실향민의 56%만이 귀향을 원한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
가기 싫어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소수집단인 기독교
인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원래의 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의 종파 간 갈등으로 이주와 이민이 발생
한 결과 여러 종파가 혼합되어 있던 지역들이 순니 또는 쉬아파만이 거주
하는 하나의 종파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뭄타즈 랄라니(Mumtaz Lalani)는
“바그다드 역사상 그 어느 시점보다 지금 더 민족이나 종파별로 구분된 구
역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수집단의 귀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
적한다.55) 국내 이주자, 특히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이주한 기독교 난
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Ⅴ장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역내이동
이라크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라크인의 역내이동에 관한 통계 자료는 지
속적인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빈번한 이동으로 정확한 업데이트가 매우
어렵다. 특히 시리아 사태 이후에는 국제단체들의 관심이 시리아 난민으로
몰리면서 이라크 관련 뉴스나 보고서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2003년 이전에는 이라크와의 국경이 열려 있던 유일한 나라인 요르단으

54)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1.
55) Lalani, op. 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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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전쟁 후 200만여 명에 이르는 이라크인이 시리아,
레바논, 터키 등으로 유입되었다. 기독교인은 같은 종파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역내 국가로 이동하기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은 서양국가로 이민을 가기 위해 대기 장소로 거치는 곳이 된다. 2008년에
는 약 200만 이라크 난민 중 시리아에 120만~140만 명, 요르단에 50만~60
만 명, 레바논에 2만~3만 명 가량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56) 여러 정부의
추정치와 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하퍼(Harp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
거 탈출이 시작된 이래 2009년 초에는 시리아에 100만 명, 요르단에 45
만~50만 명, 걸프 국가들에 20만 명, 레바논에 5만 명, 이집트에 4만~6만
명, 이란에 6만 명, 터키에 1만 명의 이라크 난민이 있었다.57) 유엔난민고
등판무관(UNHCR)은 2010년 이라크 난민 수를 180만 명으로 보고했다.58)
난민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쟁 전 이라크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던
비율(약5%)보다 높아 201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사무실에 등록된 전체 이라크 난민 수의 13%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앗시리아 뉴스 웹사이트인 AINA는 요르단과 시리아 난민의
40%까지도 기독교인인 것으로 파악한다.59) 기독교인이 주변 국가나 서양
국가에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가 쉬울 수도 있지만, 기
독교인이 폭력과 차별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새로 등록한 난민은 시리아에 8,719명,

56)
57)
58)
59)

Barnes(2009), p. 1.
Ibid., pp. 14-15.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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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 1,779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2010년 사이다트 안나자트 공격의
충격으로 피난한 기독교인이며, 터키에는 2,000여 명의 이라크 난민이 유입
되었는데 그중 46%가 기독교인이었다.60) [표 3]은 국제소수집단인권그룹
(MRG: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이 집계한 기독교 난민의 숫자이
다.61)

표 3. 이라크 기독교인이 가는 나라

나라

시리아

총 이라크난민수

1,100,000

450,000

50,000

8,000

30,000

174,000

56,000

17,000

5,000

600

기독교인

요르단

레바논

(단위: 명)

터키

이집트

자료: Minority Right Group(2009).

한편 이라크의 아르메니아인 인구는 2003년 이전에 1만 8,000명에서
2007년 1만 5,000명으로 감소했는데, 1,500명은 시리아로, 1,000명은 아르메
니아로, 500명은 요르단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62) 이들 중 400명은
시리아의 아르메니아 교회에 등록하는 등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63)
기독교인의 이주 이유는 주로 납치, 구타, 강간, 개종이나 떠나거나 죽음
중에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살해위협 때문이다. 몸값을 노린 납치의 경험
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종교적 이유 외에도 기독교인과 다

60)
61)
62)
63)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6.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3.
http://en.wikipedia.org/wiki/Armenians_in_Iraq(2013년 8월 27일 접속).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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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수 집단인 사비인(Sabaian)들이64)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IPSOS가 2007년 시리아에서 실시한 이라크 난민 조사에
서는 가족 중 죽은 사람의 78%는 살해당했으며, 62%는 민병대에 의해, 4%
는 전투에서, 2%는 알카에다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민의
57%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으며, 53%는 폭발사고의 생존자이고, 11%는
공격당한 경험이 있으며, 6%는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전원이 1회 이상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65)
또한 이주자들 중에는 수십 년 전 이미 극단이슬람주의자 때문에 피난했
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바그다드, 모술, 쿠르드 자치지역 사이에
서 국내이동을 하다가 납치 등을 경험하고 역내 국가로 이주한 사람이 상
당수에 이른다.66) 이들의 역내 이주는 대부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서방국가로의 이민의 징검다리이다. 또한 레바논과 같이 이라크와 직접 국
경이 없는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항공편을 이용한 이동이 아닌 경우에
는 다른 나라를 거쳐 두 번 이동해야 한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세계1차
대전 당시 오토만 터키의 기독교인 학살을 피해 피난했고, 또 앗시리아인
들은 1933년 사건 등으로 집과 마을을 잃고 피난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세대가 대(對)기독교인 공격을 직접 겪은 집단이 된다.
1980년 레바논의 앗시리아인 난민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1/3이 학
살, 차별, 박해 등의 이유로 최소 4회 이주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67) 이
64) 전 세계에 인구가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소수종교집단으로 만대인(Madaean)으로도
알려졌다.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65) UNHCR(2007, IPSOS Survey), pp. 11-12.
66)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3.
67) Khalaf et al(1980),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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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레바논의 내전(1975~1990)으로 다시 이주해야 했다. 최근 중동지역 전
체에 일고 있는 혁명으로 인한 일련의 정치 불안 상황, 특히 시리아의 상황
악화는 이들을 다시 한 번 이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라크인이 역내 국가로 피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에는 난민에 대한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라크인에 대한 비자 규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시리아와 요르단의 경우 아랍인에게 전통적으로 후하게 대했
고 시리아는 가장 많은 이라크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난민 상태에서는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 반즈(Barnes)는 아랍단합의 표
현과 실제적인 법적 제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68)
이미 팔레스타인 난민을 떠안고 있는 이들 주변국에게 이라크 난민의 존
재는 인프라 시설, 보안 등에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종파
별 권력분배로 국가가 운영되고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로 긴 내전을 겪은
레바논의 경우에는 또 다른 난민의 유입이 결코 반가운 존재일 수 없다.
또한 난민들은 이 국가들의 불안요소로 여겨진다. 시리아와 요르단 정부
는 이라크 난민을 호스트하는 데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
는 것으로 집계한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시리아의 석유, 전기, 불,
등유 가격은 20% 상승했다. 원래 물 부족을 겪고 석유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요르단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또한 나라마다 범
죄와 성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난민의 물
리적, 정치적 흡수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69) 이라크 정부는 레바

68) Barnes(200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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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 이라크 난민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제스쳐로 2007년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난민들이 귀화할 수 있는
망명을 허락하지 않고 방문자 자격으로 제한적으로만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들의 동화와 정착은 이라크 난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보인다.
우호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던 요르단과 시리아도 난민의 수가 크게 증
가하자 비자와 거주규정을 만들어 이라크인의 자국 거주를 제한하기 시작
했다. 시리아는 2007년 처음으로 이라크인에 대한 비자규정을 만들어 많은
이라크인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앞서 요르단은 2005년 입국조건을 제정
했다. 레바논으로는 시리아를 통한 육로 밀입국이 많은데, 관광비자로 들어
올 때에는 호텔 예약과 현금 2,000달러, 그리고 반환이 불가능한 귀국티켓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입국시 1개월 방문비자를 주고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3개월에 한 번씩 국경을 떠나야 한다. 요르단의 경우에는
초과 거주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 2008년에는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레바논에는 3개월간 머물 수 있고, 노동
허가는 1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르단이나 레바논의 경우 거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 보증금과 스폰서가 있으면 거주를 허락하거나 불
법체류 신분을 면제해주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민에
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다.70)
시리아는 2011년 2월부터 이라크인에게 비자규정을 철폐한다고 발표했

69) Ibid. p. 1, pp. 14-15.
70) Ibid.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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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 터키는 어느 공항에서나 1달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관광비자의 경
우에는 호텔 예약이, 사업비자인 경우에는 초대장이나 터키 내(內) 파트너
의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72) 비자 조건을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요
르단은 현재 비자를 미리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73) 레바논에는 베이루트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 한해 한 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간 이라크인들은 가난과 불안에 크게 시달리고 있
다. 이들은 주로 방문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는데, 불법으로라도 일하는 난민의 비율은 레바논이 가장 높다. 2006
년과 2007년 사이 상당수의 이라크 젊은이들이 비공식 취업을 위해 시리아
를 거쳐 레바논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74) 시리아에서 실시한 이라크
난민 조사에서 수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그동안의 저축에서,
24%는 송금을 통해, 24%는 월급으로, 12%는 연금으로 충당한다고 응답했
다. 그 중 33%는 세 달을 못 넘겨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3%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 난민의 74%가 송금해주
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답했는데, 71%는 이라크에서, 4%는 시리아에
서, 6%는 미국에서, 5%는 스웨덴에서 받는다고 답했다.75) 반즈는 이들은
노동할 수 없어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76)
71) http://www.iraq-businessnews.com/2011/01/25/syria-to-lift-visa-restrictions-on-iraqis/(2013년
10월 31일 접속)
72) http://www.timaticweb.com/cgi-bin/tim_website_client.cgi?SpecData=1&VISA=&page=visa&NA=IQ&AR=00&PASSTYPES=PASS&DE=TR&user=DL&subuser=DELTAB2C(2013년
10월 31일 접속)
73) http://international.visitjordan.com/generalinformation/entryintojordan.aspx (2013년 10월 31
일 접속)
74) UNHCR (2007, IPSOS Survey), op. cit., p. 11, 27.
75) UNHCR (2007, IPSOS Survey), op. cit.,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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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 교육도 심각한 문제인데, 레바논의 경우 2008년에 이라크 난
민 자녀의 80%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교육이 민간 섹터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고, 시리아의 경우에는 교육 비율이 제한적이었다.77) 난민은 많은
경우 학교 서류를 지참하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식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학이 더욱 어려
워진다. 요르단에서는 3년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했
다.78)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 자녀를 위
해 구호 단체나 교회가 비등록 난민학교나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기도 한다. 그러나 가난해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이 거리에서 껌이나 간단
한 물건을 팔거나 사업체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기독교 난민들은 특히 각 국가에 이미 형성된 이라크인 기독교 공동체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이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도 형성되어 있다. 이
라크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시내에 흩어져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하
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기독교 난민들은 시리아에서는 다마스커스의 기
독교 지역인 밥 투마(Bab Toma)나 제르마나 지역에, 레바논에서는 앗시리
아 교회와 시리아 정교회가 위치한 하이 수르얀과 삽띠예 및 그 주변 지역
에, 요르단에서는 하쉬미 쉬말리, 아슈라피야, 마핫다 등지에 주로 거주하
며 삶과 구호에 관한 정보를 나눈다. 이들의 구호를 위해 여러 국제단체,
각 국가 정부 및 NGO, 교회가 나서고 있는데, 난민들은 보통 서방국가로의

76) Barnes, op. cit., p. 21.
77) UNHCR PDES, op. cit., p. 36.
78) Barnes,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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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구호품을 나누
어 주거나 의료 봉사를 하는 여러 NGO와 교회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는다.
레바논의 경우에는 시리아 정교회, 앗시리아 교회, 개신교 NGO 등이 중동
교회협의회(MECC)를 통해 함께 구호품 전달, 의료, 자녀교육 및 종교 모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채프만과 타네자(Chris Chapman and Preti
Taneja)는 기독교 난민들은 비교적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잘 연결되고 도와
주는 편이고, 서방에서는 이라크의 소수집단은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여
이민도 더 잘 받아주기 때문에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서방의 인식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79)
교육 정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그리고 도시 거주민들이
더 많이 이라크를 떠났는데, 요르단의 경우 이라크 난민의 35%가 대학교육
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
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보고서는 이들의 높은 생활수준 이외에도 이라
크에서는 식량배분, 교육, 의료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난민들의 생활에 대
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한다.80)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이주를 뜻하지만은 않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라크 난민의 이동이 초기에는 즉각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통적 난민
탈출의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혼합이주(mixed migration)의 성격
을 띤다고 말한다. 2003년 이전부터 난민이 주변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중
이었고, 알레포, 암만, 베이루트, 다마스커스 등지에는 이미 이라크인 공동

79)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3, p. 21.
80) UNHCR PDES, op. 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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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있어 이라크에서 주변 국가로 의료, 교육혜택이나 성지순례, 쇼핑 등
을 위해 방문해왔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에는 그 방문 기간이 더 길어져 이
주의 성격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얼마나 많은 수가 귀국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내 이주 통계에 어려운 요소가 된다.
주변 국가로 이주를 한 경우에도 이들은 이라크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노
부모 또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장례 등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세나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시험을 보기 위해, 재산 처분을 위해, 대출을 위
해, 또는 잃어버린 친척을 찾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한다. 일부는 가족을 나
누어 가장은 이라크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이웃 국가로 이주하기
도 한다. 이주 역사가 길고 이민자 인구가 국내 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이라
크 기독교인은 특히 디아스포라 이라크인들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81) 이
렇게 이라크와 주변국을 오가는 경우는 국경을 함께 하는 시리아와 요르단
에서 더욱 빈번하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시리아 내 기독교인을 포함한
이라크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이주 이후 3번
까지 이라크에 가보았다고 응답했고, 10%는 4번 이상 다녀왔다고 응답했
다. 시리아로 이주한 후 이라크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밖에 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레바논의 난민 중에는 이러한 방문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의 조사와 경험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시리아를 거치거나 항공편을 이용해 레바논을 오가는 이
라크 기독교인들이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러한 이주 형태를 이라

81) Ibid., pp. 10-11.

∙ 194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크인의 중요한 물질적, 심리적 서바이벌 전략으로 분석한다. 그렇지만 귀국
의 전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82)

3. 해외이주
이라크인의 해외로의 이주는 주변국을 일단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
변국은 대부분 서양으로 이민가기 위해 거치는 대기 장소가 된다. 이들의
이민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어 재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해외에 이주해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초청을 통해 가족재결합
(family reunion)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불법체류 및 밀입국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재 이라크 기독교인은 지난 1세기 동안 많은 앗시
리아인이 이주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스웨덴, 디트로이트, 샌디에고,
시카고 등으로 주로 이주하고 있다.
이라크 난민에 대한 연구물은 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자
료로 하는데, 정식 난민 재정착 절차 이외에 해외로 이주하는 이라크인의
숫자나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을 통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재정착한 이라크인은 3,183명이
다. 2003년 정권 붕괴 직후에는 이라크인의 재정착이 감소했는데, 이라크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83)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사
이에 유럽연합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이라크 난민 수는 3만 8,286명으로 두

82) Ibid, pp. 54-55.
83) UNHCR(200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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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되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 난민입국이 거부당하는 비
율이 높고 절차가 어렵다는 것이 알려지자 2008년에는 신청자의 절반이 터
키, 독일, 스웨덴 등을 망명지로 지목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인 이라크 난민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기독교인이 서방
사회에 더 잘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박해당한 소수집단에 우선순
위를 두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09년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이라크 난민
2,500명을 받아들였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9년 당시 재정착이 필요
한 이라크 난민 수를 6만 명으로 보면서도 2008-2009 회계년 목표를 재정
착 750명으로 설정했는데, 이마저도 성공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영국
같은 나라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이라크 난민은 5명만 받아들였기 때
문이다.84) 반면 미국은 이라크인 재정착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나라 중의
하나로 2007년 중동에서 5,000명을 받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2만 명을 더 받았고, 추가로 7,000명을 더 받기로 했다. 캐나다, 호
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2007년 쿼터를 모두 증가시켰다.85) 2007
년에 2만 2,000명, 2008년에 3만 3,500명, 2009년 초반기에 2만 1,000명 가
량이 재정착을 신청했는데, 가장 많은 수를 받아들인 나라는 미국이며 그
외 16개 국가로 재정착되었다.86) 해외로의 이주를 기대하며 주변국으로 피
난 나온 이라크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6년 사마르라 폭탄사건 이후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이라크 남부 및 중부에서 나온 이라크인을 강제귀국 시켜서는 안

84) Chapman and Taneja, op. cit., pp. 20-22.
85) UNHCR(2007), op. cit., p. 8.
86) UNHCR PDES, op. cit.,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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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라크 상황을 볼 때 쿠르드자치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에서 나온 사
람은 자명한 난민(prima facie refugees)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87) 채
프만과 타네자는 난민에 대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난민
신청은 국내 사정상 외국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황이 어려운 나라를
이미 떠났으니 난민 자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입국이 일
어나게 된다. 그런데 샹간(Schengen) 국가들 사이에서는 첫발을 들여놓은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정착하게 되어 있어서 밀입국자가 발각되는 경
우에는 첫 도착 국가로 송환된다는 것이다. 스웨덴 소데탈지의 경우 이미
방송국과 축구팀까지 있는 상당한 규모의 앗시리아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특히 2008년에 많은 이라크 기독교난민이 유입되었는데, 강제귀국조
치 때문에 상당수의 불법체류 난민들이 잠적하기도 했다. 영국 등에서도
쿠르드 자치지역 내의 기독교인은 안전하다고 판단해 그 지역에서 온 사람
은 난민으로 받지 않고 강제귀국 시킨 바 있다. 이라크 정부는 귀국자를 선
대하고 보호하겠다고 스웨덴과 협정을 맺었지만, 이라크의 안보 상황과 이
라크 정부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귀국자, 특히 기독교인 및 소수집단에 대한
안전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채프만과 타네자는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볼
때 소수집단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명한 난민임을 인정해야 하며 소수
집단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8)
또한 이주민들은 주로 이미 이라크 기독교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
으로 가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87) UNHCR(2007), op. cit., pp. 1-2. 1951년 협약에는 난민을 강제송환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이 있다.
88) Chapman and Taneja, op. cit., p. 20,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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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식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흩어놓는 것을 정책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다. 호스트 사회로서는 이들이
기존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집단의 경우
에는 이렇게 흩어놓아 개인, 또는 가족이 고립될 경우 그 문화가 사멸될 위
험이 있다.89) 1966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함께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중동의 기독교인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스웨덴은
초기에 사회통합을 위해 난민을 서로 흩어놓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난민들
로부터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성공적으로 흩어놓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
다.90) 현재 스웨덴은 더 이상 이산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4. 귀국
2008년 8월 100개의 이라크 및 국제단체들이 이라크 난민이 이라크로 돌
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도 같은
의견으로 이라크인은 강제로 귀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
고91)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이라크
난민을 강제 귀국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쿠르드자치지역으로 가는 항
공편이 이용된다.92) 스웨덴에서 2009년 강제로 귀국조치 당한 25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시 이라크를 떠났고,93) 2010년 6월 영국에서
89)
90)
91)
92)

Ibid., pp. 24-25.
Bjorklund(1981), pp. 57-60.
Chapmand and Taneja, op. cit., p. 27.
UNAMI(2011),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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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사람들은 영국과 이라크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일부는 신
원 문제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2010년 12월에는 스웨덴에서 기독교인
5명을 포함한 20명이 강제로 귀국되었는데, 이들은 바그다드에 도착해 검
문을 당하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다. 이때 강제귀국 당한 기
독교인은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가장 심한 바그다드와 모술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강제귀국조치는 국제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의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난민 상황이 해결되
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은 이라크 난민
을 장기적으로 머물 수는 없는 방문객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변국에 통합되
는 것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자발적 귀
국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가족당 현금 500달러를 지불하며 돌아간 후 상황도 모
니터한다는 귀국 장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관심
자도 많지 않았고 신청자의 수도 매우 적었다. 요르단에서 2009년 이 귀국
장려 프로그램으로 이라크로 돌아간 사람의 수는 150명이다. 시리아에서는
귀국자를 위해 이라크가 항공편을 마련했는데, 탑승한 이라크인은 34명뿐
이었다. 이들이 귀국한 이유는 시리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국하더라도 집이 파괴되고, 직장이 없는 등 심리적인 면과 이라
크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국을 장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95)

93) Chapman and Taneja, op. cit., p. 27.
94) UNAMI, op. cit., p. 46.
95) UNHCR PDES, op. cit.,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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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RF 보고서는 2007년과 2008년 귀국자 중 앗시리아인 등 소수집단
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귀국자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소수집단에 속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고, 또 귀국을 정말로 할 것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부가 귀
국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렵
다는 것이다. 2008년에 시리아에서 기독교인 20%를 포함한 이라크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9.5%의 이라크 난민이 귀국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집단이 귀국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96)
2007년에 4만 5,000명, 2008년에 2만 5,000명, 2009년에 7만 명이 이라크
로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돌아간 사
람들은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교육도 못 시키기 때문에, 또
는 이라크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실향민을 잘 대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는 서방국가로의 이주 재정착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귀국한 것
으로 파악된다.97) 앗시리아 유럽의회(ACE)는 시리아에서 귀국한 사람은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2만 9,135명, 2011년에는 2만 8,23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의 실향 및 이민부는 2012년까지 각 국가에서 귀국한
기독교인 가족 수는 시리아에서 온 71가족을 포함해 총 267가족이며, 요르
단에서 27가족, 레바논에서 8가족, 스웨덴에서 110가족, 그리스에서 9가족,
미국에서 6가족이 귀국했다고 발표했다.98) 이라크를 떠난 기독교인의 수에

96) Chapmand and Taneja, op. cit., pp. 28-29.
97) UNHCR PDES, op. cit., p. 54.
98)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p. 6-7, A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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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미미할 뿐이다.99)
최근 악화되는 시리아의 상황으로 시리아에 있는 이라크 난민들은 경제
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정착 절차도 지연되고 귀
국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앗시리아 구호회 이라크지부(AAS-I: Assyrian
Aid Society-Iraq)는 앗시리아인 260~270명이 시리아에서 귀국했고, 그 중에
30~40명은 과거에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라고 밝혔
다.100) 이라크 기독교인 구제의회(Iraqi Christian Relief Council)는 귀국 시
기를 밝히지 않고 4,000여 명의 이라크 기독교인이 시리아에서 귀국했다고
전했다.101)
그러나 귀국한 기독교인은 지속되는 공격과 차별, 불안 이외에도 재산
반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라크는 재산청구위원회(The Property Claims
Commission)를 통해 1968년 7월부터 2003년 4월 사이에 전(前) 정권이 불
법적으로 강탈한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반환
청구는 파괴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1988년 안팔 캠페인(Anfal
Campaign) 당시 파괴된 4,500여 기독교 마을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009
년 4월까지 재산 청구 1,000건이 접수되었는데, 반환 문제가 해결된 것은
2.27%에 그쳤다.102) 2010년부터는 17만 8,00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 5
만 5,000건 이상이 키르쿠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반환이 인정된 것
99) 이라크 난민 200만 명 중 10%를 기독교인이라고 보고, 267가족을 평균 6명으로 계산하
면, 귀국자의 수는 기독교인 난민의 1%에도 못 미친다.
100)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 op. cit., p. 22.
101) http://www.iraqichristianrelief.org/news-events/(2013년 9월 4일 접속).
102) Chapmand and Taneja, op. cit., p. 20. 위원회의 이름은 The Iraqi Property Claims
Commission(IPCC)에서 The Commission for Resolution of Real Property Dispute
(CRRPD)로, 2010년에는 The Real Property Claims Commission으로 계속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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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990건이 키르쿠크 지역이었다.103)
그런데 2003년 이후 실향민은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귀향했을 때 자기
집을 다른 실향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에는 국내실향민
의 집 2/3가 2008년 이후 소거된 무단거주자에 점거된 상태였다. 총리령
101호는 대테러법에 의해 실향민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람은 강제실
향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의 점거에만 해당한다. 지급을 약속한 보상과 구호금은 거의 지급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상은 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독교인이나 사비
인들처럼 강제로 재산이나 사업체를 판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장 단
체나 이슬람 폭도들이 찾아와 부유한 기독교인 사업가 등에게 재산을 팔거
나 이라크를 떠나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게 된 많은 경우가 재산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 반환은 귀향하지 않고 다
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소수집단 실향민의 44%
는 귀향을 원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두려움
이나 절차 문제 때문에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그리고 쿠르드 자
치지역에서는 반환청구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수집
단들은 재산 반환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현재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무단점거도 문제이다. 니느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
기독교인이 다수인 마을 함다니야의 토지 1,250헥타를 차지하는 등 현 정
권에 의한 강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원래 기독
교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빼앗아 외부인에게 주려는 조직적 계획이 있고,

10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p. 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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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역의 인구구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104)

5. 인구 증가
대대적인 이민으로 이라크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기독교인의 인구 증가 요소로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
증가와 개종으로 인한 증가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라크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는 2001년 4.9명과 2004년 4.7명에서
2007년 4.1명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105) 종교 차이의 고려 없이 요
르단에 거주하는 이라크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조사에서 이라크
인들은 일반적으로 한 여성이 자녀를 3~4명 낳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는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남편이 결정하는데, 난민들의 가족계
획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부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쟁을 겪으며 일부는 더 많은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덜 낳으려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다.106)
기독교인만의 출산율 통계는 따로 없지만 기독교인의 출산율은 이라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지역 국회의원인 수잔 코샤바는 무슬
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출산율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출산율 저하
104) Lalani, op. cit., pp. 20-21.
105) Europa World Year Book(2004), p. 508; Europa World Year Book(2007), p. 493; Europa
World Year Book(2011), p. 514.
106) UNHCR and Women’s Refugee Commission(2011), p. 7,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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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세계화와 현재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은 자녀가 6~7명이었는데, 도시와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출산이 줄
어들어 지금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자녀는 한두 명이 적당하고 세 명을 최
대치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107)
최근까지 니느웨에서 주교를 지낸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도 기독교인
가족이 자녀의 수가 더 적으며 출산율도 많이 감소했다고 동의하면서 본인
가족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본인의 형님은 1920년대에 출생하셨는데 그분
의 자녀는 12명이다. 이 자녀들은 각각 5~6명씩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의
자녀는 두 명가량씩이고, 두 명만 돼도 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전쟁
이후로 도시에서는 출산이 더욱 감소했는데, 현재는 시골지역에서도 자녀
를 많이 낳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까스무사 주교는 출산율 감
소의 원인으로 전쟁보다는 교육과 경제,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에 무게를
둔다. 현대 여성들이 더 교육을 받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기독교인의 이혼
율도 2000년대부터 20~30% 증가했다고 덧붙인다.108)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이라크 평균보다 낮은 기독교인 출산율은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대규모 이민이 없다 하더라도 이라크 총 인
구 대비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감소할 것을 쉽게 예측하게 한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개인의 종파 소속은 출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개종,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심각한 법적 ․ 사회적 제
재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비밀개종인 경우

107) 수잔 코샤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108)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와의 인터뷰(201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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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쿠르드 자치지역에 쿠르드교회가 생겼다는 보
고가 있다. 걸프전 이후 쿠르드 난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단체들이 구호
사업을 하면서 개종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쿠르드어를 사용
하는 개신교회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109)
그런데 쿠르드 기독교인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른 이라크 기독교인은 환
영하기보다는 강하게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자가 2008년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앗시리아인들은 텔레비전으로 쿠르드 기독교인과 쿠르드 교
회를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다. 쿠르드인들은 모
두 무슬림이라는 것이다.110) 국회의원 수잔 코샤바도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개종한 쿠르드 기독교인이 지금은 5,000명 이상이고 현재는 쿠르드인 사제
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진실성은 의심한다. 코샤바에 따르면 쿠르드 자
치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서
양의 압력으로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 쿠르드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원래 기독교인인
앗시리아인을 ‘기독교 쿠르드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앗시리아 민족을 없애
고 쿠르드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개종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증
거로 쿠르드인들이 개종 이후에도 이슬람식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을 든
다.111) 까스무사 주교도 선교사들이 미군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
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쿠르드인들은 기독교인인 갈대아인도 쿠르드라고 부
른다고 덧붙인다.112)

109) http://en.wikipedia.org/wiki/Kurdish_Christians(2013년 8월 5일 접속).
110) 필자가 2008년 8월 실시한 앗시리아 난민들과의 인터뷰에서.
111) 수잔 코샤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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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기독교 단체들은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속도로 이민을 하
면 2020년에는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려한
다.113) 종래의 기독교인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쿠르드 자치지역
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종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허락되고 현재의 쿠르드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재개종을 하지만 않는다면, 사라져가는 이라크
기독교 민족과 종파 구성에 쿠르드 개신교가 새로운 기독교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Ⅴ.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

아슈르 기와르기스는 현재 이라크의 기독교인이 겪는 인구변화에 관련
된 문제로 크게 아랍화, 쿠르드화, 샤박 문제를 든다. 아랍화는 사담 정권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문제인데, 최근 기독교 정치인이 니느웨 평지
기독교 지역을 쿠르드 자치정부 쪽으로 영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
앙정부와 아랍인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아랍화를 강화하고 있다
고 전한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 정부의 정보부인 앗사이쉬
(Asayesh)가 도훅 등지에서 쿠르드화를 위해 땅을 탈취하는 등의 일을 자행
한다고 말한다. 또한 샤박이라는 소수집단과의 갈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문제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112)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와의 인터뷰(2013년 8월 28일).
113) http://www.worldwatchmonitor.org/2013/10/2763837/(2013년 9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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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기와르기스는 이라크 내 기독교인을 이주로 내모는 상황에 대해
기독교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은 쿠르드 정부를 비판하지는 못하고 이라크
중앙 정부만을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114)

1.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의 어려움
쿠르드 자치지역이 이라크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고 특히 기독교인에
게 우호적이라고 알려져왔지만, 지역 내에서의 불법과 차별, 기독교인에 대
한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인권단체 보고서
들은 특히 자치정부 보안군인 페쉬메르가(Peshmerga)와 정보부에 해당하는
앗사이쉬(Asayesh)가 이르빌, 술라이마니야, 도훅 등 쿠르드 자치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자의적인 불법 살인 및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등을 행한다
고 전한다. 페쉬메르가는 쿠르드 자치정부하에 22개 여단과 4개의 지역 여
단이 있다. 그리고 자치정부에 페쉬메르가 부서(Ministry of Peshmerga
Affairs)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은 쿠르드 자치지역 외부에까
지 활동을 하는 불법을 행한다.115)
또한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는 취업을 위해 정당가입이 선수조건이 되
는 경우가 많은데, 술라이마니야 지역에서는 쿠르드 애국동맹(PUK: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이르빌과 도훅 지역에서는 쿠르드 민주당
(KDP: Kurdistan Democratic Party)에 가입하거나 지지하라는 압력이 있

114) 아슈르 기와르기스와의 인터뷰(2013년 8월 9일).
11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p. cit., pp. 3-6,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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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6) 특히 소수 민족들에게 자신이 쿠르드인이라고 할 것을 강요당하기
도 한다. 이것은 쿠르드인의 숫자를 늘려 영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기 위
한 것으로 풀이된다.117) 또한 쿠르드 지역내에서 사회생활의 이슬람화로
여성 억압이 심해져 여성은 이슬람식으로 옷을 입어야 하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도 위험하고 제한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118) 국제인
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2011년 쿠르드 지역이 중동지역의 전
제정치와 비슷한 상태라고 평가했으며,119) 앗시리아 유럽의회는 쿠르드 지
역 내에서 쿠르드 정치 지도자의 사진이나 쿠르드 정당의 깃발을 걸게 하
고 고대 앗시리아 역사를 쿠르드 역사라고 왜곡하는 등 사담 정권이 자행
했던 일을 오늘날 쿠르드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20)
쿠르드 자치정부는 전 정권에 압류당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재산 반환은
미루고, 기독교인의 부동산을 강탈하며, 소수집단의 투표권 행사를 막기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쿠르드 지역의 공식적 보호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121) 2009년 해체되었던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권위원
회가 2010년 기독교인을 초대회장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역량은 매우 미미
한 것으로 보인다.122)

116) Ibid., p. 20.
117)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6;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13), p. 89.
118)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14.
119) Ibid., p. 12.
120)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2013), p. 14. 이 보고서는 저자를 익명으
로 하고 있는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12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p. cit., p. 48;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6.
12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Ibi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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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열린 워싱턴의 카톨릭 대학교의 한 컨퍼런스에서 쿠르드
지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쿠르드 자치 지역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하면서 쿠르드 지역이 매우 민주적이고 기독교
인들을 잘 대하는 모델이 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여기에 협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쿠르드 지역 내의 갈대아 교회 대주교는 이러한 쿠르드 정부
에 감사하다고 표한 후, 그러나 역사에서 보아온 것처럼 지도자가 바뀌면
같은 관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완
곡하게 표현했다. 반면 이라크 내에서 온 발표자들은 쿠르드 지역의 상황
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123) 쿠르드 측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설명
만을 보고 크르드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것
으로 여기는 나이브(naive)한 서양 지식인의 관점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라크 소수집단기구(IMO: Iraqi Minorities Organization)에 따르면 쿠르
드 지역의 법에 기독교인과 사비인의 경우 지역 내에서 노동허가와 집을
제공한다는 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집을 얻거나 취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24) 또한 실향민은 쿠르드 내무부를 통해 해마다 거주허가를 갱신해
야 하는데, 언어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쉽지 않고, 영구 거주를 희망할
때에는 쿠르드인 스폰서가 필요하다. 이라크 내에서 발행된 교육 관련 서
류도 인정받기가 어려워 실향민의 자녀교육도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2010년 바그다드에서 이주한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세가 폭등
해 아인카와(Ainkawa)지역의 평균 월세는 700달러로 치솟기도 했다.125)

123) Alan Wisdom(2013), “Iraqi Kurdistan: A Safe Haven for Christians?”
124) Chapman and Taneja, op. cit., p. 11.
125)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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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대(對)기독교인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문자 메세지를 받은 기독교인
이 많다. 2011년 12월에는 자코(Zakho)지역의 쿠르드인들이 비(非)이슬람적
이라고 판단한 사업체와 호텔 등을 방화했고, 폭력사태는 쿠르드 자치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쿠르드인들이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거부감을 여
실하게 표현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당
시 쿠르드 보안군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르드 정부가 사건을 부추겼
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126) 이 사건은 지역의 셰이크가 주도하면서 자신
이 쿠르드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니 함께 공격하라고 선동하는 오디오
비디오 증거물이 확보되기도 했다.127) 2013년 6월에는 페쉬메르가 지도자
가 사복 보안군들을 이끌고 기독교 마을인 라바트키(Rabatki)를 공격하기도
했다.128) 이러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기회 부족, 공공 서비스 부족,
재정적 어려움, 언어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들 때문에 기독교인은 더욱 외
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게 된다.
쿠르드 자치정부 기독교 국회의원인 수잔 코샤바는 기독교 실향민이 쿠
르드 지역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첫 장애가 쿠르드어라고 지목하면서 취업
이나 교육에 모두 쿠르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쿠르드어를 구사하지 못하
는 기독교 실향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다. 생존을 위한 문화적 쿠르드화가 강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
어 문제에 더해 채용 등에도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쿠르드 지역으로 이

126) op. cit., pp. 11-12.
127) http://www.aina.org/news/20131016212220.htm(2013년 10월 31일 접속).
128)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2013), op. 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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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온 사람들도 다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라크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
동보다는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한다. 그리고 사담
정권 당시 무너진 기독교 마을들을 1991년 이후 쿠르드인들이 차지하고 반
환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막힌 담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답답해 한다. 쿠르드 지역은 석
유도 보유하고 있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반해, 쿠르드 지역 내에서 기
독교인은 2, 3등 시민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인다. 사담 정권 아래서 감옥에
사는 것처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을 통해 이라크를 떠났는데, 지금
은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하고 있다면서, 사담 당시에는 문제가 정치 문제 한
가지였지만 지금은 차별과 종교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더 많은 문
제가 있고, 기독교 청년실업이 높은 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실업은 쿠르드 지역 내에서 더 심각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
이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
공부도 더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129)
앗시리아 유럽의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의 역
사왜곡과 유적 파괴 문제를 제기한다. 고대 앗시리아 역사를 쿠르드라고
소개하고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 쿠르드인 정체성을 강요할 뿐 아니라, 기
독교 마을들의 이름을 쿠르드화하고, 교과서에서 앗시리아 교회 총대주교
를 암살하고 앗시리아인들을 학살한 쿠르드 지도자 심코(Simko Agha
Shekaki)에 대해 학살 부분과 앗시리아인과의 갈등 부분은 모두 제외한 채
쿠르드인의 권리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묘사하는 점 등을 예로 든다.130)

129) 수잔 코샤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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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는 쿠르드 지역이 이라크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현재의 쿠르드 자치지역이 2003년 이
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고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실제로는 차별하는 무슬림
들의 문화와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131)

2. 니느웨 평지 지역 분쟁 (이라크 북부지역분쟁)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등 소수 집단의 비율이 높고 앗시리아인 지역으로
여겨지던 니느웨, 키르쿠크 등 북부지역이 쿠르드와 이라크 중앙정부 사이
의 영토분쟁지가 되었고 기독교인은 그 두 세력 사이에서 폭력사태와 부동
산 강탈, 공격, 쿠르드화와 아랍화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키르쿠크에는 석
유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서 2011년에는 지역 내 기독교 및 소
수집단에 대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해 기독교인 4명이 살해되고 5명이 납치
되었으며 세 교회가 공격당했다.132) 이에 앞서 2010년 10월에는 아랍과 쿠
르드 간 영토분쟁으로 851가족이 실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3) 키르
쿠크에는 2007년에 기독교인 1만 2,000여 명이 있었는데, 2004년에 이미 최
소 58개의 기독교 마을이 부분적으로 또는 온전히 쿠르드에 정치적으로 장
악되었다.134) 2010년 키르쿠크 지역 선거에서 쿠르드 측과 이라크 측이 각
130)
131)
132)
133)

Assyria Council of EU and Assyria Foundation, op. cit., pp. 14-15, Appendix.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와의 인터뷰(2013년 8월 28일).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10.
UNAMI, op. 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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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석씩을 차지하면서 소수집단의 지지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키르쿠크를 정치적, 물리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135) 쿠르
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는 권력 및 수익 분배 합의를 이루지 못해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중반 말리키는 키르쿠크 지역으로 군대를 파
견했고, 쿠르드 정부는 이를 도발로 여겨 군대를 보내 11월에는 투즈 쿠르
마투(Tuz Khurmatu)지역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136)
쿠르드의 팽창 정책에는 쿠르드 보안군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니느웨
평지지역에까지 보내 불법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쿠르드가
니느웨 주민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2009년에 니느웨
평지지역의 경찰과 군인은 1만 4,000명 증원하게 되어 있었다. 소수집단에
서는 정부와 보안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수집단에서 인구 비율에 맞게
채용하여 소수집단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며 집단을 대표할 수 있
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쿠르드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파트 타이머로 구성된 비공
식 방어군을 가지고 있다.137)
앗시리아 유럽의회의 2013년 보고서는 니느웨 평지에서 쿠르드인은 인
구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니느웨 평지지역을 쿠르드 자치지역에 영
입하려는 쿠르드의 영토 팽창정책으로 소수집단들은 쿠르드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지배자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쿠르드 지도자들은 영토를 확장

134)
135)
136)
137)

Taneja(2007), p. 20.
Lalani, op. cit., p. 28.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p. cit., p. 87.
Assyria Council of Europe(2011), p. 6; Assyria Council of Europe(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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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와 전쟁을 벌일 생각도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한
다.138) 쿠르드 정부는 기독교인의 부동산 반환 문제 등에서도 이미 거주하
고 있는 쿠르드인을 인정해 영토를 넓힐 뿐 아니라, 기독교인과 소수집단
에 대해 직간접적인 폭력과 위협을 통해 쿠르드 정당을 지지할 것을 요구
하거나 쿠르드인이라고 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기독교인 및 소수집단을 쿠
르드화한다. 그 대가로는 보호가 주어진다.139)
니느웨와 모술 등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쿠르드의 팽창정책에 대응해
이라크 중앙정부도 아랍화를 가속화해 2011년 4월에는 많은 쉬아파 인구를
북부로 이주시키기도 했다.140) 이라크 정부의 아랍화 정책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주로 쿠르드인이 희생자였다. 당시 사망이나 실종된 10만 명
가량 중 수천 명은 기독교인을 다수 포함한 소수집단이었다. 당시에는 공
식적으로 소수집단에게 민족을 바꾸라고 강요했는데, 1987년과 1997년 사
이 인구조사에서 앗시리아인은 아랍이나 쿠르드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당
했다. 2001년에는 소수집단에게 민족을 바꾸고 아랍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한다는 칙령이 제정되기도 했다.141) 모술지역에서는 이러한 바아스
정권의 정책이 지속되어 기독교인의 땅을 이라크 군사나 정보부 사람들에
게 나누어주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기도 한다.142) 기독교 지도자들은
니느웨 평지 지역의 개발프로젝트가 대부분 모술 쪽으로만 집중되어 소수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의료시설 등도 차별적으로 공급된다고 불만
138)
139)
140)
141)
142)

Assyria Council
Taneja, op. cit.,
Assyria Council
Taneja, op. cit.,
Ibid.,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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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한다.143)
앗시리아인들 사이에서는 니느웨 평지의 인구구성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교류되고 토론이 이루어지
는데, 기독교인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사들여 외부인에게 주려
한다고 자치정부 부서를 비난하는 글들이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지역
을 아랍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심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강제매매를 시
킨다고 하면서, 이것은 인구변화 정책이니 그 속셈을 알고 양보하지 말아
야 하며, 지도자들은 역할을 하고 그런 정책을 취소시키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면서 사담 당시에도 이라크를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주
장하며 아랍 정체성 문화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더니, 이제 이라크가 변화
하여 민주주의로 민족 집단의 특성을 지키는 것이 보장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것은 모두 백일몽일 뿐이냐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144) 이런 글에는
많은 댓글과 추가설명이 따라붙는다. 이라크 헌법 23조 (나)항은 주민구성
을 바꾸려는 의도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니느웨 평
지 지역의 함다니야, 까르꾸쉬, 바르탈라, 카르말리스, 탈키프, 자코(Zakho),
파이샤카비르(Fayshakhaabir), 시멜 등에서도 이러한 매매와 부동산 계발계
획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바꾸고 주민의
구성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 기독교인 주민의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
다.145)
143) Assyria Council of Europe, op. cit., p. 15.
144) http://www.ankawa.com/forum/index.php?topic=678329.0(2013년 8월 10일 접속).
http://www.azzaman.com/?p=14819(2013년 8월 10일 접속) 등.
145) www.khoranat-alqosh.com/vb/showthread.php?t=37427(2013년 8월 10일 접속).
www.ishtartv.com/articles_print.php?id=42904(2013년 8월 10일 접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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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폭력사태와 이민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라크 기독교
인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니느웨 평지지역에 기독교 자치지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이 있다. 사실 이라크에 기독교인 자치지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은 193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1차대전 당시의 기독교인 대학살을
비롯하여 현대 국가 형성으로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사이에 나뉜 삶터
와 1933년 이라크 정부군과의 충돌로 일어난 학살 및 피난으로 살 곳을 잃
고 난민이 된 민족적 앗시리아인의 집단 재정착 문제는 국제연맹의 의제가
되었고, 194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앗시리아인들은 국제사회에 기독교인 자
치지역, 또는 독립국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146) 독립국 또는 자치지역에
대한 주창은 계속되어 앗시리아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도 있다.147)
사담 정권의 붕괴 후 다시 자치지역 설정이 조심스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싱턴에 위치한 이라크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프로젝트(Iraq Sustainable
Democracy Project)는 니느웨 평지에 인구 50만 명의 기독교와 소수집단을
포함하는 5,000평방 킬로미터의 행정구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요나담 칸나 등은 이 지역에 기
독교인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146) Baum and Winkler(2000), Baumer(2006), Andrews(ed.)(1982) 등을 참조.
147) 1989년에 창립된 앗시리아 진보 민족당(APNP: Assyrian Progressive National Party)는 극
단적인 민족주의를 고수하며 고대 앗시리아의 영토를 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95년
창설된 앗시리아 자유당(GFA: Gabo d'Furqono d'Athur, Assyria Liberation Party)은 터키
남부, 북동시리아, 북부 이라크에 걸친 앗시리아 국가 설립을 추구한다. 1917년 창설된 첫
앗시리아 정당의 재창설을 주장하며 2002년 창설된 앗시리아 사회주의당(GSA: Assyrian
Socialist Party) 또한 연합된 메소포타미아의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http://www.betnahrain.org/bbs/index.pl/noframes/read/6; http://www.wikipedia.org/wiki/Assyria_Liberation_Party; http://en.wikipedia.org/wiki/Assyrian_Socialist_Party;
http://asp2.no.sapo.pt(2013년 8월 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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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148)
니느웨 자치지역 설립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 일
부는 쿠르드 정부가 잘하고 있으며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협력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독교 자치지역이 설립되면 더욱 공격의 대
상이 되기 쉬울 것을 우려한다. 다른 일부는 니느웨의 쿠르드화를 반대하
며 소수집단이 안전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지역 건
설이 이라크 헌법125조가 명시하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실현
이라고 본다. 그러나 헌법125조는 행정, 정치, 문화, 교육 권리에 대한 구체
적 정의나 이라크 및 쿠르드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
다.149) 수잔 코샤바는 앞으로 이라크가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
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독교인 자치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집단과의 공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주체가
되어 기독교인의 규범대로 통치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이 만들어진다
면 그때는 다른 집단이 와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50)

3. 샤박의 팽창
이러한 니느웨 평지지역 분쟁의 일부로 샤박이라는 다른 소수집단과의
마찰이 최근 3~4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샤박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

148) Lalani, op. cit., p. 28.
149) U.S.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p. cit., p. 90.
150) 수잔 코샤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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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소수 민족집단으로 샤박 뉴스에 따르면 쉬아 65%, 순니 35%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니느웨 주(州) 지역에 40만~50만 명 가량이다.151)
아슈르 기와르기스는 샤박은 원래 기독교인과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
계였는데, 3~4년 전부터 앗시리아인 동네에 들어와 모스크를 세우려 하면
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로 쉬아파인 이 집단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다.152)
수잔 코샤바는 이를 기독교 마을을 향한 ‘공격’으로 파악한다. 코샤바에
따르면 원래 샤박은 니느웨 주(州) 기독교 마을 주변 등 시골에서 살았는
데, 3~4년 전부터 기독교마을인 알 함다니야, 바르텔라(시리아 정교회), 카
르꼬쉬(시리아 카톨릭) 등을 ‘공격’하고 있다. 그중에 바르텔라는 니느웨
주의 모술 북쪽 아르빌 근처에 위치한 규모가 꽤 큰 대표적인 시리아 정교
회 마을이었다. 그런데 샤박이 와서 가난한 이 지역에서 높은 값에 집을 사
겠다고 제시하며 기독교인의 땅을 차츰 매입하고 있다. 샤박은 한 가정이
마을로 이주해오면 함께 오는 가족 수가 많고, 또 출생률도 더 높기 때문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바르텔라는 원래 주민의 80%가 시리아 정교
회였는데 지금은 20%로 감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라크 국회의원인 샤
박의 하닌 깟두(Hanin al-Qaddu)가 주도하고 있다.153)
2009년 성탄 이브에는 샤박 청년들이 바르텔라 마을 입구를 점거하고 마
을의 성탄장식을 뜯고, 성탄 당일에는 100명이 무장을 하고 와서 성 마리아

151) http://www.shabaknews.com/20%who20%are20%the20%shabak/indexhtml(2013년 8월 10
일 접속).
152) 아슈르 기와르기스 인터뷰(2013년 8월 9일).
153) 수잔 코샤바 인터뷰(2013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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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총격전이 발생해 기독교인 4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격자들은 바르텔라에 거주하는 샤박으로 마흐디 민병
대원이었던 하싼 간주(Hassan Ganjou)가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모술에서 23일 성 도마 교회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건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154) 지도자들은 이 사건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분쟁이 발
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샤박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니느웨 지역 자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155)
카멜 주마야는 샤박이 바르텔라 지역으로 유입된 것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마을 주민을 아랍인이나 다른 민족과 섞어 기독교
인의 문화, 종교, 민족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혼합정책의 일부로 인구를 이
동시키면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 이전에는 이 지역에 샤박이 전혀 없었다
고 설명한다. 주마야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바르텔라와 주변의 샤박 마
을 인구는 기독교인 1만 2,500명(49%), 샤박 1만 1,000명(43%), 쿠르드 및
투르코만 2,000명(8%), 합계 2만 4,500명이었다. 그런데 모술에서 샤박이
바르텔라 쪽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기독교인 1만 5,500명(37%), 샤박 2만
1,500명(50%), 다른 민족이 5,000명(13%)으로 변했다. 바르텔라 마을만으로
는 원래 100% 기독교였다가 2003년에 기독교 1만 2,500명(84%), 샤박
2,400명(16%)으로, 2003년 이후에는 기독교 1만 5,500명(72%), 샤박 5,900
명(28%)이 되었다. 바크디다, 까르꾸쉬 등의 마을 토지도 이미 상당량 원래
기독교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매입했다고 한다. 주마야는 이러한 샤박의

154) http://www.christianpost.com/news/muslims-attack-christian-town-in-north-iraq-on-hristmas2456/(2013년 8월 30일 접속).
155) http://www.radiosawa.com/articleprintview/69008.html(2013년 8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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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이 이란과 사우디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이라크 기독교인에게는 느린 죽음(slow death)이라고 표현한다.156)
사실 샤박은 자신들도 사멸 위기에 처한 소수집단이다. 소수집단 인권단
체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이래 750명 이상이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
장공격에 사망했으며, 가장 심각한 국내실향을 겪고 있다.157) 아리안 계인
샤박은 16세기부터 니느웨 지역에 거주했고 1952년에는 개별민족으로 인
정받았지만,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은 샤박은 쿠르드인이며 거주지역도 쿠르
드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본
인들이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동
안 서로 특별한 접촉이 없어 관계에 문제가 없던 두 집단이 자신들의 생존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니느웨 평지를 둘러싸고 새로
운 마찰과 충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집단 간의 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팽창을 주도하고 정치적으로 샤박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 하닌 깟두는 샤박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인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공격자가 되는 것이다.

156) EU의회에 보내는 서한, 2013년 11월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발표 예정. 이메일을 통해 입
수(2013년 8월 31일).
157) Chapman and Taneja, op. cit.,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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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상에서 2003년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의 상황을 인구변화 및 인구 이동
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 인구의 5%로
100만 명을 웃돌던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는 2013년 현재 30만 명 이
하로 감소했다. 특히 갈대아인과 아르메니아인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던 수
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안
전한 북부로 이동하면서 기독교인 동공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동
공화현상은 이제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라크 기독교인은
중동 내 여러 인접국가로 퍼져 있는 상태이다. 이미 해외로 이주한 인구가
많은 이라크 기독교인의 집단 이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체 이라크가 겪고 있는 혼란이라 할 수 있다. 당초 이라크 전쟁이 목표로
했던 민주 이라크 건설은 종파 간 균형과 새 이라크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권력싸움과 불법무장단체들의 만연한 테러 가운데
오히려 사회의 이슬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순니와 쉬아,
쿠르드 간에 서로가 원하는 버전의 이슬람을 규범으로 하는 이라크를 만들
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 가운데 배척되는 비
이슬람 소수집단은 물리적 공격과 위협으로 많은 인구가 북부 이라크와 국
외로 이동하여 이라크 전체의 종교 및 민족 인구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종파 간에 혼합되었던 지역이 하나의 종파지역으로 변
하고, 기독교인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 몇 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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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통계에는 기독교 인구는 각각의 종파를 명시할 필요도 없을 만큼
소수집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가 제한된 반면 질서가 유지되
고 있었던 사담 정권이 붕괴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질서가 파괴되고 집단
간 적대감과 각 집단의 정치적 목표가 폭력적으로 표현되면서, 사담 정부
및 공권력의 주도에 의해 진행되던 아랍화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와 신 이
라크 정부 및 쿠르드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지하에 이슬람화의 형태로 변화
하고 있다.
이라크 기독교인의 인구는 폭력 사태 가운데 맞은 인구의 상실, 원래 고
향인 북부지역으로의 이동, 인접국가로의 이동, 그리고 서방국가로의 이주
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주로 국내에서 북부로, 북부에서 인접국으
로, 인접국에서 서방으로 가는 3단계 이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 중에는 2단계에 있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아 인접국에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 번의 이동으로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살펴보았
다. 또한 이주 후에도 기독교 난민들은 쿠르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차별과
폭력 사태, 니느웨 지역 등지에서 일어나는 쿠르드와 아랍 세력 사이의 갈
등 사이에서의 어려움, 주변국에서의 비환영, 서양으로의 접근 어려움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국내 이동이나 시리아로의 이동의 경우 이동 후
에도 안전하지 않고, 모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이라크에서
겪은 충격과 이주지에서의 스트레스라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개인뿐 아니
라 집단으로서의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만연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쿠르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쿠르드는 역사에서 이라크 기독교인, 특히 앗시리아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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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사담 정권하에서 아랍화의 고통을 함께 겪는 소수집단으
로 정치적 연합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때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라 여겨졌던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쿠르드에 의한 새로운 전제정치가 발
견되며, 쿠르드의 확장을 위해 쿠르드 지역과 주변의 소수집단을 문화적,
정치적으로 쿠르드화하고, 기독교 마을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탈함에
따라 기독교인은 점점 쿠르드 지역에서도 떠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샤박
과의 갈등도 이러한 쿠르드의 팽창에 대응한 중앙정부 전술의 일부로 빚어
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기독교인은 집단 소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베트바수는 작금에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집단학살 초기(incipient genocide)라고 평
가한다.158) 역사가 오디쇼 말코는 현재 이라크 기독교인에게 일어나고 있
는 일은 앗시리아인의 모든 것, 곧 언어, 문화, 전통, 뿌리, 정체성, 소속을
잃은 그냥 사람일 뿐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한다.159) 기독교 지
도자들은 특히 기독교 청년들에 대해 염려한다. 젊은이들이 이라크에서 희
망을 잃어 공부할 이유도 못 찾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라크 내에서는 취업도 못 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
끼고 있기 때문이다.160) 이들이 삶을 한 번에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이민을
택하는 것이다.161)

158)
159)
160)
161)

BetBasoo, op. cit.
오디쇼 말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수잔 코샤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조르지스 까스무사 주교와의 인터뷰(2013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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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라크 기독교인의 상황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내 소수 집단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소수집단은 국가치안이 불
안해질 때 다수집단보다 더 위험한데, 전(前)정권 및 서방에 협력자라고 낙
인찍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건 루머이건 공격은 쉽게, 그리고 실제적
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공격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
격이라기보다는 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이 선택해서
소속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유로 차별, 소외, 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
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말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시리아를 공격한다고 발표하자 시
리아는 21세기 최고의 난민사태를 양산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도 비슷
한 양상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시리아로 피난 갔던 이라크
기독교인은 다시 피난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162) 중동 기
독교인의 미래는 더 암울해 보인다.
현재의 이라크 상황과 그 과정에 대해 각 종파, 민족 집단은 각각 다른
버전의 이야기, 각각의 해석, 서로 다른 집단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기억을 어우르고 보듬을 수 있는 새 이라크의 비전이 빨리 세워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와 같이 쿠르드와 아랍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는 분리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설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예상이 비관적인 가운데 오디쇼 말코는 지속되는 쿠르드화 등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앗시리아인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다음 이야기를 소개한
162) http://rudaw. net/english/kurdistan/28042013(2013년 9월 4일 접속); http://www.aina.
org/news/20131016212220.htm(2013년 10월 3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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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앗시리아인 농부가 쿠르드어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원래의
민족과 부족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 못 하는가?’” 그리고 질문을
덧붙인다. “이 앗시리아인이 왜 쿠르드어로 노래를 불렀겠는가?” “쿠르드
인이 듣게 하려고.” 이렇게 답했다면 “당신은 이미 역사가이다.”163)

163) 오디쇼 말코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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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이라크 지도

자료: Taneja(2007),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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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란은 2009년 녹색 운동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전환점을 경험한 바 있
으며 다양한 담론과 서사가 사회 내에서 갈등의 축을 이루며 팽팽히 맞서
고 있다. 특히 녹색 운동을 계기로 이란의 뉴미디어는 사회 내부에서 저항
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밖으로 알리는 매개물로서 그 힘을 다시 한 번 입
* 이 글은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구기연 2013) 중 Ⅴ장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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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했다. 개혁 성향 도시의 중 ․ 상류 계층들은 이슬람 정부에 대해 강한 불
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 앞에
는 높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개혁은 실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고
있다(Yaghmaian 2002). 현재 이란은 전근대적인 통치 체계와 현대적인 국
가 체제, 전 지구화된 사적 영역이 뒤섞여 전근대와 근대, 또한 전지구적인
특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충돌하는 가치 속에
서 이란 도시 중 · 상류층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 지구화로 인한 뉴
미디어의 영향과 새로운 소비문화의 도입은 이란 도시인들의 문화지형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현대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매개된 경험’은 자아 정체
성과 사회관계의 기본 조직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자아 정체성
은 더욱 성찰적으로 발전된다(기든스 2001, pp. 42~43). 현대 이란 사회에서
도 도시인들은 바로 이 전자 매체와 뉴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적 지
리학(기든스 2001, p. 157)’1)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전 지구적 환경과 끊임없는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본 연구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2005~13년)를 중심으로
한 테헤란 도시 중상류층 계급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이
다.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란 현대사와 미디어 환
경에 큰 영향력을 지닌다.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은 이란 사회의 전(全)방위
에서 새롭고 강화된 이슬람화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서구 문

1) 메이로위츠(Meyrowitz)는 매체, 특히 전자 매체가 사회생활의 ‘상황적 지리학(situational geography)’을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매체는 점점 더 우리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공연들의
직접적인 청중이 되게 하며,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청중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기든스 2001, p. 1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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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침투에 강력히 맞섰다. 또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주의적, 세속적 가치의 유입과 서구 문화 침입을 막기 위해 애썼다. 불
법적인 위성 미디어 시청 및 설치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고 단속을 강화하
였으며, 동시에 국영 방송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였다. 이슬람 공화국
의 목소리와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국영 방송 프로그램
생산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 생산 및 유포에 힘썼다(Piri
and Halim 2011, pp. 91-93).2) 이러한 사회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란
에서 뉴미디어는 문화적 전통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채널과 위성 텔레비전 이용을 통한 정보 획
득은 이슬람 정권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사실상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놓
여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여성의 권리, 또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전지구
적인 담론은 이미 이란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과정과 이슬람 공화국 건국 초기에 스몰 미디어(small
media, Sreberny-Mohammadi and Mohamadi 1994)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란
의 미디어는 사적, 공적 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스레버니 모
하미디와 알리 모하마디(Sreberny-Mohammadi and Mohamadi)는 1979년 혁
명의 성공의 배경에 스몰 미디어의 저력을 강조한다. 스몰 미디어는 국가
권력이나 기업의 빅 미디어(국영방송 및 공영방송)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매체로 정의된다. 이슬람 혁명 당시 전단지 복사물,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폴라로이드 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스몰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체제에 반
2) Piri and Halim(2011)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약 27만 6,000시간의 프로그램이 국영방송을
통해 생산되었고, 총 7만 9,932 시간 동안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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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여론을 참여로 이끌었다. 즉 스몰 미디어는 당시 독재 정권의 압력
과 통제를 피해 틈새 공략의 성공적인 매개물로 작용한 것이다(SrebernyMohammadi and Mohamadi 1994, p. 26). 현대 이란 사회에서 퍼스널 미디
어와 뉴미디어는 과거 이슬람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스몰 미디어와 유
사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정치적인 공적 영역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퍼스널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확산 및 보급으로
변화된 이란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연구자는 이 글을 통해
현대 이란 사회에서 인터넷과 위성 방송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도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인류학적으로 분석하
고자 했다. 또한 뉴미디어 수용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미디어라
는 영역이 국가와 시민들의 치열한 정치적 장(場)으로 변모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사적 담론이 거대한 공적 담론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추적
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인류학적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지
조사는 200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당시 만 16세 이
상, 혁명 이후 세대인 만 31세(1979년 이후 출생자) 이하의 젊은이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 심층 면접 및 관찰 대상자는 총 79명으로 여성 47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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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이었다. 그 중 남자 9명과 여자 8명은 3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외 주 연구 대상자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적이지 않
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개혁
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가치관과 실천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인터뷰
대상자 중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없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거주 및 활동 지역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계층적 구
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연구는 주로 테헤란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 거주
하는 도시 중상류 계층 이상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대상
이었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테헤란 북부나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
력의, 전문직의,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의, 정치적으로는 반정부 성향
이자 경제적으로는 중상류층의 계급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
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테헤란 북부 지역은 이란 속 ‘반체제적인 이웃
(dissident neighborhood)’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들만의 강
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이란 내에서 가장 앞선 코스모폴
리탄 문화(cosmopolitan culture)를 지닌 전 지구적인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Khosravi 2008).

23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그림 1. 2001년 테헤란 가구별 지출의 차이
2001년 가구당 지출(단위 백만 리얼)
도시 경계와 조사 범위
조사 범위

주: 그림의 숫자는 구역 구분이며, 1, 2, 3, 16 숫자는 필자 강조.
자료: Bertaud(2003), “Tehran Spatial Structure: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for Future
Development,” National Land and Housing Organization, National Housing Committe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slamic Republic of Iran.

저자가 주로 연구했던 지역은 위의 지도에 표기된 1,2,3 지역이었다. 테
헤란이라는 도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계급적,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
1지구는 유명한 쇼핑상가와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2지구는 샤흐
라케가릅(Shahrake-gharb)이라는 중상류층의 주거지역인 동시에 유명한 상가
밀집 지역과 국제 학교가 있다. 3지구(vanak 광장 중심)는 실제 연구자의 거
주지이자 유명 영어 어학원, 사무실 건물들, 쇼핑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
역이었다. [그림 1]에서 참고 할 수 있듯이, 테헤란 북부 지역 중 1, 3지구의
가계 지출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2지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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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평균 가구당 지출은 남부 지역에 비해
3배가 넘으며, 거주 공간의 평균 크기는 남부 지역보다 따라 4배 이상 넓다
(Bertaud 2003, p. 11). 이와 같이 테헤란의 북부와 북서부 지역은 단순한 지
역적 경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테헤란 북부는 뉴미디어라는 전 지구적인 방송 매체
의 지역적 수용과 발전을 살펴보기에 있어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문화적
수용 과정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주 연구 대상자 그룹은 1) 사적 연망을 통한 일련의 그룹들, 2) 사설 여
성 기숙사 내 젊은 여성들, 3) 두 사설 영어 어학원의 수강학생들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젊은 남성들에 대한 조사는 주로 정보 제공자 여
성들의 남자 친구나 약혼자, 남자 형제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영어 학원에서 만난 남자 대학생과 직장인, 유학 준비생이
주 연구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여성 연구자들은 주로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전문직 종사자, 직장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원 입시 준비생이나 실직 상
태에 있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남성 연구 대상자도 여성들과 마찬
가지로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유학 준비생 혹은 자영업이나 가족 기업
에 종사하는 젊은 사업가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미디어 채
널 및 내용 분석, 인터넷 자료 참고, 뉴미디어 시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
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현지 조사 자료의 경우 2009년 자
료3)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3)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경우 드라마 및 예능 전문 프로그램인 위성 방송 채널
Farsi 1이 새롭게 개국하고, 녹색 운동 전후로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 및 여론 형성에 큰
전환점을 맞이한 해이므로, 이란 미디어에 대한 연구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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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란 국영방송의 의미

이란 사회에서의 위성방송의 수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란 국
영방송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해보도록 하자. 현재 이란은 공영방송인 IRIB
가 4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Jame-jam TV Network 1, 2, 3
이라는 세 가지 위성 채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뉴스 전문 채널인 IRINN,
영어 전문 채널인 프레스(Press) TV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은
‘물라(mullah, 성직자)비전’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Barraclough 2001, p.
26, 재인용: 구기연 2008), 국가 체제 선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IRIB는 성직자의 권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조직체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텔레비전이 가장 인기 높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약한 매체로 여겨지고 있다. 파흘라비 정권에서 이란 국영 라
디오와 텔레비전은 두 번째로 큰 방송국이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
명 이후 이슬람적 윤리와 규범을 강조하는 이슬람화 과정은 라디오와 텔레
비전 방송 프로그램에도 여지없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슬람
혁명 이후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히잡(hijab)을 써
야 했고,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열의 잣대에 놓이게 되었
다(모하마디 1997, pp. 148~149). 이슬람 혁명 이후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변화된 방송정책으로 인해 이란의 시청자들은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멀리하게 되었다(모하마디 1997, p. 149).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 현재 이란에서는 독립 언론이 등
장하고는 있지만, 국영 방송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고 강력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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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체계(교과서와 교육과정)와 함께 미디어는 사
회화의 주요 동인으로서, 엄격한 정부의 제한과 검열하에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은 젊은이들에게 이슬람적 가치관과 이슬람의 신실함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과 종교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Alikhah 2008,
p. 103). 즉 이란 국영 방송은 강력한 국가를 위한 공식적인 선전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적인 도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영방송을 시
청하는 것은 [사례1]에서의 20대 세 자매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친정부적이자 보수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사례 1. 세 자매와의 대화(24세, 26세, 28세)4)
국영방송?(Television-e khodesh?) 우리는 절대 안 보지. 그런데 막내는
이란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이야(놀리듯이 말한다.) 그래서 막내는 주몽과
대장금5)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안 봐. 전혀 재미있지
않고, 맨날 지겨운 정치얘기만 하고 있거든.
(국영방송에 대해 물어보는 나에게, 두 언니들은 막내가 나이에 맞지
않게 이란 국영방송을 즐겨본다고 놀리듯이 말했다. 그 옆에 있던 **도
언니들의 이야기에 얼굴을 살짝 붉히며, 부끄러운 듯이 수긍한다.)
우리는 국영방송보다는 위성방송을 주로 시청하지. 이란 채널의 경우
오로지 지루한 인터뷰만을 보여줘.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인터뷰만 해.
저것 봐. (채널을 이리 저리 돌리며). 이것 봐. 여기도 좌담, 여기도 세미
나, 여기도 인터뷰.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봐?
4)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인적
사항을 표기하기에 제약이 있음을 밝힌다. 본 글에 인용된 사례들은 대부분 2009년 심층 면
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며, 파라지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인터뷰한
자료이다. 또한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것은 면대면 인터뷰와 이메일 서면 인터뷰를
통한 자료임을 밝힌다.
5) 한국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은 이란의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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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로 드라마나 뉴스?
그렇지? 그런데 국영방송 채널에서는 매일 떠들기만 한다니까. 지겨운
좌담만 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성방송으로 채널을 돌린다. 주
로 이란 음악이 나오는 음악 채널이나, 페르시아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
채널을 번갈아 가며 시청한다).

[사례1]에서 언급된 대로 국영방송의 내용은 종교적인 세미나나 이슬람
적 가치나 생활 방식을 강화하는 강연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혁명(엥겔랍 enggellāb)’이라는 단어는 각종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지닌 영
상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되풀이되고, 종전 후 20여 년이 지난 2009년 텔레
비전 방송에서 성전(聖戰)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휴일인 금요일 오후 내
내 정오에 있었던 금요 예배가 녹화 중계되었고, 모하람달(이슬람력 1월)의
국영방송은 하루 종일 로제 한(rowzeh khān)6)의 구슬픈 흐느낌만이 계속 되
었다. 국영방송에서는 끊임없이 혁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
구의 문화적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인 자세를 주로 취한다(Basmenji
2005, p. 28).
대부분의 인터뷰 속에서 답변자들은 국영 방송이 이란 국민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영방송을 외면하고
위성방송을 더욱 많이 청취하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국영방송은 끊임
없는 선전화 작업과 이슬람적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한 통제와 검열을 통해

6) 로제 한(rowzeh khān)은 선지자의 가족들, 특히 이맘 후세인에 대한 열정적이고 애절한 서사
시를 암송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로제 한은 쉬아 영웅들의 고통과 일화들을 때로는 구슬프
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흐느끼며 암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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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다. 그러므로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외국에서
제작되는 위성 미디어 채널을 통해 감정의 공감대와 연대적인 공동체의식
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란의 뉴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다음의 장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Ⅳ. 이란의 뉴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의 수용

이란 젊은이들에게 미국 드라마 ‘로스트(Lost)’의 배우들, 오프라 윈프리,
가수 비욘세와 리한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웨인 루니, 한국 가수 싸
이는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다. 위성방송, 카메라 폰, 블루투스(Bluetooth),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등의 뉴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이란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를 새롭게 규정짓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가 된
다. 최근 이란의 미디어 산업은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통신 기술
의 도입은 비교적 단시간에 청년 문화와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
며, 도시 중상류층 계층의 문화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란 사람들이 휴
대 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것은 블루투스, 접근성, 카메라,
MP3 기능 등이며,7)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률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8) 예를 들어 카메라 기능이 되는 휴대전화, 또한 개인용 컴퓨터와

7) 2009년 한국 모 전자기업 이란 현지법인 직원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8) 이란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Freedom House(2012)의 연구에서 인용한 글을 참고해

2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같은 각종 디지털 기기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블루투스(Bluetooth) 같은
무선 장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과 MP3 음악을 공유하는 데 유용하
게 쓰이고 있다.
여기서 블루투스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주목할 만한데, 특히 2009년 조
사 당시 블루투스는 ADSL과 같은 광통신망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이
란의 인터넷 환경에서 음악과 동영상 파일들을 교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
에 많이 사용했다. 또한 블루투스는 때때로 젊은이들의 즉석 이성 만남에
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거리나 버스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블루
투스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다. 마음에 들면 사진을 저장하
기도 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 같은 점에서 이란 사회에
서 남성들 사이의 블루투스9)는 공적인 통로로는 구할 수 없는 각종 음란물
을 공유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하고, 녹색 운동 당시에는 시위 장면이나
밤마다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 자료들을 블루투스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보면, Fars News Agency는 인구의 9%만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
루에 10억 건의 SMS가 발송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가 2012년 연구이며, 2011년 말,
2012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
속은 더욱 높은 비율로 예상된다. 2013년 9월 2일자 기사 “Iran soon to see a revolution –
in technology”(The Journal Gazette, http://www.journalgazette.net/article/20130902/EDIT05/
09029995/1021/EDIT)에 따르면, 이란 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9) 조희선(2007)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블루투스를 ‘사회적, 종교적 금기에 도전하는 기제’
로 보았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생활이 찍힌 동영상이 블루투스를 통해 급속히 옮겨지고, 그
로 인해 사생활 노출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기제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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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란 인터넷 사용자 수(100명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93

7.49

8.10

8.76

9.47

10.24

11.07

14.70

21.00

26.00

자료: The World Bank 홈페이지, “Internet users(per 100 people)” 통계 자료 참조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USER.P2).
표 2. 이란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100명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1

0.3

0.4

0.5

1.3

2.4

4.06

자료: The World Bank 홈페이지,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per 100 people)” 통계
참조(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P2).
표 3. 이란 휴대전화 사용자 수(100명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07

7.37

12.20

21.80

41.67

59.48

71.86

73.07

74.93

76.92

자료: The World Bank 홈페이지,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per 100 people)” 통계 자료 참
조(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T.CEL.SETS.P2?page=1).
그림 2. 인터넷 사용자 수,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모바일 전화기 사용자 수

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
reports/char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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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란 내 인터넷 사용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란의 인터넷 유저는
중동지역에서 56%를 차지할 만큼, 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확산을 보이
고 있다(Amir-Ebrahimi 2009, p. 326). [표 1]에서 보듯이 인터넷 사용자 수
는 2000년 61만 421명에서 2011년 15,70만 7,706명 정도로 최근 10년간 25
배 이상 늘었다. 2000년 이후 널리 보급된 모바일의 사용 양상도 주목할 만
한데, 2003년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명 중 5명꼴이라면, 2012년 기준 모바
일 사용자는 약 7억 69,15만 9,583여 명으로 인구의 100명 중 77명이라는
통계 결과10)는 최근 10년간 뉴테크놀로지의 보급과 이용이 얼마나 높아졌
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모바일 보유자 수는 2003년 3,44만 9,876
명에서 2012년 기준 5,815만 7,539명으로 약 16배가량 급증했고, 스마트폰
보유자 역시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자와의 면담에 따
르면(2013년 8월) 스마트폰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상류층 이상의 젊
은이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1)
또한 디지털 카메라의 도입으로 일부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12)과 같은
10) The World Bank 홈페이지,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per 100 people)” 통계 자료 참조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IT.CEL.SETS.P2?page=1).
11) 이란 내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란
내 3G 이동통신 사업자인 타민 텔레콤(Tamin Telecom)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이
란 모바일 시장의 약 40%를 스마트폰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reedom House
2012 참고).
12) 이란 내 페이스북 사용자 수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란 내에서 페이스북은 금지 사이
트로 분류되어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 유저들은 ‘필터를 뚫는 프로그
램’을 실행하거나,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한 우회 접속을 통해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근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내기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기준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된다(Chen & Sali 2010). 2010년 이후로 눈에 띄게 가입자 수가 늘었지
만(이란 내에서의 인포먼트와 그 지인들의 네트워크 양상을 살펴볼 때, 95% 이상이 2010
년 이후에 가입했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직 참고하기에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17일자 “이란서 페이스북 ․ 트위터 ‘반짝 접속’(종합)”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이란

∙ 248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사용하기도 하고, 젊은 층 사이에
는 모바일을 통한 문자 보내기, 음악 공유하기, 또한 디지털 사진 공유하기
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등학생들까지 거의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유할 정도로 널리 보급 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보내기, 블루투스를 통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공유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
다. 또한 학교나 관공서를 비롯해 가정 내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망
의 보급 확산은 수많은 블로거를 양산해내고 있고, 인터넷은 통제된 이란
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되는 것
이다. 워체식(Wojcieszak et al. 2012)에 따르면 이란의 젊은 세대들(18세~28
세)은 다른 세대의 정보 매개체13) 인터넷, SMS 문자 메시지를 중요한 정보
전달의 매개로 사용하였다. 2011~12년 이란 미디어 소비에 대해 조사한 워
체식(Wojcieszak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59세 이상 세대 중 단 4%만
이 집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18세와 28세사이의 젊은 세대들은 약 61%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사례 2. 테헤란대학교 대학원생들과의 대화 중에서
신기술, 뉴미디어 도입은 곧 우리에게 ‘정보의 바다’를 직접적으로 보
여주게 된다. 예전에는 검열된 미디어와 자료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지만,
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1,7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3/09/17/0200000000AKR20130917112451009. HTML?from=search, 2013
년 10월 28일 접속).
13) 예를 들어 40, 50대들은 주로 언론 매체와 라디오, 가까운 친척과 가족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워체식(Wojcieszak et al. 2012)에 따르면 18~28세의 젊은 세대들 중 30%가 인터
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 59세 이상 세대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이가 없었
다. 반면 장년층은 모스크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청년 세대들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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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검열이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필터링 제도는 ‘금기어’를 설정해 놓음으
로써 검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이트이든, 영국의 사
이트이든 검색어가 필터에 걸리면 아예 열리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신문은 그나마
조금 낫다. (인터뷰 날짜: 2009. 5. 26. 테헤란 대학교)

[사례 2]에서 나타나듯이, 이슬람 정부는 정보를 극도로 제한한다. 정부
는 국영 미디어를 통해 ‘위성 미디어가 문화제국주의적 침략의 수단’임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위성방송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실
질적인 통제 방법으로서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그러므
로 정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사이트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주로 해외의
이란 반정부적인 단체나 해외 교포들의 사이트, 포르노사이트 등), 유명한
미국의 스타나, 성적인 문구(키스, 레즈비언, 게이, 섹스, 포르노 등)로는 인
터넷 검색과 사이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력한 검열 제도로 인해 실
질적으로 이란에서 공적으로 구입하고, 읽을 수 있는 모든 미디어물과 서
적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 기
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발행물의 폐간이나 관련자 구속은 빈번히 일어
난다. 예를 들어 2007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필력하며 대중적인 인기
를 얻었던 ‘샤르그(Sharq)’라는 신문은 레즈비언으로 널리 알려진 한 재외
이란인 여류시인과의 인터뷰를 실은 대가로 하루아침에 폐간되어야만 했다.
인터넷 카페가 이란 도심 곳곳에 등장하고, 야후 채팅방의 90%는 이란
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이란 젊은이들이 야후나
MSN 메신저에 접속하고(구기연 2008), 구글 토크나 스카이프 그리고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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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을 애용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급속한 변화, 경제적인 여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수요 증가, 개인 테크놀로지 사용 급증으로 이
란 내 블로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은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 활동이 주로 위에 나열된 사이트에서의 채팅에 치중되었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채팅 방에서 블로그로,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로 그 궤를
옮기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랍도록 증가하고 블로거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의 ‘표현의 자유’란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간한 2013년
국제 언론 자유 보고서(Freedom House 2013)의 국가별 현황 보고서를 살펴
보자. 이란은 조사대상 197개국 가운데 쿠바와 함께 192위를 차지하며 언
론 비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 최고 종교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다
른 성직자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30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테헤
란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에빈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2009.
3. 18) 오미드 미르사야피의 경우처럼14) 여전히 이란사회에서 정치적, 종교
적 색채를 드러낸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이란의 첫 블로거이자 이란 블로그의 아버지라 여겨지는 호세인 데라크샨
(Hossein Derakshan) 역시 “적국에 협력하고 이슬람 체제에 반(反)하는 선전
을 했다는 혐의로” 2010년 19년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 중이다.15)
14) “Iran blogger dies in Evin Prison.” BBC 뉴스 참조, 2009년 3월 19일
(http://news.bbc.co.uk/go/pr/fr/-/2/hi/middle_east/7953738.stm)
15) “‘이란 블로그의 아버지’ 19년형 선고받아.” 연합뉴스 2010년 9월 29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
67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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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약 6만 5,000명의 블로
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약 1,570만 7,706명(인구 대비 100명
당 21명)16)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다. 이렇듯 휴대전화, 인터넷, 디지털카
메라, MP3 플레이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계의 도입은
이란의 여론 형성과 지식정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
들은 이 급격한 디지털 사회로의 이동에 주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확장과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이목이 생기면서, 특히 뉴미디어를 다루는
도시의 젊은 층들은 이슬람 당국에 의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 인터넷
과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확산은 강력한 이슬람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게
가장 우려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3. G, 남, 26세, 대학원생
이란의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와 달리 겪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
는 바로 인터넷, 위성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눈’으로 직접 해외의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인터넷 인구
가 점점 증가하면서 검열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젊은 세대에게 검
열 제도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 다들 필터링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다
운받아 인터넷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리지만 페르시아어가 인터넷 유저 언어 중에서

16) 월드뱅크 통계자료(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Step=3&id=4)기준.
정확한 이란 인터넷 유저 수에 대한 자료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자료에 따라 수치의 차이
가 많이 난다. http://www.internetworldstats.com/me/ir.htm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위의 수
치의 약 두 배인 3,320만 명(인구 대비 43.2%)이 인터넷 유저로 추정된다. 그 외의 인터넷
유저에 대한 통계는 Wojcieszak et al.(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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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에 이어 3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
다. 정부와 공적인 장소에서는 공적인 자아를 보여주지만,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 앞 그리고 블로그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준다(구기연
2008). 한편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사람들의 개인화에도 더욱 가속화를 가
져오기도 한다. 2002년 현지 조사 당시 기숙사의 여대생들이 같이 모여 잡
담을 나누거나 음악을 함께 듣곤 했다면, 2009년 기숙사에서는 각자 노트
북과 핸드폰 등의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사례 4. F, 여성, 24세, 대졸, 취업 준비 중
우리도 젊은 세대이지만, 우리보다 어린 세대와 차이가 있어. 지금 고
등학교 1학년인 H나 Y는 정말 우리 세대와는 또 달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가슴과 머리가 열려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이면에는 새로운 기술-인터넷, 위성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위성 텔
레비전을 본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학교에서 말할
수 있어. 물론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반에
만 성직자의 자녀가 4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지. 전체적
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세대를 거치며 옅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 인터넷
이나 위성방송이 없었을 때는 3~4달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일
어났는지 알았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급속한 변화, 경제적인 여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수요의 증가, 개인 테크놀로지 사용의 급증으로 이란 내 블로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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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네트워크 활동은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 활동이 주
로 특정 사이트에서의 채팅에 치중되었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채팅 방에
서 블로그로,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스마트폰으로 그 궤를 옮기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살만 자리리(Salman Jariri)에 의해 시작된 이란
블로그는 2001년 말에는 200개가, 2003년 초에는 수천 개로 늘어났고. 정확
한 블로그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란 웹블로그는 약 4만 개에
서 11만 개 사이로 추정된다(Khiabany and Sreberny 2007, pp. 564-565, 재
인용: 구기연 2008).

Ⅴ. 이란 위성방송의 특성과 역할

1. 이란 위성방송 개관
2009년 당시 이란에서는 약 150달러에서 200달러의 설치비를 내면 위성
접시를 통해 두바이와 유럽 등지에서 송신되는 위성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있었다. 15여 년 전만 하더라도 위성을 설치하기 위해 미화 약 300~400달
러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
격 경쟁에 의해 설치 가격 역시 상당히 인하되었다. ‘악마의 접시’로 규정
되었던 위성방송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이다. 현재 이란에는 위성
방송을 통해 약 3,000여 개의 채널이 방영되며, KBS World, CCTV, NHK,
Fox TV부터 Farsi 1, Manoto TV, Tapesh, Persia Music Channel, MBC Persi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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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Voice of America)18), BBC Persian과 같은 페르시아어 사용자를 겨냥
한 채널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위성 방송의 페르시아어 채널은 약
40여 개 정도이다. 페르시아어 채널 이외에도 쿠르드, 아르마니아, 유대계,
아프가니스탄 방언, 투르크어 방송 채널들이 있어, 이란 내 다양한 종족들
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도움을 준다. 위성 미디어를 통해 서구 문화와 디아
스포라 문화를 접할 뿐 아니라, 위성방송은 종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1979년 이후부터 이란 디아스포라 언론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Khiabany(2010)에 의하면 그들은 주로 이란에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주로 다루고 타국에서 ‘이란인 공동체’를 구성해나갔다. 미국 로
스앤젤레스에만 63개의 TV 방송국 그리고 18개 라디오 방송국 채널이 있
다. 대략 400만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1,200여 개 이상의 간행물을 출간해
왔고, 현재 351편이 발행되고 있다. 그 중 85%가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에서 발행되고 있다(Bahrampour 2002, p. 89; Khiabany
2010, p. 80). 뉴스/정치 관련 채널로는 BBC Persian이 개혁적인 성향의 이
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채널 중 하나이며,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 채널로
꼽힌다. 국영방송 IRIB의 대항마로 여겨지는 BBC Persian은 영국 런던에서
제작되어 핫 버드 위성(Hot Bird Satellite)을 통해 이란으로 송신된다.
한편 이란의 위성 채널 주시청자들은 이란 출신 가수들의 뮤직 비디오를

17) 주로 미국이나 외국 영화들을 보여주고, 페르시아어 자막을 넣어주는 채널이다. 드라마, 영
화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18) VOA Persian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산하에 있는 페르시아어 뉴스 네트
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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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틀어주는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나 MBC나 두바이 원(Dubai One)
과 같은 영화 채널을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이란 음악 방송은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이란인 가수들의 음악, 이란 국내의 지하 음악, 혁명 이전의 가수
들의 음악이 주로 방영되며, 가끔 터키나 아랍 혹은 미국 가수들의 뮤직 비
디오를 볼 수 있다. 또한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의 포맷을 따온
‘넥스트 페르시안 스타(Next Persian Star)’, 인기 여가수 구구쉬(Googoosh)와 함
께하는 ‘구구쉬 뮤직 아카데미(Googoosh Music Academy)’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2009년에는 Farsi 1이라는 아랍에미리트 두
바이에 기반을 둔 드라마 전문 방송채널이 개국하면서, 다시 한 번 이란 시
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특히 Farsi 1은 미국, 콜롬비아와 함께 주
로 한국 드라마를 페르시아어로 더빙하여 방영함으로써, 이란 내 한류 열
풍의 주역이 되고 있다. Farsi 1 채널에서만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약 15
편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거나, 방영 중에 있다. 이처럼 위성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이란 음악이나 프로그램들은 불법 제작되는 콤팩트
디스크(CD)나 개인들의 전자 우편, 블루투스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급속히
대중 속에서 공유된다.

2. 위성방송의 역할과 의미
그렇다면 이란 사회에서 위성방송은 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앞
서 살펴보았듯이, 중산층 이상의 전 지구화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국영방송은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한다. 반면 위성방송의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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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또한 히잡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의 방송
활동 등은 사람들을 위성방송 앞에 잡아 둔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으로 사람들을 그들만의 소통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바로 이러한 인터
넷, 뉴미디어 공간이 바로 그들만의 공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 이전 사상서나 문학들이 금지도서가 되고, 왕정시절을 회
상하는 것만으로도 ‘반(反)이슬람적’이라고 규정짓고 탄압받는 현실에서,
‘반혁명, 반정부주의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모국어로 연
설을 하고, 현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위성 텔레비전은 특히 현 정치체제에
갑갑함을 느끼는 세속적인 성향의 도시 젊은 세대들에게 매혹적인 매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란의 도시 시청자들은 위성 미디어를 통해 영화 채널, 서구 드라마, 스
포츠 채널을 시청하고, 로스트(Lost), 로 앤 오더 SVU(Law & Order SVU)
와 같은 미국의 드라마를 즐겨보기도 한다. 이렇듯 위성 채널을 통해 서구
의 프로그램과 디아스포라가 제작한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단순히 ‘서구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정부
의 엄격한 검열제도에 의해 제한된 담론을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민자 방송을 통해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의 윤택한 생활과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현 정부와 체제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가중시
키는 작용을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혁명 전후로 해외로 망명한
이란 교포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위성방송은 그들
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반체제적인 선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Barraclough 2001, p. 34).
위성 미디어는 정치적인 힘을 모아,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이를

25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정치적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발판이 된다. 이란 국내 젊은이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위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VOA PNN(Voice of
America Persian Network System)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파라지트(Parazit)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라지트를 직역하면, ‘잡음’ 혹은 ‘공전에 의한 전
파방해’이다. 이 파라지트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란 정부의 ‘위성채널을
방해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에서 따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성뿐 아
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뉴스 포맷을 한 텔레비전 풍자 쇼로,
그 소재는 주로 이란 내 정치에 관한 것이다. 200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VOA라는 채널 자체는 이란 내에서 BBC Persian에 비해 인기가 없었다. 왜
냐하면 VOA 채널은 ‘미국의 소리’라는 이름처럼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가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시각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달랐다. 파라지트 프로그램의 소재는 대부분 이란 정치 뉴
스를 그대로 따오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가벼운 어조로 풍
자해냈다. 2009년 5월에 처음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6월 대선과 녹색
운동과 맞물려 지금까지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VOA PNN 채널뿐 아니라 2011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프로그램
영상 클립을 공유함으로써, 이 프로그램과 사회자들의 인지도는 이란 국영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19)는 1,700만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으로 약 11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페이지’로 등록했고, 이

19) www.facebook.com/parazitparaz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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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서 게시물을 달거나, 댓글을 다는 등 활동을 하는 이20)는
2012년 기준 3만 8,143명, 2013년 9월 기준 1만 2,851명에 달한다. 파라지트
는 매주 금요일마다 30분 동안 방영되고 있으며, 시즌 3, 35편까지 방영되
었다(2012년 1월 기준). 또한 ‘페이지 인사이트’를 참고해보면, ‘좋아요’를
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테헤란이며, 주 연
령대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이다.21) 아직도 영어에 페르시아어 억양이 많이
남아 있는 이민 1세대들의 대변자인 캼비즈 호세이니(Kambiz Hosseini)와
페르시아어에 영어 억양이 많이 섞여 있는 이민 2세대인 사만 아르바비
(Saman Arbabi), 30대 중반의 이 두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의 정치문화 풍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소재는 바로 전직 대통령인 아
흐마디네자드이다.
이란 사회에 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그 사실 속에서 보여
지는 ‘위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에서 일생 내내 ‘나’를
통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만 원하는 ‘자유’를 누렸고, 밖에서 매 순간 거짓말
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분노와
반발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로그램 파라지트는 이러한
분노와 복수심을 유머로 바꾸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인구의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젊은이들을 이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 대상으로 여기고 있
습니다.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피드백을 얻고 있습니다.
(캼비즈 호세인, The Daily Show의 인터뷰 중에서, 2011년 1월 20일자
영상22))
20) 페이스북 안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 표현된다.
21) 페이스북 파라지트 페이지(http://www.facebook.com/parazitparazit/info#!/parazitparazit/lik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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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acebook Parazit 페이지

자료: 페이스북 파라지트 페이지(www.facebook.com/parazitparazit).

이 쇼의 호스트인 캼비즈 호세이니가 위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는
과거 이란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인터뷰를 통
해 우리는 이란에서 어떻게 ‘자아’가 규제되고, 또한 연출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란 젊은이들처럼,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없었고, 국영방송 앞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들어
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껏 없었던 정치 풍자 쇼에서, 그들의 블랙유머는 빛
이 난다. 그들의 해학 가득한 풍자와,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이란

22) The Daily Show 홈페이지(http://www.thedailyshow.com/watch/thu-january-20-2011/exclusive---kambiz-hosseini---saman-arbabi-extended-intervie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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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국영방송에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비판과 풍자의 목소리를 듣
게 되는 것이다. 파라지트 프로그램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개
인 블로그에서, 파일 공유 페이지에서, 그리고 VOA PNN 공식 홈페이지에
서 볼 수 있다.
그들의 비판과 유머의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 아흐마디네자드, 최고 종
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그리고 녹색운동의 지도자 무사비에 이르기
까지 이란 정치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 어떤 주제와 인물도 일화의 주인
공이 된다. ‘정치(siyāsi)’란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에게 파라지트는 “피곤하게 만드는(khastekonande)” 프로그램이 아니다. 젊은
이들에게 통용되는 속어와 풍자, 유머를 통해 가볍게, 하지만 날카롭게 정
치 문제를 다룬다. 사람들은 그들만의 ‘공적 공간’인 TV 앞에서, 컴퓨터 앞
에서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파라지트의
성공 요인은 미국식 스탠딩 개그 방식에 이란 스타일의 유머를 섞어서 만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파라지트의 특성과 인기 요인
을 가늠할 수 있다.
사례 5. 여성, 36세, 주부
우리들에게 이제 정치는 꼴도 보기 싫은 주제야. 더 이상 희망도, 그
무엇도 안겨주지 못하지. 하지만 Parazit를 보고 있으면 공감을 하며 웃
어넘길 수 있지. 지금의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데, 파라
지트는 그런 장면이나 발언들을 묶어 다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서 냉
소를 이끌어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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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남성, 32세, 대학원생
나는 사실 VOA 채널을 좋아하지 않아. 그야말로 ‘미국의 목소리’니까.
지금껏 VOA 채널은 거의 보질 않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지.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슈가 되기에
한번 봤더니 재미가 있더라구. 그때부터 위성을 통해 보기도 하고, 친구
들과 파일을 공유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도 보았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풍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일 거야. 사실 지금까지 이란의 정치는 심각하게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잖아. 원래 이란 사람들이 풍자, 농담과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
거든. 그러니 이와 같은 요소가 잘 맞은 것이지. 이란의 정치 역사를 살
펴보면 직접적인 비판 대신 블랙유머와 풍자가 많았었어.

비록 이 프로그램이 SNS와 인터넷, 위성 방송을 통해 상당한 시청자들
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이 VOA 산하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로 ‘미국의 프로파간다’의 방식으로 쓰이지 않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알자지라의 “Parazit: Voice of America or voice of the people?”23)라는
인터뷰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 방송이 VOA를 통해 방영된다는 점에서 미
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이란 정부의 담론을 빌리자면) ‘문화 침략
(tahājom-e farhangi)’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1
년 10월 26일에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인터뷰 방영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호스트 중 한 명인 사만 아르바비(Saman Arbabi)는 “우리는

23)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VrGH2H9nys#! 동영상을 통
해 파라지트의 정치성에 대한 찬반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반대 의견을 낸 한 이란인
은 이 프로그램이 결국엔 ‘미국의 소리’라는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쏘
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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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비폭력을 지지하고, 인권
신장을 외치는 것을 프로파간다라 표현한다면, 나는 이 프로파간다를 계속
하겠다”고 말한다.24) 그러면서 그들은 VOA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고 지원의 기회만 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성방송을 즐겨
보는 사람들조차, 영국이나 미국에서 송출되는 프로그램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비판적인 목소
리를 내기도 한다.
최근 이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오토
(Manoto) 위성 채널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만오토 TV는 혁명 이전
최고의 배우이자 여가수였던 구구쉬가 멘토를 맡고, 직접 심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구구쉬 뮤직 아카데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영
국 런던에서 송출되는 만오토 TV의 정치적인 색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다. 32세의 한 박사과정생 남성은 만오토 TV 채널을 상당히 좋아하고, 즐
겨 보지만 분명 그 배후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만오토 채널에는
광고가 아예 없어. 나는 그 점이 의심스러워. 광고가 없다는 건, 누군가의
강력한 재원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어? 이것은 곧 영국 정부가 뒤
에서 지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 또한 BBC와 VOA 같은 경우 영국정
부 그리고 미국정부의 의견만 전달하지.” 이와 같은 사례자의 면담 내용처
럼 위성 채널에 대한 시각은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란 정부에서는 여전히 위성방송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다. 이란 국
영 텔레비전에서는 VOA(Voice of America)와 같은 방송이 얼마나 이란의
24) http://www.economist.com/node/21536660/print “Have the VOA Persian News Network
‘Parazit’ partners gone the way of Jerry Lewis and Dean Martin?”(Posted: 25 D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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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비난하는 프로그램
을 공공연히 방영하기도 한다. 또한 [그림 4]처럼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서
구 강대국의 ‘문화적 침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림 4. 이란 보수적인 온라인 저널 잠에잠 온라인(Jame Jam Online)의 위성텔레비전을
풍자하는 삽화

자료: 잠에잠 홈페이지(http://jamejamonline.ir/unitCaricature.aspx?id=728337&name=
100815824160.jpg) 참조.

이란에서 위성방송은 이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다
양한 목소리를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란
에서 위성방송은 국영방송의 역할을 위협하는 대항적인 매체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란에 방영되는 위성방송이 이란 역사
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치철학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내림으
로서 이슬람 공화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Alikha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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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3)도 결코 틀리지 않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정치적인 불안과 갈등이 폭
발적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슬람 정부는 이 채널들의
주요 시청자인 특히 젊은 세대와 개혁/세속파의 움직임에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방송을 비롯한 뉴
미디어는 정부와 개혁적이고 세속적인 시청자들 사이의 치열한 갈등의 장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뉴미디어를 통해 ‘상상된 서구’와 향수 문화 소비하기

1. ‘상상된 서구’와 만나기
매해 춘분인 3월 21일은 노루즈(Now-ruz)라 불리는 이란의 새해이다. 노루
즈는 이란의 가장 큰 명절이며, 이란 사람들은 노루즈를 전후로 보통 2주가
넘는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2009년 3월 21일 오후, 이란의 한 중산층 가정
에서는 새해맞이 준비로 분주하고, 거실의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위성
방송에서도 새해를 맞는 설렘과 흥분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오, 사,
삼, 이, 일!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위
성방송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혁명 이전 이란 텔레비전을 주름잡았던 연
예인들이 떠들썩하게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해가 되었
다는 자막이 화면에서 막 지나가자마자 뜻밖의 인물이 이란 국민들에게 새
해 인사를 건넸다. 바로 2009년에 선출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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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루즈(새해)를 맞이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전통적인 명
절이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노루즈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시
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여러분과 지도자들
께 직접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중략) 거의 30년 동안 우리 두 나라는
팽팽한 긴장 속에 있어 왔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 명절에 우리는 인류
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명절에 그러하듯이 이란 국민 여
러분들도 친구, 가족과 더불어 선물을 주고받고, 새로운 희망 찬 미래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국제
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우리의 포괄적인 외교적 접촉 가능성과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
니다. (중략) 양국 간의 교류가 재개되었고, 동반관계와 교역과 같은 새
로운 미래가 있다는 점을 이란 국민과 지도자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새
날은 밝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 소중한 인류애를 지금 다시 상기시켜
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데 쇼머 모바락(Eide Shomā Mobārak, 새해
축하합니다)!25)

2009년 1월 20일 취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위
한 신년 연설을 통해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
설 말미에 페르시아어로 ‘새해 축하합니다(Eide Shomā Mobārak!)’라고 짤막
하게 인사했고, 같이 방송을 시청했던 이란 젊은이들과 그의 가족은 박수
를 치며 흥분했다. “오바마가 당선됐고, 이번에 다가올 선거에서 아흐마디
네저자드가 선출되지 않으면 미국 비자 받기가 쉬워지겠지?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비자 받기가 쉬워지고, 국제관계에서 이란의 위치가
25) 위의 영상은 연구자가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시청했고, 보다 정확한 연설 내용은
가디언지 홈페이지의 영상을 참고했다.
(자료 영상: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09/mar/20/iran-middle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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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면 아마도 이란에 남아 있을 젊은이들은 없을 거야. 하하하. 이란
이 텅 비고 말 거야!”라며 얼마 전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한 젊은이가 자조
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개혁, 세속 성향 시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2009
년 6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제10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이렇듯 이란 디아스포라가 서구에서 송출하는 뉴미디어에서는 국영방송
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며 국영방송과는 전혀
다른 어조의 내용을 이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이란 국민들에게 뉴미디어
는 검열과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영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새로운
뉴스와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뉴미디어는 이란 사람에
게 서구와 서구문화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
란 젊은이들과 세속적 성향의 사람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상
상된 서구(Yurchak 2005)’와 더불어 혁명 이전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이란에서 서구는 한 때 영화나 잡지 속에만 존재했었지만, 이제는 집 안
에 들어와 있다”라는 진술처럼(Basmenji 2005), 이란 사람들은 위성방송이
나 인터넷을 통해 ‘나의 눈’으로 바깥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하지
만 이 ‘나의 눈’이라는 것도 매체를 통해서 타 문화를 접하는 것이기 때문
에, 서구의 모습은 다소 과장되게 때로는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그려진다.
혁명 이후 유토피아적인 이슬람 세계에 실망한 젊은 세대에게, 아이러니하
게도 서구의 모습은 또 다른 신세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
이 언급하는 ‘나의 눈’ 역시 왜곡된 시선을 갖게 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동
시에 위성방송을 통해 비춰지는 외국 사회와 이란 디아스포라들의 자유로
운 모습은 국내의 이란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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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더욱 가혹하고 답답한 현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구(舊)소련의 삶 속에서 미국과 독일의 영화들이 새로운 스타일들과 의
복, 언어, 그리고 행동들을 소개하고 그 매개물을 통해 ‘상상의 서구(Yurchak
2005)를 만나게 되듯이, 이란의 시청자들도 위성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상의 서구와 조우한다. 이러한 만남은 주로 ‘금지된 것의 소비’와 관련
있는데, 주로 외국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와 같은 미디어와 관련된 소비
가 대표적이다. 또한 위성방송과 패션 잡지 등을 통해 유럽의 패션 코드를
모방하기도 한다. 이란에서 위성 미디어의 다양한 채널 속 타 문화의 모습
은 실제의 모습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 위성 미디
어 속 미국 영화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리고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는 드
라마 시리즈물을 통해 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동시에 외국으로의 도피
를 꿈꾼다. 위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국영방송, 교육 체계, 일상적인 정
치 구호 속에서 ‘적’과 ‘제국주의자’로 형상화되는 서구의 모습은 위성 미
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2. ‘향수(nostalgia)’를 자극하는 위성 미디어
이란 시청자들은 위성 미디어를 통해 서구를 상상하는 동시에 과거의 추
억들 즉 향수와 마주하게 된다. 매년 노루즈 직전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연
말이 되면 파흘라비 왕정 시절 가수들의 콘서트 광고가 디아스포라 방송
채널에서 일제히 방영된다. 이란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공연이 열리고, 이란 국민을 통해 이란 인근국인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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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트,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지에서 콘서트가 기획된다. 특히 아랍에미리
트 두바이(Dubai)에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면, 그 시기 비행기 표
가 동이 나고 콘서트 투어 관련 사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이란 국내에서
해외 콘서트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공연하는 가수 중에는 혁명 이후
미주지역이나 유럽에서 새롭게 데뷔한 이들도 있지만, 이란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가수들은 바로 혁명 전 이란에서 활동했던 왕년의 스타
들이다. 그들은 주로 혁명 시기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혁명 후 전면
금지된 국내 활동으로 인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미디어를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전면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검열의 잣대는 음악 분야
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위성 방송은 뉴
미디어 체제나 혁명 이전의 이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향수에 빠져들게
했다. 호메이니 정권 이후 전쟁 음악이나 연주 음악만이 합법적으로 공공
장소에서 연주될 수 있다. 특히 대중음악을 하는 여자 가수의 공연은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위성 방송은 과거의 스타들
을 만나고, 혁명 이전 이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향수에 빠질 수 있는 매
개체인 것이다. “우리는 현대 기술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고
백처럼(Abdo and Campbell 2000)26) 이란의 각 거실에서 국민들은 위성을
통해 과거와 만난다. 위성방송 속 왕년의 스타들은 부모 세대에게만 인기
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위성 미디어, 특히 페르시아어가 주로 사용되는 디아스포라 방송들을
26) “Wistful Iranians feed on a satellite beam of nostalgia: Hollywood station offering pre-revolutionary fare finds a way to bypass censorship,” The Guardian 2000년 8월 1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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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혁명 이후에 태어난 지금의 청년세대는 혁명 때 추방당하거나, 해외
로 이주한 왕정 시대의 스타들을 만나게 된다. 부모 세대가 위성방송을 통
해 파흘라비 시대의 향수를 떠올리며 과거의 스타들과 추억을 나눈다면,
제3세대들은 위성방송을 통해 부모가 좋아하던 스타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새로운 팬이 된다.
“향수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의 장소, 사건, 심지어는 시간이 아
니라, 주체가 스스로를 보호 또는 위로하기 위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좋았던 옛날’을 그리는 것, 즉 허구이거나, 상상에 의해 채색된 것, 또는 대
체된 기억(김준 2010, p. 93)”이라고 할 때 미디어 속 과거는 왕정 시절의 추
억이 있는 부모세대에게는 ‘좋았던 옛날’이었을 것이며, 지금의 제3세대에
게는 ‘상상의 과거’인 것이다. 또한 향수가 집단적 기억으로서 지배이데올
로기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따른다면(김준 2010, pp.
97~99), 향수 가득한 집단적 기억이 가지는 정치적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성방송에서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강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위성 미디어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국영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나아가 새로운 상상의 공
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뉴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혁명 이전의 영화나 드라마, 가수들의 음악은 비디오나 카세트테이프 등의
스몰 미디어(small media)를 통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공유되었고, 현재 이
란 내에서 활동이 완전히 금지된 혁명 전 가수의 콘서트 녹화 방송이 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에 있는 팬들에게 중계방송이 되고, 그들의 음악은 인
터넷을 통해 불법 다운되어 혁명 이후 세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는다. 이
와 같은 노스탤지어 문화를 이끌고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구구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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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구쉬의 콘서트 포스터

자료: 구구쉬 공식 블로그(http://googoosh.com/blog).

구구쉬는 한 시대의 디바이자 꿈이었다. 이란인에게 구구쉬는 젊음의 활
력, 전통적인 금기사항에 맞선 도전의식의 상징으로 구현된다(Milani 2008,
p. 993). 구구쉬는 파흘라비 왕정 시절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란 팝의 여왕이었다. 미스 이란(Miss Iran) 출신으
로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했
다. 하지만 혁명 이후 대중문화에도 엄격한 문화혁명의 바람이 불자, 모든
여성 가수의 공연이 금지되었고, 이란 국내에 거주했던 구구쉬도 20년 가
까이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제약과 열악한 대중문화 환
경 그리고 혁명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설 수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녀의 인기는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구구쉬는 2000년 캐나다

2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이주 이후 ‘구구쉬 컴백 투어(Googoosh Comeback Tour)’를 통해 본격적으
로 공연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만오토(Manoto) TV를 통해 ‘구구쉬 뮤
직 아카데미’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만들
어내기도 했다.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친척의 전언
을 통해서, 또한 테이프와 비디오를 통해 지금은 인터넷과 위성방송을 통
해 그녀의 새로운 팬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디어는 이란의 이슬
람 혁명 이후 세대들이 부모세대의 대중문화와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젊은이들은 구구쉬의 옛 노래를 들으며, 부모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
기도 하고, 그들에게 노스탤지어 문화는 새로운 대안적인 대중문화로 다가
오는 것이다.
이렇듯 디아스포라 문화와 뒤섞인 ‘노스탤지어 문화’의 유입은 대중문화
의 한 장르를 넘어 지금은 국내의 공적 영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대중문화
의 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왕
정 시대의 풍요와 향수’라는 정서와 함께 ‘저항적인 대중문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대한 향수 즐기기가 혁명 전후를
겪었던 기성세대뿐 아니라 요즘의 젊은 세대에까지 이어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혁명 후 세대에게 위성방송은 새로운 방식의 ‘기억’을 통해
역사를 재인식시킴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각인시킨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 공유되는 위성방송의 힘은 단순한 방송 시청 차원
을 넘어 어느 순간 사회적 힘으로 발휘되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 주목해
야한다.

∙ 272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Ⅵ. 결론

신자유주의와 전 지구화의 흐름은 이란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란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청
하고, 이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디아스포라 방송의 영상을 각자의 거실에
서 보게 된다. 또한 뉴미디어와 각종 퍼스널 미디어를 통해 과거 통제와 검
열에 막혀 있던 다양한 정보와 흐름과 만나고 있다. 이란의 뉴미디어 시청
자들은 끊임없이 근대성과 협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 이란
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구성해나가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공적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란의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
디어는 미디어 매개물 이상으로 문화적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
히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
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가 중심의 미디어와 위성 미디어의 경쟁과 대립
구도는 궁극적으로 이란 사회 내의 첨예한 이념, 계급 갈등의 장으로도 연
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SNS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란 미디어의 발달은 더욱 빠르
게 또한 다양한 결을 이루어내며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이란
내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사용은 폭발
적으로 증가했고, 정부는 페이스북 접근을 주기적으로 차단한다. 하지만 이
란 페이스북 유저들은 인터넷 필터링 파기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다른 프
록시 서버 우회를 통해 페이스북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00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SNS와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한 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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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소프트 전쟁(Soft War)’을 선포하며 서구문화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불법 대중문화 복사본 등에 강한 경계를 세우고
있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국가와 시민들이 뉴미디어를 둘러싸고 이토록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를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아바드포어와 앤더슨(Abadpour and Anderson 2013)은 이란에서 미디어
공간은 주요한 표현의 매개물로 작동하고 있으며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얼
마 남지 않는 공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워체식(Wojcieszak et al.
2013)은 이란에서 검열 대상의 인터넷에 연결하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행동이며, 일상의 ‘반역’이라 주장한다. 그 행동 자체가 정권에 대해 직접적
인 저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한된 정보 접근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본질
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회 내에서의
뉴미디어 시청과 수용은 미디어 수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면
에서 이란의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장을 넘어, 그
자체로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학계 내에서 중동지역 관련 연구 있어서의 중요성과 의미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과학계에서 중동/이슬람권에 대
한 조사는 아직도 미미하다. 특히 한국 인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
서 이란을 더불어 중동지역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이야말로 다른 어떤 지역연구보다도 필드
워크 방법론이 절실하고 필요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이란을 포함한 서아
시아 지역의 문화심리구조상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
과 언설은 각각 너무나 상이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에서 이란에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과 현지 조사는 현대 이란사회의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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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살펴보는 데 어떠한 접근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이란에서 위성 미디어의 역할은 현재 이란의 정치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이슈인 만큼 뉴미디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의 이란
정치, 사회 정세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2009년 대통령 선
거 전후로 일어난 이슬람혁명 30주년 만에 유혈사태까지 이어진 반정부 시
위 녹색 운동에서 뉴미디어는 다른 어떤 매개물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져왔
다(구기연 2012). 또한 2011년 이후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
급은 또다른 미디어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중도파
성향의 하산 로우하니의 대통령 당선이후 이란의 점진적 개혁은 조심스럽
게 점쳐지고 있으며, 당선 직후 로우하니 대통령의 “뉴미디어에 대한 자유
확대”에 대한 발언27)은 앞으로 이란 뉴미디어의 향방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란 정치판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와 매체라 할 수
있는 뉴미디어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7) 2013. 7. 3., “France 24, Iran’s president-elect calls for new media freedoms.”
(http://www.france24.com/en/20130703-iran-president-elect-calls-new-media-freedoms-rohani-internet)(accessed 201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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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오랜 관계에서 특히 신관에 대한 입장은 매우 첨예
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것은 유일신관을 표방하는 기독교와 이후 출
현한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관을 말하기 때문이다. 유일신관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은 매우 다르다. 기독교의 신관을 한마
디로 말하면 삼위일체(Trinity) 신관이라 할 수 있다. 이슬람교의 신관은 ‘신
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타우히드(’)ﺗﻮﺣﻴﺪ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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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조와 충돌하는 신관임을 볼 수 있다. 기독교와 이슬
람교의 오랜 관계만큼 양 종교의 신학적 입장 차이도 크다.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양 종교가 최고하는 충돌하는 이슈
였다. 이 부분은 이슬람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나타났다. 그런데 이슬람 제
국이 확장되면서 당시의 아라비안반도 및 주변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있
어서 실제적 논란이 되는 주제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슬람신학에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은 이슬람 출현 당시 기독교 내의 신학적 상황도 매우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는 점이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종교적으
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당시의 이슬람 이전에
이미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공인한 로마제국의 영향하에 놓인 중동지역을
고려해 본다면 알 수 있다. 동로마(비잔틴)와 서로마로 분리된 이후 제국
교회 역시 동방과 서방교회로 신학적 분리가 서서히 가속화되었다. A.D.
476년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에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은 유일한 로마제국
이 되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
탄니노플(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양대 산맥의 큰 분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칼케돈 공의회 직후 5세기 중엽 잠시 동안 유럽의 모든 주요한 정치권력
중심은 아리우스주의적이었다. 극서(스페인)는 아리우스주의, 극동(페르시
아, 인도, 동시리아)은 네스토리우스파가 되었고, 아프리카와 근동(이집트,
이디오피아, 시리아, 아르메니아)은 단성론주의가 되었다(Moffett 1990, p.
281).
제국 내의 단성론 조류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거세지고 분열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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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분쟁이 국수주의적 열정에 의해 확대된 이집트
에서는 특별히 그러했다. 그것은 이집트를 최초의 대분열로 몰아갔던 양성
론자들1)에 대항한 단성론자들의 신학적 논쟁이었으므로 이는 곧 이 지역
에 대한 비잔틴 지배의 붕괴를 의미했다. 페르시아, 비잔틴 그리고 로마는
모두 신학적으로 양성론을 따랐으므로 비록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지
만 그리스도는 성육신 후에 오직 ‘한 본성’을 지닌다는 알렉산드리아 단성
론자들의 입장을 반대했다(Moffett 1996, pp. 312-313).
특히 비잔틴제국의 칼케돈(Chalcedon)이라는 곳에서 개최 회의(A.D. 451)
는 역사적으로 칼케돈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의 주요 쟁점이 바로 삼
위일체에 대한 신학 정립이었다. 이전 로마제국 때 기독교 회의(A.D. 325
니케아)를 통하여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바가 있으나 이후 다시 불거진
논쟁들이 지속되다가 결국 칼케돈 회의에서 이전 니케아 회의의 삼위일체
교리를 확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파, 단성론파들은 결정
된 칼케돈 신조의 문구로 반박과 비판을 당하고 결국 비잔틴제국하의 동방
교회는 크게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칼케돈파와 따르지 않는 비칼케돈파로
분리된다. 동방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칼케돈파는 제국의 동방정교회가
되고 비칼케돈파중 네스토리우스파, 야곱파는 제국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가
게 된다. 물론 이때까지 동 ․ 서방교회는 완전 분리되기 전이었으며 로마 교
회를 필두로 한 서방교회 역시 칼케돈파였다.
비잔틴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라비아반도에서 태동한 이슬람교는
점점 급부상하며 8~9세기에 이르러 압바스조 치하의 이슬람제국은 중동지

1) 단성론파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와 비잔틴제국의 신앙을 양성론이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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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대부분을 정복하며 확장하였다. 급부상하는 이슬람제국이 비잔틴제국
과 부딪히는 것은 필연적이었으며 특히 이슬람교가 당시의 비잔틴제국 종
교인 기독교의 신학과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특히 꾸란
에서 이슬람은 이전에 등장한 유대교, 기독교를 이어 유일신 알라의 종교
의 완성으로 정의를 하였지만 유일신관의 계승적 정통성에서 볼 때 기독교
의 신관과 이슬람의 신관의 차이는 대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기 이슬람, 구체적으로는 이슬람제국의 팽
창과 황금시기를 구현한 압바스조 시기에 해당하는 9세기의 이슬람 시아파
신학자 아부 이사(Abū ‘Īsā Muḥammad b. Hārūn b. Muḥammad al-Warrāq)
의 기독교 삼위일체 논쟁, 곧 동방교회 신학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당시의
종교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아부 이사는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당시의 동방 기독교 주요 분파의 이름을 세 분파로 정확하게 기술하
고 있다.
아부 이사가 다른 두 파와 달리 말라키야파를 비잔틴제국교회인 동방정
교회로 분류한 방식은 기독교 삼위일체의 신조에 대한 세 분파의 결과와
유사한 것 같아 흥미로워 보인다는 점이다(Hettema and Kooij 2004, p. 97).
이것은 A.D.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의 결정 이후 로마제국교회의 결
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칼케돈 회의에서 추인된 삼위일체 교리는 과거
A.D. 325년 니케아 회의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회의의 결정을 재확인
한 것이다. 그러나 칼케돈 회의의 삼위일체 교리 확정 이후의 결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칼케돈 신조를 거부한 비칼케돈파 분리였다.
아부 이사가 언급한 세 분파는 말라키야파(the Melkites),2) 네스토리우스
파(the Nestrorians),3) 야곱파(the Jecobites)4)이다. 그가 기술한 동방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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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파 중 말라키야파는 칼케돈 신조를 수용한 동방정교회를 따르는 중동
지역의 분파이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는 로마제국 시절 니케아 회의
(A.D. 325)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본질을 주장하여 논쟁을 일
으키다 에페소스(Έφεσος) 회의(A.D. 431)에서 이단으로 몰려 제국에서 중
앙아시아로 그들의 교세를 이동하게 되었다. 야곱파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시리아 지역의 분파로 단성론은 앞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한 본질 안
에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다. 단성론 계열인 야곱
파와 네스토리우스파는 칼케돈 회의에서 선언한 삼위일체 신조에 항의하여
비칼케돈파가 되었다.
곧 아부 이사는 논쟁을 전개할 때 세 분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가 세 분파를 나누는 기준은 칼케돈 신조의 구분에 따른 인식이었다. 그
러나 이것은 칼케돈 신조의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부 이
사가 칼케돈신조 이후에 발생한 당시 기독교의 분리의 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 볼 수 있다.

2) 아부 이사는 그의 글에서 ‘알말라키야(’)ﺍﻟﻤﻠﻜﻴﺔ로 표기하고 있다. 아랍어 단어 의미는 ‘왕정’이
다. 영어로는 melkite로 표기하였다. 곧 비잔틴 황제가 추구하는 정교회의 신학을 그대로 수
용하는 중동지역의 교파이다. 말라키야파는 칼케돈파이며 orthodoxy 또는 eastern orthodoxy
로 표기한다. 비칼케돈파는 영어로는 oriental orthodoxy로 표기한다. 현재는 통상적으로는
칼케돈파를 동방정교회로 부르고, 비칼케돈파를 오리엔탈 정교회로 부른다. 시리아정교회,
네스토리우스파(앗시리아교회), 콥틱교회등이 오리엔탈 정교회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
부 이사의 표기법을 따라 말라키야파로 표기한다.
3) 아부 이사는 그의 글에서 ‘알누스뚜리야(’)ﺍﻟﻨﺴﻄﻮﺭﻳﺔ라고 표기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
교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파이다. 중국에서는 경교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네스토리우스파로 표기한다.
4) 아부 이사는 그의 글에서 ‘알야으꾸비야(’)ﺍﻟﻴﻌﻘﻮﺑﻴﺔ라고 표기하였다. A.D. 6세기의 주교 야곱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파이다. 예수 안에 신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의 한 분파로 시리아
정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야곱파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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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정교회와 로마의 서방교회는 차이점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케돈 신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부
이사가 말라키야파에 대한 삼위일체 논쟁을 언급한 것은 동방교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당시의 서방교회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삼
위일체 신조의 토대가 되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케돈 신
조는 서방기독교 역시 인정하는 신조이다.
그러므로 아부 이사의 삼위일체에 대한 반박은 당시 기독교의 신관에 대
한 논쟁이라 볼 수 있다. 곧 아부 이사의 동방교회 세 분파에 대한 삼위일
체 논쟁은 현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논쟁에 대한 또 하나의 거울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부 이사가
바라본 시각을 통해 국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와 의미를 고찰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Paterson(2009)은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분열된 분파 중 특히
이슬람제국의 영향하에 있는 단성론파, 야곱파와 이슬람제국의 역사적 관
계를 다루며 이슬람의 신학을 형성하는 과정의 상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Lapidus(2012)는 야곱파, 네스토리우스파, 말라키야파의 관계에서 이슬람
정복 이후 아랍어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기독교 분파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Beaumont(2005)은 이슬람제국의 주변에 자리 잡은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
파와 말라키야파의 신학적 충돌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설명하였다.
Griffith(2002)는 이슬람제국의 영향하에 놓인 기독교 분파의 신학적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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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초기 이슬람신학에 대한 세 분파의 입장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아부 이사가 바라본 기독교 세 분파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부 이사가 해석한 세 분파의 삼위일체 주장이다. 이 부분은 특
히 세 분파의 삼위일체 주장과 해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
다 아부 이사 자신이 이들의 주장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아부 이사
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의 주장을 해석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 배경과 용어의 전달 및 해석의 과정에서 헬라어 문화권과 아랍어
문화권의 차이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는 아부 이사가 비판한 삼위일체 논리의 오류이다. 아부 이사는 자
신의 글에서 단지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그들의 주장을 소개한 것만이 아니
다. 삼위일체의 본질과 위격의 관계와 실재성과 발생의 과정에 대한 총체
적인 면에서 논리성을 토대로 비판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부 이사가
비판한 논리의 오류에 대한 그의 기준을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은 D. Thomas가 아부 이사의 원문을 편집한 것을 토대로 고찰하
고자 한다. 아부 이사의 글은 질문과 답으로 전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
다. 본 논문은 D. Thomas의 아랍어와 영어 편집을 토대로 그의 사상을 아
랍어를 살피며 때로는 영어의 번역 오류나 한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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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부 이사의 삼위일체 반박

1. 삼위일체 용어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데오필루스(Theophilus of
Antioch)였다. 그는 A.D. 180년경 하나님(God), 그의 말씀(His Word), 그의
지혜(His wisdom)로 삼형태(types of the Triad)로 삼위일체를 묘사하며 헬라
어로 ‘트리아스(τρίας)’라고 하였다. 삼(three)이라는 구조형식은 일반적으
로 당시의 철학자들이 세상의 원리 곧, 육체, 정신, 영 혹은 믿음, 소망, 사
랑과 같은 표현로 설명되며 주로 사용했다. 이것을 신학적 교리용어로 만
든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이며 그는 헬라어 트리아스를 라틴
어 ‘트리니타스(trinitas)’로 번역하여 신학적 교리 용어로 만들었다(Hillar 2012,
p. 243).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신의 논문에서 아랍어로 ‘타쓸리쓰
(’)ﺗﺜﻠﻴﺚ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아랍어 사전에서 ‘세 개로 이루어지다’의미
의 동명사 형태로 ‘삼위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Wehr 1976, p. 105)
아부 이사가 자신의 글에서 기독교 세 분파의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할
때 본질과 위격을 아랍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는 본질과 위격
을 각각 아랍어로 ‘자우하르(’)ﺟﻮﻫﺮ와 ‘우끄눔(ﺃﻗﻨﻮﻡ, 복수형: 아까님 ’)ﺃﻗﺎﻧﻴﻢ이
라는 단어로5) 사용하였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66).
5) 현대의 아랍어 사전적 의미는 ‘자우하르’는 ‘철학에서 형태에 반하는 물질 개념, 본질’로 나
타나고 우끄눔은 ‘위격, 개인을 의미하는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다(Wehr 1976, p. 150, p.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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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시의 세 분파는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
였을까?
야곱파는 대부분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근거를 두고 교회와 종교예
식 언어로 시리아 아람어를 사용하였다. 행정 공용어로 헬라어가 있었고
교회의 문헌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었으나 극소수만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점차 아랍어가 시리아 아람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야곱파 신학자 중 아부 라이타(Ḥabīb ibn Khidma Abū Rā'iṭa)는 9세기에
야곱파의 신학 교리를 무슬림들로부터 방어하고자 교회의 헬라어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하였다(Lapidus 2012, pp. 197-200). Beaumont (2005, pp.
46-47)에 의하면 아부 라이타는 그의 논문에서 삼위일체의 본질과 위격에
대한 표현을 아랍어로 동일하게 ‘자우하르’와 ‘우끄눔’으로 사용하였다.
네스토리우스파의 공식 언어는 시리아 아람어다(Paterson 2009, p. 65).
이슬람의 인간 예수 해석에 맞서 예수의 신성을 수호하고자 9세기의 대표
적인 네스토리우스파 신학자 알바스리(Ammār al-Baṣrī)는 아랍어로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켰다(Lapidus 2012, p. 200).
야곱파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분파였고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라크 등지에 근거를 두었다면 비잔틴 정교회의 신앙을 추구하는 말라키
야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중요한 기독교 분파였다. 이들의 언어는 아
람어 계통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교회가 각
지역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리잡아가며 정체성을 세워감에 따라 교회와 종
교예식 언어는 헬라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슬람으로부터 기
독교 신앙을 수호하고자 아랍어로 문헌을 번역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또
한 아랍어를 읽고 구사하는 기독교인을 양성하였다(Lapidus 201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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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0).
야곱파,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말라키야파가 아람어 계열의 동일한 언
어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세 분파의 주활동 무대가 이슬람
제국의 영향하에 있다는 점과 이들이 자신들의 신학교리를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랍어로 번역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부 이사가 기독교의 세 분파를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반박하
고 다른 분파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글에 의하면, 야곱파내에 기독
교의 다양한 분파가 포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야곱파의 다수파라고 언급하는 것은 야곱파에는 마론파, 줄
리아니스트(julianist), 사밸리안, 아리안주의, 바울주의(Paulician), 사모사
타(samosata)의 바울추종자, 혹은 다른 분파들을 언급하며 이들 분파는
야곱파에 기인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0)

2. 아부 이사가 바라본 세 분파의 주장
가. 세 분파의 공통된 주장
먼저 아부 이사는 세 분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부 이사가 말하는 세 분파의 공통된 주장은 삼위일
체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본질에서 동일하나 위격에서 구별된
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 신조로 결정된 니케아
신조(A.D. 325)에 근거한 내용이다. 니케아 신조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본
질의 동등성 주장에 대한 문제를 합의한 신조이다. 아부 이사가 언급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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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 역시 니케아 신조 이후에 등장하므로 니케아 신조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다.6)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
든 것을 만드신 이를 믿사옵나이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옵는데,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곧 하
나님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본질이시며, 빛의 빛이시고,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고,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낳음을 입으시고, 아버지와 하나
의 본질이시나이다.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은 우
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강생하시어 육신이 되시고 인간
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고 사흗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
고,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옵나이다...”(Schaff 2009, p. 588)

첫째로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교리에 공통성을 보이는 세 분파에 대하여
아부 이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세 분파 말라키야파, 네스토리우스파, 야곱파가 주장은 세 위격 중 하
나는 아버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이며 세 번째는 영이라 한다. 그리
고 아들은 말씀이며 영은 생명이며 이 영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불리운
다. 또한 그들 모두 주장하길, 세 위격은 본질성에서 동일하며 위격성에
서 구별된다. 각 세 위격은 특별한 본질이며 세 위격은 하나의 동일본질
로 모인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66)

6) 논자는 Schaff의 번역서(2009)에 나와 있는 니케아 신조 한글 역과 그 책의 원서(Schaff
2007)에 실려 있는 헬라어와 라틴어 원문을 비교 검토하여 살핀 후 인용하였다. Schaff(2007),
p. 60; Schaff(2009),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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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이사는 여기에서 세 분파의 공통적 어휘로 본질, 동일본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랍어로 본질을 ‘자우하르(’)ﺍﻟﺠﻮﻫﺮ, 동일본질을 ‘알자우
하르 알와히드 알암무(’)ﺍﻟﺠﻮﻫﺮ ﺍﻟﻮﺍﺣﺪ ﺍﻟﻌﺎﻡ로 표기하였다. 그대로 직역하면 ‘하
나의 공통된 본질’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니케아신조에서 표현된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이 동일본질인데,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라고 하였다. 당시 교회에서 이 의미는
아버지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신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본질이 영원부터
의 발생이라는 파생적 방법으로 아들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본질의 동일성 또는 수적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샘에서 발원
한 물이 시내에 있고, 태양 빛이 광선 안에 있고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Schaff 2009, p. 580).
‘본질’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이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일본질이며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헬라어로 ‘우시아(ουσια)’
로 표기하는 ‘본질’은 철학적 의미로는 개인, 인격을 말하지 않고 속(genus)
혹은 종(species)을 의미한다. ‘호모우시오스(동일본질)’는 본질의 동일성 혹
은 여러 존재들 가운데 본성의 공유를 말한다. 그리고 수적 통일성도 의미
한다. 곧 수의 단일성이다(Schaff 2009, pp. 591-592).
또한 아부 이사는 세 분파의 세 위격의 칭호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표현하면서 특별히 영을 일컬어 성령으로 불리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성
령을 아랍어로 ‘루으훌 꾸드씨(’)ﺭﻭﺡ ﺍﻟﻘﺪﺱ로 표기하였는데 아부 이사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서 표기하였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루으흘 꾸드씨’는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계시한 ‘가
브리엘 천사’로 해석되고 있다(Al-Bukhari 1997, p. 15).7) 꾸란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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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하고 있다.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자에게
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를 올렸나니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예증을 주어 그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였노
라...”(꾸란 2장 253절)

그러므로 아부 이사는 이슬람의 해석에서 볼 때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되
는 성령이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성령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주목하였기에
별도의 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아부 이사는 세 분파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세 분파는 주장하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태어난 존재이며, 아
버지는 아들을 계속 낳는 분이며, 영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온다. 때로
는 ‘나오는’이란 표현 대신에 ‘넘쳐흐르는’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분파는 주장하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은 후손을 낳는 자
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이 지성으로부터 나오고, 불에서 불
7) 이슬람의 전통적 해석은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하였다. 꾸란 2장 253절의 성령 해석
에 대한 무슬림 학자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무슬림 학자 알따바리( )ﺍﻟﻄﺒﺮﻱ해석
http://www.altafsir.com/Tafasir.asp?tMadhNo=1&tTafsirNo=1&tSoraNo=2&tAyahNo=253&t
Display=yes&UserProfile=0&LanguageId=1(검색일: 2013. 12. 6).
이븐 카씨르( )ﺍﺑﻦ ﻛﺜﻴﺮ해석
http://www.altafsir.com/Tafasir.asp?tMadhNo=1&tTafsirNo=7&tSoraNo=2&tAyahNo=253&t
Display=yes&UserProfile=0&LanguageId=1(검색일: 2013. 12. 6).
알꾸르뚜비()ﺍﻟﻘﺮﻃﺒﻲ도 해석
http://www.altafsir.com/Tafasir.asp?tMadhNo=1&tTafsirNo=5&tSoraNo=2&tAyahNo=253&t
Display=yes&Page=3&Size=1&LanguageId=1(검색일: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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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이 나오고, 태양에서 태양빛이 나오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p. 66-68)

아부 이사의 이러한 표현은 니케아 신조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아부 이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였다.
그 아랍어 어근은 왈라다()ﻭﻟﺪ인데, ‘낳다’8)라는 의미이다. 이 어근을 아버지
에게 사용할 때는 능동분사형으로 사용하였고, 아들에게 사용할 때는 수동
분사형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 영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용한 단어와 달리 사용한 점이다. ‘흘러 나오
는’9)의미의 아랍어로 ‘문바씨꾼(’)ﻣﻨﺒﺜﻖ이라는 능동분사형 단어를 사용하였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류 관계의 표현으로 낳는다는 표
현을 쓰고 있다. 곧 아버지가 아들과 영원히 교류한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발생의 개념이다. 발생의 개념은 본질과 관계없고
단지 위격적 구분으로 보아야 한다. 낳는다는 말은 아들의 독특한 특성, 헬
라어로 ‘이디오테스(ιδιοτης)’라고 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이
다. 불에서 빛이 발산되고, 빛을 불과 분리할 수 없고, 지혜가 지혜자에게서
나오듯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또한 성령의 관계 역시 본질이 아
닌 위격에 관련되어 있다. 성령의 발출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고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chaff 2009, pp. 581-584).
아부 이사의 기독교 세 분파에서 삼위일체의 공통적인 교리 분석과 해석
을 이해하려면 그의 사상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8) Wehr(1976), p. 1097.
9) 위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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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이사는 이슬람의 시아파 학자이다. 시아파적 사상은 예언자적 형태
의 철학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과거에 한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다. 이슬람의 다수를 차지하는 순니파의 특징이 문자와 이성적인 논리의
법칙에 근거를 둔다면, 시아파는 교리적 사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곧 신적 계시의 내포된 의미, 정신적 의미에 대한 철학적 사고이
며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다. 기독교 철학이 역사에
신적인 것이 참여하는 화신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면 예언자 철학의
특징을 갖는 시아파 철학은 초감각적인 인식의 여러 범주를 이루어간다는
특징이 있다(Corbin 1997, p. 43, p. 77).
아부 이사가 이슬람 유일신사상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삼
위일체의 본질과 동일본질에 대한 표현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아
파적 사상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아부 이사는 세 분파의 위격 용어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
현하였다.

“세 분파는 위격 용어의 해석을 할 때 위격들이 ‘개별적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적 특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
은 ‘구별된 표시’로 말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68).

아부 이사는 여기에서 세 분파가 주장하는 위격 용어의 해석을 세 가지
로 말하는데 세 분파의 각 해석인지 세 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인지 분명하
게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당시 교회에서는 ‘위격’을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ὑπόστᾰσις)’라 표현
하였다. 위격이라는 용어는 인격의 의미가 아니다. 각 위격에는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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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 없는 신적 본질이 있고 이 본질은 그 위격과 다른 위격들을 구분
하는 개별적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 각 신적 위격은 고유한 특성, 곧 이디
오테스(독특한 특성)를 지닌다. 그러나 속성은 아니다. 신적 속성인 전능,
지혜, 사랑 등은 신적 본질에 내재되어 있고 세 위격이 공유하고 있다. 그
러나 이디오테스는 위격의 독특성이다(Schaff 2009, pp. 593-595).
나. 세 분파의 상이한 주장
아부 이사가 언급한 세 분파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서로 주장이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예수에 대한 부분이다. 비잔틴제국 황제의 종교 계보에 있는
말라키야파, 네스토리우스파, 야곱파의 해석의 차이는 바로 칼케돈 신조
(A.D. 451)에서 명확하게 갈린다.
예수의 해석 문제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부분이
며 특히 예수의 양성(兩性)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 차이는 칼케돈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를 포함한 단성론파들이 각각 영구히 분리된 정점
을 보여준다(Sayegh 1963, p. 14). 예수 해석의 차이로 인해 네스토리우스파
와 야곱파가 비잔틴제국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계기가 된 칼케돈 신조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10)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다음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르친다.
한 분이요 동일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해서 완전
하시고, 인성에 대해서 완전하시다. 그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곧 이성의
기능을 지닌 영혼과 인간 육체가 엄존하는 분이시며, 신성에 대해서는
10) 논자는 Schaff의 번역서(2009)에 나와 있는 칼케돈 신조 한글 역과 그 책의 원서(2007)에
실려 있는 헬라어와 라틴어 원문을 비교 검토하여 살핀 후 인용하였다. Schaff(2007), pp.
62-63; Schaff(2009), pp. 6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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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다. 모
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낳음을 입으셨고, 인성에 대해
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음을 입으셨다. 그는 한 분이요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로서,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고, 혼동도 없고
변이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열도 없으시다. 본성들의 구분은 본성들의
연합에 의해서 결코 폐지되지 않고 각 본성의 독특성이 유지되며, 두 본
성이 하나의 인격과 위격 안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구분되고 분리된 아들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의 동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되,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서 선언해 놓은 대로,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리
고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고백한다.”(Schaff 2009, pp.
647-648)

Schaff(2009, p. 647)에 의하면 위의 칼케돈신조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
리아에게서’이 구절은 네스토리우스파를 겨냥한 것이며, ‘두 본성으로 알려
지시고’이 구절은 단성론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였다.
칼케돈 신조의 특징은 예수의 해석이다.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의 연합
과 하나의 위격의 설명은 예수의 본성과 위격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교회의 논쟁에 대한 자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부 이사는 예수의 본성과
위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리된 교회에 대한 비평과 해석을 기독
교 세 분파를 통해 보여준다.

1)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에 대한 아부 이사의 해석
먼저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의 해석은 어떠한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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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신적 위격과 인성의 위격이 성육신을 통해 함께 결합된 사람이
다. 결합된 신적 위격에는 신성이 그리고 인성의 위격에는 인성, 곧 두 본
성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 신적 위격과 인성의 위격이 결합할 때 인성은 신
적 위격의 본질이 되고 그 신적 위격은 인성의 본질이 되었다. 곧 성육신을
통해 고유한 두 본질적인 실체가 결합되어 예수로 나타난 것이다(Soro
2011, p. 283). 네스토리우스파가 예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펼치는 이유는
당시 교회의 해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
리아에 대한 표현 때문이다. 당시의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표현은 ‘하나
님의 어머니’11)였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의미
로 신성모독을 의미하기보다는 말씀의 실제적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곧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인성을 취하고 신인(God-Man)
으로 나와서 신인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도로 표현된 어휘였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이 표현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12)로 불렀다. 그
이유는 예수는 인성으로 태어났으며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곧 성육신
을 통해 그 안에서 신성인 로고스와 결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출생과 십자가에 죽음 역시 예수의 인성과 관련되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이러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예수의 사역의 신인적 결합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고 이후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Schaff
2009, pp. 623-626).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은 당시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11) 헬라어로 ‘데오토코스(Θεοτόκος)’로 표기한다.
12) 헬라어로 ‘크리스토토코스(Χριστοτόκος)’로 표기한다. 하나님의 어머니와 인간의 어머니를
절충해서 만든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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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이 오히려 예수의 신성 탄생을 강조하는
단성론파들에 의해 비난받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야곱파를 포함한 단성론
파들이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성론파들의 구호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점이고 그리스도
의 위격은 출생과 고난에 대해서도 주체라는 점이다. 그들이 네스토리우스
의 죽음을 비난하거나 단성론파인 야곱파가 네스토리우스의 무덤에 추정되
는 곳에 돌을 던지는 관습으로 대적하는 것은 이러한 네스토리우스의 해석
에 대한 반발이다(Schaff 2009, p. 634, p. 660).
아부 이사 역시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며 예수에 대한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세 분파는 주장하길, 메시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림과 죽음에 대해 다르게 말한다. 네스토리우스파는
그의 인격의 면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의 신격의 면은 아니
라고 하였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된 것은 신성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의 신성은 십자가에 달려 고
통을 당하고 죽지 않는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4)

아부 이사도 위의 글에서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의 주장을 설명할 때 예
수의 죽음을 ‘그의 신격의 면’이 아닌 ‘그의 인격의 면’으로 표현하였다. 아
부 이사가 표현한 ‘면’은 아랍어로 ‘지하툰(’)ﺟﻬﺔ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인
격’과 ‘그의 신격’에 해당하는 아랍어를 각각 ‘나쑤투후()ﻧﺎﺳﻮﺗﻪ, 라후투후(’)ﻻﻫﻮﺓﻩ
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인격과 신격을 예수의 소유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
고 예수의 출생을 표현할 때 ‘신성이 없이 마리아에게서’라고 하였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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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신성’은 ‘일라훈(’)ﺍﻻﻩ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아부 이사가 예수의 출
생을 ‘신성이 없이 마리아에게서’라고 표현한 것은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
과는 다른 점이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성육신 과정을 통해 예수의 출생이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의 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므로 신성의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 때문에 네스토리
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렀지만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신성
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게 된 사람에게’라는 문구로 표현함으로 네
스토리우스파의 예수의 출생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태어
나지게 된’이 말은 아랍어로 수동태분사로 표현하고 있다. 수동태를 사용하
면서 마리아로 태어나게 된 인간 예수를 설명하며 동시에 ‘신성이 없다’는
것도 함께 표현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곧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
우스파의 예수 출생을 해석하면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시점이 예
수가 태어날 때가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부 이사가 이곳에서 ‘마리아에게서’란 표현을
쓴 것은 꾸란에서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에서 자주 표현하는 어휘 ‘마리아
의 아들’13)이란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슬람은 철저하게 예
수와 마리아를 인간으로 묘사하는데 이슬람이 예수를 해석할 때 예수는 완
전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꾸란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탄생은 기적의 아이로
13) 꾸란에는 여러 군데에서 아랍어로 ‘이븐 마르얌(’)ﺍﺑﻦ ﻣﺮﻳﻢ으로 표현한다. 꾸란 2:87; 3:45;
4:157, 171; 5:72 등. 본 논문에서 인용한 꾸란은 성 꾸란 의미의 번역(최영길 역)이다.

∙ 300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이야기를 상기하라 그녀는 순결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그녀에
게 성령을 불어 넣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하여 온 백성을 위한 예증으
로 하였노라.”(꾸란 21장 91절)

이슬람에서 예수의 출생을 묘사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성령으로 해석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옷 소매 안에
숨을 불어 넣었고 이후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였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을 고지하는 것과 흡사하다. 차이점은 이슬람에서 성령이라는 존
재를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한 부분 정도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예수의 신
성 탄생이나 결합을 부정한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기적적인 출산을
하였지만 이슬람은 마리아와 예수가 인간이라고 해석한다(손영광 2009, p. 42).
아부 이사는 다음과 같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 해석을 표현하였다.

“네스토리우스파가 주장하길, 메시야는 기름 붓는 자이며 기름부음 받
은 자이다. 신성과 인성으로 기름부음 받은자라는 의미는 마리아가 출산
할 때 인간으로 기름부음 받았다는 말이다. 또 주장하길, 메시야는 한 의
지이며 두 위격이며 두 본질이다. ... 그들은 또 주장하길, 두 본성과 두
위격이 있으며 본성과 본질은 하나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2)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부 이사는 예수 해석에 대한 네스토리우스파
의 가장 큰 특징을 ‘한 의지이며 두 위격이며 두 본질’로 표현하였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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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아랍어로 ‘자우하라니 꾸누마니 마시아툰(’)ﺟﻮﻫﺮﺍﻥ ﻗﻨﻮﻣﺎﻥ ﻣﺸﻴﺌﺔ인데, 이
문장은 명사 세 개가 연결된 문장이다. ‘자우하라니’는 ‘두 본질’이며, ‘꾸
누마니’는 ‘두 위격’이며, ‘마시아툰’은 ‘한 개의 의지’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부 이사는 독특한 방법으로 연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명사를 연결시킬 때
접속사를 쓰거나 연결형 문법형태를 취하는데 아부 이사는 이것을 형용사
적 연결로 표현하였다. 아랍어 연결형 문법에서 명사끼리 연결할 때 뒤따
라 오는 명사의 한정을 받기 때문에 뒤의 명사는 정관사와 소유격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아부 이사는 세 명사를 형용사 연결형처럼 표현하였다. 아
부 이사의 이러한 표현은 명사를 한정적인 의미가 아닌 수식관계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곧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 해
석을 ‘한 의지로 존재하며 두 위격으로 존재하며 두 본질로 존재하는 자’14)
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
해석을 개별적 존재로 해석하지 않고 동시적 존재로 설명한 것이다.
아부 이사는 특별히 여기서 두 본성을 언급하면서 ‘본질’과 ‘본성’을 동
일하게 표현하였다. 그 이유를 아부 이사는 자신의 해석에서 네스토리우스
파가 ‘따비아’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밝혔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98).
여기에서 ‘본성’으로 표현된 아랍어는 ‘따비아(’)ﻃﺒﻴﻌﺔ이며 ‘본질’은 아랍
14) 아부 이사의 논문을 편집한 Thomas는 그의 영어 해석에서 세 명사의 문장을 접속사와 전
치사를 넣어서 “two substance and two hypostases with one volition”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은 접속사와 전치사를 포함하여 ‘한 의지를 지니면서 두 본질이고 두 위격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개별적 존재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본질과 두 위격
이 한 의지보다 앞서는 주종관계 혹은 한 의지를 수단으로 갖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곧 Thomas가 아부 이사의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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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앞에서 언급된 ‘자우하르’이다. 네스토리우스가 사용한 ‘본질’에 대한
어휘의 표현과 아부 이사가 분석한 부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Soro(2011, p. 289)에 의하면 네스토리우스의 예수 해석, 곧 예수는 성육
신을 통해 인성은 신적 위격의 본질이 되고 신적 위격은 인성의 본질이 되
었다는 해석에서 네스토리우스는 본질을 헬라어로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이
라 표현하였다. 네스토리우스가 ‘프로소폰’을 사용한 배경은 니케아 신조의
‘아버지와 하나의 본질이시나이다’라는 대한 해석이었다. 예수는 아버지와
본질적인 특징과 나눌 수 없는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존재의 연합
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실체의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탄생과 고난이 이 ‘프로소폰’에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곧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
내는 것이었다(최하영 2007, pp. 51-52).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질의 헬라어 표현은 ‘우시아’이다. 그런데 네
스토리우스는 이렇게 ‘우시아’로 본질로 표현하지 않고 ‘프로소폰’이라고
표현하였다. Soro(2011, p. 304)에 의하면 네스토리우스는 ‘우시아’를 보이
지 않는 실체로 보았고 그 ‘우시아’는 본성을 지니는데 이 ‘우시아’의 외적
인 표현이 ‘프로소폰’이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 ‘위격’이라 표현한 헬
라어 표현은 ‘휘포스타시스’였다. Soro(2011, p. 304)에 따르면 네스토리우
스는 ‘휘포스타시스’가 ‘우시아’, 곧 ‘프로소폰’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네스토리우스에게 있어서는 ‘본질’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시아’보다는
‘프로소폰’을 사용하였고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위격’, 곧 ‘휘포스타시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본질’과 ‘위격’의 관계에서 ‘위격’이 숫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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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의 개념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우스가 ‘우시아’ 대신에 ‘프로소폰’을 ‘본질’로 해석하
며 사용하기 더 좋아했다는 것과 아부 이사가 ‘자우하르’ 대신에 ‘따비아’
라는 말을 더 선호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2) 야곱파의 주장에 대한 아부 이사의 해석
야곱파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단성론파이다. 아부 이사가 야곱파라고 명
기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단성론파의 대표로 야곱파를 언급하였
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시리아에 근거를 둔 단성론파이기 때문이다.
아부 이사가 당시에 야곱파를 단성론파의 대표로 삼은 이유는 매우 설득
력이 있다. 실제로 단성론파는 네 가지의 큰 지류가 있다. 시리아의 야곱파,
이집트의 콥트와 에티오피아파, 아르메니아파, 마론파이다. 안디옥의 총대
주교를 부활시킨 대주교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한 야곱파는 실제로 오늘날
에 단성론파 총대주교로서 안디옥 총대주교라는 직함을 부여받는다. 단성
론파가 칼케돈 신조에 반발하여 교회에서 분리하여 나간 뒤로 신학적으로
내부 분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분열의 신학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일반 사람의 인성의 차이 부분에 대한 지류적인 해석이었다. 곧 전체적인
맥락에서 단성론 각 파의 예수의 해석이 단성론 주장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Schaff 2009, pp. 662-671). 그러므로 아부 이사는 단성론
의 신학적 주장을 야곱파로 귀결시켜 놓은 것이다.
야곱파는 네스토리우스파의 ‘본성’과 ‘위격’이라는 용어적 표현에 대해
서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파가 ‘두 본성’이 있고 ‘두 위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예수의 성육신 이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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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었다(Schaff 2009, pp. 659-660).
그러므로 야곱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성육신 이후에는 더 이
상 두 본성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예수가 출생한 이후에 오직 하
나의 본성만이 있으며 신성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인성은 무인격적이
며 신성 로고스(말씀)에 의해 신격화가 되었으며 인간과 다르며 하나님과
동일본질을 지닌 신적 육체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모든 속성이 인간이
된 로고스에게 전이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어난 것이고 고난을 당한
것이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Schaff 2009, pp. 639-640).
아부 이사는 단성론파인 야곱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야곱파는 주장하길, 메시야는 두 본질에서 한 본질이 나오고 두 위격
에서 한 위격이 나온다. 말씀의 본질과 마리아에게서 취한 인간의 본질
이 하나됨으로 한 존재, 한 본성, 한 위격 그리고 한 의지가 되었다. 또
그들이 말하길, 만약 메시야가 두 위격이거나 두 본질이라면 그 수는 하
나됨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2)

아부 이사는 야곱파의 주장을 ‘두 본질에서 나온 한 본질’과 ‘두 위격에
서 나온 한 위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부 이사는 앞에서 언급한 네스토리
우스파의 주장인 ‘두 본질과 두 위격’과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차이점이 있
다면 ‘한 본질’과 ‘한 위격’의 결과적 표현이다. 아부 이사가 야곱파의 주장
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또한 아부 이사는 야곱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야곱파는 주장하길,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 당함이 두 본질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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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질인 메시야에게 발생되었다. 그들은 말하길, 만약 십자가의 달림
과 죽음이 두 본질 중 하나에 발생되었다면 성육신은 쓸모없게 될 것이
고 하나됨은 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본질의 각 각의 본질이 따로 따
로 메시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신성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은 말하길, 그
의 신성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 되었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p. 74-76)

아부 이사의 해석은 야곱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야곱파의 사상적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 수난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예수의 신인적 위격은 예수의 출생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있
어서도 주체가 된다(Schaff 2009, p. 660).15)

3) 말라키야파 주장에 대한 아부 이사의 해석
비잔틴제국의 황제의 종교 계열인 말라키야파는 근동지역의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주로 칼케돈 회의(A.D. 451)의 결정을 지지한다. 특히
비잔틴정교회의 예전을 수용하며 따르며 비잔틴정교회만을 총대주교로 인
정한다. 그들은 헬라적 카톨릭이고 그리스 원주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공식예전어가 헬라어가 아닌 아랍어라는 점은16) 매우 의미심장하다
(Sayegh 1963, pp. 13-14).
말라키야파의 예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인성은 무인격적이나 신성 로고스에 의해 신격화가 된 위격을 말한다.
16)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헬라어 교회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데 세 분파중 가장 앞
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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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칼케돈 신조에 보면 “신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동일본질
이시고,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 말
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휘포스타시스는 로고스의 신적 휘포스타시스(위
격)이며, 곧 인간 휘포스타시스를 갖지 않는다(Meyendorff 2010, p. 315). 달
리 말하면 예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신적 휘포스타시스를 통한
것이다. 이 두 본성은 하나의 프로소폰 혹은 하나의 휘포스타시스(위격) 안
에 공존한다. 곧 예수의 유일한 신적 휘포스타시스는 선재하는 로고스의
휘포스타시스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휘포스타시스는 그 신성에 있어서 선
재해 왔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획득하였다(Meyendorff 2010,
pp. 302-303).
달리 표현하면 신적 휘포스타시스 안에서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의 의미
는 신성 로고스(말씀)가 인간성 전체를 수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예
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마
리아는 다른 인격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낳은 여
인 곧, ‘테오토코스’이기 때문이다(Meyendorff 2010, pp. 306-307). ‘테오토
코스(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의미는 마리아는 성육신을 통해 예수를
출생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 인간적 휘포스타시스는 존
재하지 않지만 예수가 인간이 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Meyendorff 2010, pp. 327-329).
위의 말라키야파의 주장을 보면 네스토리우스파를 분명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테오토코스’와 ‘신적 휘포스타시스안에 공존하는 두
본성’으로 집약된다. 특별히 말라키야파의 주장에서 ‘휘포스타시스(위격)’
를 ‘프로소폰’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앞에서 네스토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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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네스토리우스파에서는 본질의 의미
를 지닌 ‘우시아’보다 ‘우시아’의 외적표현인 ‘프로소폰’을 사용함을 더 선
호했다. 네스토리우스파에서 ‘프로소폰’을 ‘우시아(본질)’의 외적인 표현으
로 이해한 반면에, 말라키야파에서는 ‘프로소폰’을 ‘휘포스타시스(위격)’의
동일어로 이해한 측면은 매우 특별하다.
그렇다보니 당시의 동방교회의 이러한 용어가 라틴어권인 로마 교회에
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다. 말라키야파가 ‘휘포
스타시스(위격)’와 ‘프로스폰’을 동일어 개념으로, 네스토리우스파는 ‘프로
소폰’이 ‘우시아(본질)’를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는 점이 분명히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분리와 구분의
개념보다는 본질과 위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동방교회의 철학적 사고를 보
여주는 짓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우시아’에 해당되는 ‘본질’
을 라틴어로 ‘수브스탄티아(substantia)’로, ‘휘포스타시스’에 해당되는 ‘위
격’을 ‘페르소나(persona)’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로마 교회가 ‘수브스탄
티아(본질)’와 ‘페르소나(위격)’을 구분하여 이해하다보니 동방교회의 ‘본
질’과 ‘위격’의 개념이 로마교회에서는 삼심론(Tritheism)이나 세 분의 신들
의 교리로 오해되어 비춰졌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교회의 수브스탄티아(본
질)와 페르소나(위격)의 구분된 이해는 동방교회에 ‘페르소나(위격)’가 가면
이나 단순한 모양의 본질로 비춰졌고 동방교회는 이러한 구분법을 받아들
이기가 힘들었다(Soro 2011, p. 304).
아부 이사는 말라키야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말라키야파는 주장하길, 십자가 달림과 죽음은 메시야 위에 그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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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발생하였다. 메시야는 완전한 신성과 인간이다. 또 말하길, 메
시야는 두 본질을 소유한다. 바로 두 본질 중 하나는 신성이고 나머지 하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의 인격의 면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네스토리우
스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하게 메시야 위에
발생하였다. 만약 신성이 인성에서 빠져나와 연합하지 않고 홀로 있다면,
죽음이 신성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길, 십자가에 달림과
죽음과 고통은 그의 신성을 해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4)

위의 글에서 아부 이사는 특히 네스토리우스파를 반박하는 말라키야의
주장을 설명하였다. 반박의 초점은 예수의 인격의 면이 십자가 고난을 당
한다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을 반대하는 말라키야파의 주장에 있다. 오
히려 아부 이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때 그의 신성이 당한 것이
라고 해석하였다.
아부 이사는 칼케돈 신조의 예수 해석을 가지고 야곱파의 주장에 대한
말라키야파의 반박을 설명하였다. 야곱파를 겨냥한 신조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고’ 구절을 통해 예수 해석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휘포스타시스 안에서 예수의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은 연합을 실현시킨
다. 두 본성은 각각 자신의 본성적 특징을 간직하며 두 본성은 공동의 신적
휘포스타시스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특성의
교류’가 존재한다. 예수의 인성은 분리된 인간적 휘포스타시스로 개별화되
지 않았다. 휘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이 ‘특별한 본성’이나 ‘개별성’이 아니며
또한 본성 그 자체도 아니다(Meyendorff 2010, pp. 303-305).
칼케돈신조를 따르는 말라키야파에서 볼 때 야곱파의 주장은 매우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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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구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
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수난파’라고도 불리웠
다. 야곱파의 주장은 예수 안에 한 위격만 있으므로 본성도 하나라는 관념
이었으며 곧 ‘우시아(본질)’의 개념은 개별적 존재로 이해하였다(Schaff
2009, p. 660).
특히 아부 이사는 야곱파의 본질 개념을 반박하는 말라키야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첫 번째 표현>
“말라키야파는 주장하길, 메시야는 두 본질을 가졌다. 두 개의 의지를
가진 한 위격이다. 그리고 영원한 위격은 오직 말씀일 뿐이다. ... 말라키
야 다수는 말하길, 메시야는 한 위격이며 두 본질과 두 개의 의지를 가졌
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2)

<두 번째 표현>
“메시야는 두 본질을 소유한다. 바로 두 본질 중 하나는 신성이고 나
머지 하나는 인간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4)

<세 번째 표현>
“세 위격은 하나의 동일본질로 모인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66)

아부 이사는 세 군데에서 말라키야파의 예수 해석을 ‘두 본질을 가진 자’
와 ‘동일본질’ 표현하였다. 두 본질 중 하나는 신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
성이라고 해석하였다. 첫 번째의 두 본질은 아랍어로 ‘자우하르’의 쌍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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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의 두 본질 역시 아랍어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의 ‘동일본질’은 아랍어로 ‘알자우하르 알암무’로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표현된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칼케돈 신조와 비교해서 보면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표현>
“메시야는 두 본질을 소유한다. 바로 두 본질중 하나는 신성이고 나머
지 하나는 인간이다.”

<칼케돈신조>
“신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다.”

위에 나열한 것을 문장으로 비교해보면 아부 이사가 “본질”이라고 사용
한 표현은 칼케돈 신조의 “동일본질”과 같은 유사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아
부 이사는 ‘동일본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본질’이라고 표
현을 한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분명한 것은 칼케돈 신조가 신성과 인성
을 언급할 때 그것은 ‘동일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아부 이
사도 이것을 아랍어로 ‘알자우하르 알암무’라고 표현하였다.
아부 이사의 해석에서 ‘메시야는 두 본질을 소유한다. 바로 두 본질중 하
나는 신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이다’는 구절에 의문점이 있다. 말라키야
파의 주장에 따르면 신성과 인성은 신적 위격에서 연합으로 존재하며 이것
은 두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아부 이사는 말라키야파의 예수 해석을 ‘두
본성’이 아닌 ‘두 본질’로 표현하며 ‘두 본질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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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는 ‘본질’이란 단어를 아랍어로 ‘자우하르’로 표현하였다. 그렇
다면 아부 이사는 왜 여기서 말라키야파의 주장대로 ‘본성’에 해당하는 아
랍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본질’에 해당하는 ‘자우하르’를 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 의구심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아부 이사 자신이 표현한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본질 중 하나는 신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이다’이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본질’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정리하는 문장적
요약의 해법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본질’이라는 어휘를 사용
하였지만 ‘본질’의 의미가 아닌 단지 차용하여 설명하려는 의도만을 갖는 것
이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부 이사는 ‘본성’에 해
당하는 아랍어 ‘따비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단어는 네스토리우
스파에서 ‘본질’의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단어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위험부
담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파에서 ‘자우하르(본질)’의 대용으
로 ‘따비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네스토리우스파에서는 ‘본질’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시아’대신에 ‘프로소폰’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프로소
폰’은 말라키야파에서 ‘휘포스타시스(위격)’와 동일어로 사용된다. 곧 의미
의 오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부 이사는 말라키야파의 주장대로 ‘두 본
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의도만을 갖고자 ‘따비아’를 사용하지 않고 ‘본
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우하르’를 사용하며 문장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17)
17) Thomas 역시 아부 이사의 글을 영어로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본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Thomas가 아부 이사의 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본질’이라고 표현하였겠지만, 그 역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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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분파에 대한 아부 이사의 반박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의 독특한 구성과 논리인 본질과 위격의 관계에 대
하여 세 분파를 중심으로 반론을 폈다. 아부 이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반
박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특징인 본질과 위격의 관계이다.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의 관계를 아부 이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반박하고 있다. 하나는 본
질의 오류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격의 오류이다.
가. 본질의 오류
먼저 아부 이사는 기독교 세 분파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아버지, 아들, 성
령이 영원한 본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영원한 본질인가? 그것은 본질이 하나이
기 때문에 혹은 본질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 만약 본질이 하
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다른 모든 본질들 예를 들면 돌, 식물, 짐승,
사람들도 같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각의 하나의 본질
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세 분파의 교리와
현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본질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라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그 신조 위에
세워진 기독교를 유기하는 신조일 것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36)

아부 이사의 판단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본질이 하나의 본질이라는

별한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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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곧 개개의 본질이므로
하나라는 논리의 부족을 지적한다. 또한 동시적으로 자연의 여러 물질의
본질과 같은 논리로 삼위일체의 근거를 세우는 것이 모순임을 지적한다.
또한 만약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영원한 본질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발생되는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
고 있다.

“아버지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보라. 아버지의 본질은 발생시키는 본질
인가? 세 분파들이 아버지의 본질이 발생시키는 본질라고 주장한다면 나
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들과 성령의 본질은 아버지의 본질이며 아
들과 성령은 발생된 것이다. 곧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
리 말하면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을 발생하였고 성령은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다른 아들을 발생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아들들의
수를 셀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62)

위의 글에서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 모순의 가장 큰 여파가 끊임없이 발
생되어 나오는 결과를 지적한다. 아부 이사의 비판 논리는 아버지로부터
발생된 아들과 성령 역시 다른 아들을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곧
아들이었던 위치에서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을 발생하는 아버지의 위치가 되
므로 이러한 체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번식의 오류라는 점이다.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의 발생 이론을 무한반복 체계의 논리의 오류로 비판하였다.
또한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하나의 본질라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하여 본질이 셀 수 있는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오류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314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만약 본질에 대하여 언급할 때 숫자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
분파의 대답이 무엇일까? 두 본질과 세 본질이라고 말하는 자는 숫자로
두 개 혹은 세 개의 본질을 적용하는 자인가? 세 분파가 그렇다고 한다
면 그들은 이 원리를 반박하는 것이고 본질을 언급할 때 숫자를 적용하
는 것이다. 세 분파에 대답하라. 그것은 한 본질이라고 말하는 자와 같
다. 그가 두 개 혹은 세 개의 본질을 말할 때 그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본질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하나를 세는 것이다. 만약 두 개 혹은 세 개
의 본질이라고 말한 자가 숫자에 적용한 게 아니라고 세 분파가 주장한
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은 개인적인 것이나
셀 수 있는 다른 범주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어떤 사람이 둘 혹은 셋을 말했을 때는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말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숫자에 적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52)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의 본질에 대한 해석에서 숫자로 셀 수 있고 개인
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삼위일체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이라는 헬라어 ‘우시아’는 철학적 의미에서 개인, 인
격을 말하지 않고 종(species)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Schaff 2009,
pp. 591-592)
나. 위격의 실재성 오류
이제 아부 이사는 기독교 세 분파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실재
성이 오류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이라는 삼위일
체의 세 분파의 논리에 대하여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질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개개의 본질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세 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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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에 대하여 나머지 두 개 아들, 성령은 불완전한
결핍이 되는 오류가 있다고 아부 이사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본질 자체가 본질의 실재성에 있어서 하나인가 셋인가라고 세 분파
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본질의 실재성은 결함이 있는 것
이며 두 위격은 결핍되게 된다. 또한 세 분파가 이 문제를 피하고자 본질
에는 숫자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본질을 언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세 분파의 주장에 따른다면 본질
은 완전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세 분파의 관점대로 위격과 결합
되지 않는다면 위격 자체는 불완전하다고 특징 지을 수 있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50)

또한 아부 이사는 이러한 불완전한 오류의 논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지
적하고 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의 불완전한 결핍을 피하기위해서
는 아버지가 자신만의 완전한 세 위격을 가져야 하며 이것은 9개의 위격이
나오는 오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결
합되어야 한다면 아버지의 완전성이 불완전성으로 떨어지게 되어 결국 불
완전한 세 위격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의 유일성에 대하여 말해보라. 아버지는 두 개의 위격과 결합
되어 있는가? 세 분파들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아버지 홀로 세 위격이며
아들과 성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위격은 세 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위격은 아홉 개가 된다고 대답하면 이 논리는 그들의 교
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홉 개의 각 위격에 대한 그 다음의 질문
으로 이어지고 그 논리는 세 위격의 각 위격에 대한 질문과 같기 때문이
다. 결국 그 위격의 숫자의 한계에 이를때까지 계속된다. 그렇다면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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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홀로 두 위격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세 분파에게 말할
수 있다. 두 위격과 결합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그들의 주장에 따라 그것
은 아버지를 완전한 수준에서 떨어뜨리는 것이며 아버지 자신이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 각
세 위격이 완전한 수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세 위격은 결함과 불완전성
을 갖게 되고 세 위격에게서 완전성과 신성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p. 146-148)

다. 본질과 위격의 관계성 오류

1) 발생의 오류
아부 이사는 앞에서 본질과 위격의 실재성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였고 또
한 본질과 위격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발생할 때 기독교 세 분파가 발생이란 의미를 비유하는 것에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세 분파가 주장하길,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발생이 인간의 출생과 같
지 않고, 이성에서 한 단어가 발생하는 것 혹은 불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
혹은 태양에서 빛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의 발생과 같은 것을 부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분파의 주장대로 인간의 발생은 오직 성적
관계와 육체적 결합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그들 역시도 마리아가 성적 관계나 육체적 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 출산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
로 그들의 이 논리는 인간의 출생에 대한 고백과도 모순되는 것이
다.”(al-Warrāq 1992, pp. 164-166)

아부 이사가 특히 삼위일체의 발생 논리를 비판할 때 거기에 맞서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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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바로 꾸란에 근거하고 있다. 세 분파가 마리아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논리의 근거를 세우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라 비판한다. 마리아
가 예수를 잉태한 과정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신성의 증거는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꾸란에서는 마리아의 출생을
인간의 자연 출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녀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
도 저를 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를 스치지 아니하였습니
다 그가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그분의 뜻이라면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어
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러면 있느니라.”(꾸란
3장 47절)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
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
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노
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꾸란 4장 171절)

아부 이사는 기독교 세 분파가 아버지의 발생을 인간의 발생과 다르게
표현하고자 한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인간의 발생과 같지 않아야 할 이유
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였다. 또한 마리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들어 비유의 논리적 오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또한 오
히려 비유를 사용였기 때문에 유사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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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파의 주장, 곧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발생은 이성에서 한 단어가
발생하는 것, 불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과 같다
고 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아들의 발생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유사는
닮음의 한 형태이다. 만약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유사가 될 수 없다. 그
러므로 아들의 발생이 세 분파의 주장대로 인간의 자손의 출생과 유사하
지 않다면 아들의 출생은 이성에서 발생하는 것과 태양이나 열에서 발생
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70 인용)

2) 위격 사이의 관계성 오류
무엇보다 아부 이사는 위격들 사이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만약 세 분파가 각 위격이 한 위격에만 소유되다고 주장한다면, 이렇
게 말하고자 한다. 아들은 성령이 아닌 아버지에 속해 있고 아버지는 성
령이 아닌 아들에 속해 있다면 성령은 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76)

아부 이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소유관계에서 제외된 성령의 존재 문
제를 지적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소유 관계의 속성이 매우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세 분파가 위격은 서로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한
것이다. 곧 한 사물이 그 사물에 속한 것이고 한 속성이 그 소유가 된다
는 말이다. 이것은 혼란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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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아버지는 아들의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세 분파가 각 위격이 나머지 두 위격에 속해 있다
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두 개의 사물에 대하여 구별되지
않는 한 사물이 부과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각 위격이 실재성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특별한 다른 두 위격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특
별히 구별된 두 개의 사물에 대하여 구별되지 않는 한 사물의 소유로 부
과하면 모순이 되는 것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74)

아부 이사는 세 위격이 발생하는 위격에 대하여 소유권은 결과적으로 네
번째 위격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스스로 모순되게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만약 세 분파가 성령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면 위격은
위격 중 하나를 발출한 것을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에 모
순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한다. 성령이 명시된 것
이라면 성령은 그 자체에 속한 것인가? 혹은 두 위격 중 하나에 속한 것
인가? 아니면 성령은 두 위격과 그 자체와는 다른 것에 속한 것인가? 아
니면 속한 것 없이 명시만 되는 것인가? 만약 세 분파가 성령은 그 자체
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만약 성
령이 두 위격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한다면 각 세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
에 속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속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두 위
격은 한 위격에 속하게 되게 된다. 만약 성령이 두 위격과 그 자체와는
다른 것에 속하게 된다면 네 번째의 위격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삼위일
체 신조에 반대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속한 것 없이 명시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말씀이 없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세 위
격이 속함이 없이 명시만 된다면 위격이 속해 있다는 사상은 반박될 것
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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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부 이사의 각 분파에 대한 오류 비판
가.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 비판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가 주장하는 위격 구별의 모순된
논리를 제기하며 지적하고 있다.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는 한 본질에 대하여 말할 때 숫자나 구별
됨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격에 대하여 말할 때 위
격은 구별되며 숫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숫자는 바로 삼위일
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주장은 한 본질이 구별되어지는 위격이라고 하
였는데 본질에 숫자를 적용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위격에 숫자를 적용하
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또한 세 위격이 개인과 같이 혹은 비록 실재가
아니더라도 소유되어 있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본질 또한 소유된 것이 아
닌가?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요점은 개
인을 언급하는 것과 소유를 언급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6)

아부 이사가 비판하는 논리는 본질과 위격에 대한 숫자의 적용을 달리한
다는 근거가 모순이라는 점이다. 본질에 숫자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위격에
는 숫자를 적용한다면 기준이 모순된다. 그것은 한 개인과 그 개인이 가지
는 소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함을 비판하였다. 아부 이사가 볼 때
위격은 본질의 소유물로밖에 인식할 수 없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아부 이
사는 이들의 주장 근거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을 들면서 반박하고 있다.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에 대하여 위격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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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들은 본질 때문
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이 대답은 이 두 분파가 본질에 구별되는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위격이 구별되는
근거는 본질과 다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답은 이 두 분파의 관점과 반대된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 78)

나. 말라키야파 비판
아부 이사는 본질이 위격들이 아니나 위격들은 본질이라는 말라키야파
의 주장에 대하여 모순된 논리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부 이사는 위격
들이 본질이며 모든 면에서 본질이 위격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말라키야
파의 주장 논리를 반박하며 야곱파의 주장을 근거로 세웠다. 야곱파의 주
장에서는 본질은 위격이었다.
“말라키야파의 주장에 의하면 위격은 본질이다. 비록 본질이 위격이라
는 주장은 금지하더라도, 이들의 주장대로 위격이 본질이고 본질은 위격
이 존재하는 한 구별되지 않는다. 본질은 위격과 동일한가 아니면 구별
되는가? 말라키야파가 본질이 세 위격과 동일하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질
문하고자 한다. 본질은 세 위격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가 아니면 특정한
면에서 그러한가? 말라키야파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대답하면 다음
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본질은 세 위격이며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라키야파에서 단언하였다. 말라키야파에서 정확히 위격을 묘사하고 본
질이 모든 면에서 위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질은 세
개의 구별되는 위격이며 그 위격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논리를 세
웠다면 본질은 위격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말라키야파의 주장은 헛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야곱파의 주장에 의하면 본질은 위격이기 때문이
다.”(Abū ‘Īsā al-Warrāq 1992, pp.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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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이사가 말라키야파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는 야곱파의 논리였다.
이 부분은 아부 이사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지만,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말
라키야파와 달리 칼케돈 신조는 야곱파의 주장을 반박한다. 아부 이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라키야파의 논리를 반박하는 취지였지만 칼케돈 신조
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파는 칼케돈 삼위일체 신조를 따르지 않는 분파였
을 뿐이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 아부 이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배경은 그의 역
사 인식에 있다. 아부 이사는 당시 기독교 삼위일체 신조의 역사와 배경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부 이사가 칼케돈 신조의 배경을 가
지고 동방기독교의 세 분파를 비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로마제국이 동과
서로 나뉘고 난 뒤 서로마제국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 붕괴되고 비잔틴제국
만이 남으면서 기독교는 서로마제국의 로마 기독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
리아 기독교, 시리아 안디옥 기독교와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로 영향력이
사분화로 나눠지고 각 신학이 분열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분열의 가
장 큰 이슈는 예수의 신학적 해석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곧 예수
가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였다. 예수의 신학적 해석에 대한 제
국 교회 회의의 결과는 항상 신학적 분열을 초래해왔다. 예수가 신이 아닌
인간이라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그 뒤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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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했
다는 양성론의 해석 문제로 인해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성론과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으며 각 본성에 해당하는 위격이 있다
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주장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제국교회는 마
침내 칼케돈 신조에서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를 반박하는 구절을 명시함
으로써 네스토리우스파와 야곱파는 기독교 정통 진영에서 완전 분리되어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다.
아부 이사는 칼케돈 신조의 예수 해석이 동방과 서방교회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세 분파를 선정하여 삼위일체를 비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정의 기준
은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동방교회 분파였다. 그가 야곱파를 단성론의 대
표로 선정한 이유는 단성론의 총대주교인 안디옥 총대주교의 직함을 부여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네 지류의 해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
다. 그리고 아부 이사는 칼케돈 신조에서 배제된 네스토리우스파를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말라키야파를 선정하였는데 아부 이사는 이 분파를 동방
제국교회의 계보로 인지하였다. 곧 칼케돈 신조에 합의한 동방교회의 계보
로 이해한 것이다. 그가 이슬람 영향권 내의 세 분파를 선정한 것은 세 분
파가 칼케돈 신조에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며 말라키야파는
동방교회의 계보이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합의한 칼케돈 신조를 지지한
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아부 이사는 칼케돈 신조의 가장 큰 차이가 예수 해석이라고 보았다. 그
러므로 아부 이사는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가장 큰 주제를 세 분파의 예수
해석의 차이점에 두었다. 그의 비판 기준은 꾸란의 예수 해석이다. 꾸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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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예수의 해석을 인간의 출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부 이사는 세 분파의 예수 해석을 비판하면서 본질과 위격과 본성
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세 분파 해석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아부 이사는
이 용어들을 아랍어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당시 세 분파가 헬라어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했던 것을 차용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아부 이사가 세 분파
의 예수 해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네스토리우스파의 예수 출생 해석을 인
간으로만 오해한 것은 꾸란의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아부 이사는 세 분파 삼위일체 신조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질의 자연발생 논리로 비판하며 성부와 성자의 무
한번식으로 나갈 수 있는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 위격의 실재에
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이라는 세 분파의 주
장대로 하면 결국 각 위격은 또 다른 세 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완전
한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질과 위격의 관계에서 오류를 지적하였
다. 그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낳았다는 세 분파의 주장이 인간의 출생적인
발생과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였다. 그는 오히려 꾸란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자연 출산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비
판하였다. 또한 그는 본질과 위격의 상호관계에서 성령이 제외됨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이 오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부 이사는 네스토리
우스파와 야곱파의 주장에서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본질과
위격은 한 개인과 그의 소유와 유사한 설명일 뿐이며 더구나 위격에 숫자
를 적용한 것은 위격을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아부 이사는 본질이 위격은 아니나 위격이 본질이라는 말라키야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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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질이 위격과 같다는 야곱파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말라키야파를 비판한 근거가 야곱파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은 아부
이사의 한계임을 보여주었다. 말라키야파의 시각에서 야곱파는 칼케돈 신
조에서 배제된 분파였기 때문이다.
이슬람 신학자 아부 이사가 바라 본 기독교의 삼위일체 비판은 당시의
세 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동방과 서방교회의 합의된 칼케돈
신조의 문구를 알고 삼위일체의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 전체
의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과 그의 역사적 인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부
이사가 꾸란을 근거로 비판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세 분파의 주장을 오해하
는 측면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현대의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의 차이점을 고려해볼 때 아부 이사의 시각은 향후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
의 시각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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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0년대 들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중 알제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국가 중 하나이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
는 바가 크지만 무엇보다 양국 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
음을 알 수 있다.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교류에서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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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
로 가까워진 이유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1) 그리고 그 성과
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2006년부터 추진된 한-알제리 경제
협력 TF팀의 활동, 그로 인한 여러 후속조치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필자 및 많은 전문가들은 알제리의 정치적 안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안
정적 발전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한다. 독립 후 알제리 역사에서
가장 피로 얼룩진 1990년대와 같은 불안한 시대가 지속되었다면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알제리의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많
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따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005년 한때 그의 건강 이상설과 국정 공백(30일)으로 국민들의 불안
감을 초래했지만, 최근의 중병으로 인한 국정 공백(두 달)은 그 심각성을
더해간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미 3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해
놓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알제리 역사상 최장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둘째,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의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알제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 와
중에서 2012년 개각은 알제리 정치 지형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셋째, 한국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양국 간의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여 우리
1) 2003년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방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 방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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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면, 최근의 상황은 다소 다른 징후가
포착된다. 특히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알제리 내에서
한국 제품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2)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신
도심 건설의 경우도 많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예측들이 가능하
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경제적 입장만을 추구하다보니 한국에 대한 실망
으로 이어졌다는 현지인들의 의견도 들린다. 마지막으로 2012년 개각 이후
알제리 내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다. 베르베르 정당과 이슬람 정당의 연정 파괴 및 사하라사막과 심지어 수
도 알제 근처에서까지 이슬람테러 양상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은 우리가 알제리를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한다. 알제리 사회와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통계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권력 내에 잔존하는 불규
칙한 역학관계에 따르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전쟁 세대와 이
후의 세대, 지역과 부족 간 권력의 변화, 언어와 문화의 헤게모니에 따른
권력 질서의 배치, 게다가 군부와 이슬람, 최근에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개
입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 알아낼 수 있는 알제리의 정
치적 특징, 그리고 탈식민화를 통한 끊임없는 변신과 그 한계, 내부에서 벌
2) 한 예로, 한-알제리 경협이 시작된 시점에서 2008년까지 한국의 자동차 판매가 1위를 달렸
던 것에 비하면 2009년까지 2위, 2012년 3위의 판매량을 기록하다 2013년 상반기에는 4위
로 추락했다. 1위와 2위는 프랑스 자동차 르노(68,362대)와 푸조(51,297대)가 차지했으며, 3
위는 도요타(21,339대), 4위 현대(20,307대)가 차지했다. 전년 대비 13,15% 뒤쳐져 있으며
한국 자동차가 2000년대 들어 4위로 쳐진 것은 처음이라고 알제리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Véhicules: hausse de plus de 17% de la facture des importations algériennes le 1er semestre 2013”(2013), Agence Presse Service(APS). (Jul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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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대립 관계, 이를 통한 정책과 정부의 연정, 주요 인물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알제리 경협의 여러 변수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전
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알제리 정부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부테플리카 집권기의 전후 상
황과 정부 형태를 살펴보면서 지역별, 부족별 내각 참여 정도 등을 살펴보
겠다. 이를 통해 그의 집권기 초기 개각과 2012년 개각의 차이점을 알아보
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와의 경협 관계, 주도적 인물의 출신 지역과 배경,
그들이 현재 경협에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경협에 대한 알제리 측 입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도 새로운 시각에서 경협 혹은 알제리의 권력 질서를 파악하여 대응할 필
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새로운 개편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내에 여전히 내제되어 있는 불안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Ⅱ. 탈식민화 정책과 알제리 정부구조의 특징
독립전쟁(1954~62)을 통해 독립을 달성했지만 이후 알제리는 국가 건립
과정에서 프랑스의 잔재가 남아 지속적인 개혁을 필요로 했다. 개혁의 핵
심은 아랍이슬람식의 사회 건설이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늘 잔존해 있
는 프랑스식 시스템과 최근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은 알제리가 프랑스식 시
스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신병 치료차 프랑스
에 있었던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제리에서는 그 누구도
대통령의 병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오로지 프랑스 군병원에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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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에 대한 정보를 알 뿐이다. 식민지배의 흔적을 종식시키는가 혹은 여
전히 유지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매번 중병 치료
를 위해 프랑스로 가는 일은 프랑스에 밀착되는 것에 여전히 거부감을 나
타내면서도 알제리 권력층이 여전히 프랑스와 유착 관계가 농후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최근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이 진행되면서 양국 관계가 훨
씬 밀착되고 있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12월 알제리를 국빈 방문하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표시를 했
다. 충분한 사과는 되지 못했지만 알제리인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
트린 방문으로 평가되고 있고,3) 이후 경제 교류와 관련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그는 체류 기간(2박
3일) 동안 수도가 아닌 알제리 권력층의 핵심 도시, 베르베르지역이 아니면
서도 친프랑스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알제리의 파워엘리트층이 형성된 틀
렘센(Tlemcen) 지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독립 후 프랑스로부터 벗어나려는 알제리의 정책, 이른바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프랑스식 정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알제리의 정치나 정부 구조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맞물려 있으면
서 동시에 알제리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슬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은 제도적 특성이 정치는 물론 경제, 문

3) 양국 간의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화해와 경협을 시도할 때, 늘 걸림돌이 되어온 사건 중
하나는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긍정적 역할’이라는 법안 통과이다. 이 법안은 2005년 과
거 북아프리카 식민화가 결국 오늘날 이 지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특히 식민지
배가 심했던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와의 교류에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2013.
“Alger tire les ficelles”(2013), Archives, pp. 28-32.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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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육 등의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알제리의 내면을 드러내
고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정치 체제가 프랑스식 제도와 흡사한 이유는 무엇보다 132년
(1830-1962)간의 식민지배의 결과물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긴 기간 동안의 알제리 식민지배는 프랑스식 제도를 공고히
했으며, 영토까지 ‘프랑스의 해외영토’(DOM: Départements d'Outre-Mer)로
편입되어 구분되었다. 3개의 해외영토, 심지어 ‘알제리 프랑스인’이라는 명
칭이 생기면서 본토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과의 차별도 생겼다. 본국에서
지배를 위해 이민 간 100만 명의 ‘피에-누아’(Pied-noir, 알제리 출신의 프랑
스인), 토착 무슬림 알제리인 900만 명, 유대인 15만 명 등은 알제리인의 분
노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의 차별 정책을 실시했다.4)
수많은 희생과 차별은 결국 8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했고, 현대 알제리인
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전쟁은 현대 알제
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치 세력인 독립전쟁 세대를 양산하였다. 1945년
알제리 동부 궬마(Guelma)에서의 학살로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이후 FLN)’이 전면에 등장하고 독립을 획득하였다.5) 이후 독립
세대들은 알제리 정치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였으며, FLN과 군은 독립의 가
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6) 이들은 알제리인들의 정서를 활용하고 식민 지배
4) 프랑스인의 강압 정책은 초기부터 군인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이주민의 강탈에 의해 이
루어졌다. 1830년 인구 300만 명이었던 알제리 인구가 15년 만에 100만 명이 줄어들었고,
정복자들은 토착민의 무슬림 공동체 와해와 베르베르인/아랍인의 대립 정책을 추구하게 되
었다. 초기 알제리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는 임기대(2009)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5) FLN은 1925년 결성된 알제리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단체인 ‘북아프리카의 별(Etoile
Nord-Africaine, 1926년 파리에서 결성된 알제리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 단체이다)’ 창설이
계기가 되어 1954년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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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탈식민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탈식민화’는 알제리가 독립 후 추구한 이데올로기였다. 알제리는 서구
식 근대국가 경험을 갖지 못한 채 132년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스며든 프
랑스적 가치 등 서구제국주의 잔재를 일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알제리
독립전쟁 영웅들은 프랑스식 체제가 알제리인의 정체성을 왜곡시켰기 때문
에 알제리만의 민족성과 아랍 이슬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32년간의 프랑스 식민지배는 근대 서구국가들이 지향한 인간 이성
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 체제 등을 알제리에 그대로 남겨두었
다. 독립 이후의 알제리에는 바로 이와 같이 탈식민화 과정과 서구의 ‘근
대’가 남겨 놓은 흔적이 그대로 녹아 혼재했던 것이다.
독립 이후 알제리 정부는 탈식민화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 근대 국가체제를 확립해야 했다. 동시에 피폐해진 경제를 재
건해야 했지만 국가의 경제 상황은 심각했으며, 기업가나 기술자, 교수, 의
사로 일하던 프랑스인과 유럽인 중 90% 이상이 알제리를 떠났다. 프랑스로
부터 차관 및 기술지원, 기타 비상 외국원조로 국가 경제를 운용했던 알제
리에서는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했고 초대 대통령 벤 벨라 정부는 독재정치
를 감행했다. 독재정치는 국민의 반발을 일으켰고,7) 1965년 6월 벤 벨라는
자신의 심복이며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겸임하고 있던 부메디엔에 의해
6) 알제리 역사학자 스토라(B. Stora는 최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결국 이들 민족주의를 내세
우는 독립전쟁 세대들의 포플리즘이 알제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토로
하고 있다. “L’Algérie de Bouteflika, la fin d'un cycle?”(2013), L ‘Histoire. (July)
7) FLN만을 유일 정당으로 인정한 벤 벨라는 공산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진보당이나 알제리 지
식인 계층의 상당수를 이루는 베르베르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1963년 9월에는 카빌리
지역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 권력 전선(FFS: Front des Forces Socialistes)’의 무장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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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되어 자택 감금을 당하게 된다. 쿠데타에 성공한 부메디엔은 25명의
‘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국가의 수장이 되었다. ‘혁명 위원회’는
주로 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전권을 행사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
다. 이에 따라 독립 운동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고, 벤 벨라 정권에서 막
강한 권한을 행사한 FLN은 부메디엔 정권에서는 형체만 있고 힘없는 기구
에 불과했다.
부메디엔 집권 초기에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 기구는 ‘혁명위원회’였다.
‘혁명위원회’를 통해 부메디엔은 행정과 교육, 외교 분야에서 탈식민화 정
책을 추진했고 국민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불러일으켜 아랍이슬람국가 건설
을 추진해갔다.8) 이슬람국가 건설을 위해 부메디엔이 추구한 탈식민화 정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
‣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행정체계 강화: 사회주의 통치 체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1967년의 ‘지방 인민의회(APC: Assemblée populaire communale)’
와 1969년의 ‘윌라야 인민의회(APW: Assemblée populaire de wilaya)’10)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식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행정
체계를 만들어 피폐해진 경제를 국가 주도하에 번성시켜 국민들에게 희망
을 주고자 했다.

8) ‘혁명위원회’를 통해 알제리의 탈식민화 정책이 추진됐다고 보는 견해는 쉬투르쳄ChitourChems 2004, pp. 167-170을 참조.
9) 여기에서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임기대(2010)의 논문을 토대로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10) 알제리에서 ‘도’를 의미하는 ‘윌라야(Wilaya)’는 광역 행정구역을 말하며, 현재 알제리에는
48개의 윌라야가 있다. 중간 행정구역은 ‘다이라(Daira)’로 160개가 있으며, 기초 행정구역
은 1541개의 ‘꼬뮌(commune)’이 있다. 이외에도 수도 알제와 남부 일부 지역은 특별 조직
으로 구성되는데, 알제시의 경우 하부 행정구역인 ‘구(區, arrondissement)’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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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계의 정비: 프랑스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알제리인의 정체성이
가장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한 부메디엔은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단행했다.
문제는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교육과 문화에 익숙한 교육자들이 대
부분이었기에 아랍어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교육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 친 소련 사회주의 노선: 독립 이후에도 알제리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
배 당시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부메디엔 대통령이 취
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친 소련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적극적으
로 수용하였다. 특히 1971년 농지와 석유회사 같은 기업의 국유화를 선언
하면서, 모든 국가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사회주의식 방침에 따라 운영되었
다. 국제적으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비동맹 제3세계 세력이 국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 알제리는 비동맹 의장국으로
서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알제리
는 1973년 비동맹국가 회의를 수도 알제에서 개최하고 반서구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부메디엔 대통령의 탈식민화 정책 목표는 사회주
의 국가와 아랍화에 의한 이슬람국가 건설이었다. 그가 강력한 이슬람 정
책 및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한 것은 여러 민족적 감정을 부추긴 측면도 있
지만, 내부에서는 부메디엔 대통령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도 작동했다. 대통
령 취임 후 혼란스런 사회 상황에서 대립각에 있었던 사회계층과 대결하여
승리하기 위해 부메디엔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이 아랍이슬람과 사회주의
정책이었으며, 특히 아랍이슬람 정책은 다른 독립전쟁 영웅들이 했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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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측면이 강해 보였다. 그 이유는 부메디엔 대통령
의 성장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부메디엔 대통령은 프랑스 교
육보다는 알제리 이슬람학교와 메데르사,11) 이슬람학 최고의 학교가 있던
튀니지, ‘무슬림 형제단’이 있던 이집트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독립
전쟁을 했던 인물이다. 이 점에서 후세의 평가는 부메디엔을 이슬람 원리
에 충실한 이슬람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어쨌든 알제리의 탈식민화 정책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얽
혀 있어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갈린 평가를 보인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의 정부 형태를 보면 탈식민화의 정책은 단지
권력자들의 위상을 공고히 했을 뿐, 정부 형태 자체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
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하게 다른
차이는 1973년 종교성의 설치뿐으로, 2000년대 들어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
전화하기 위해 창설된 기업의 민영화 등과 관련한 정부 부서를 제외하곤
알제리의 정부 형태 구조는 프랑스식 정부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2)
특히 교육(직업 교육 포함)이나 사회적 연대, 보건, 보훈, 스포츠 등과 관련
된 영역에서 알제리 정부 구조는 어떤 국가보다 프랑스식 모델을 취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여성, 지방분권화, 해외영토, 유럽, 고령화 문
제, 장애인, 해외영토, 디지털 경제 담당 등에서 알제리에는 없는 정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13)
11) ‘메데르사(Medersa)’는 이슬람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주로 법률, 법 해석, 신학, 하디스, 지
리학, 역사, 천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12) 정부 조직 형태는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표 2, 표 3을 참
고할 수 있다.
13) 프랑스의 정부 구조 참조.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composition-du- g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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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디엔 대통령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분명 프랑스적 가치에서 벗어
나려는 열망에 가득한 알제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안, 인구의 급격
한 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알제리 지식인과 적지 않은 일반인은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 1968년 <프랑스와 알제리 간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이민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는 독립 후부
터 198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14)
부메디엔 대통령의 탈식민화 정책은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면서 민족주
의 열망이 가득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알제리 국민들은
부메디엔의 사회주의, 아랍이슬람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갈수록 침체하
는 경제로 인해 이민을 선택하거나, 국내에 있을 경우 극단적 민족주의나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 권력의 유지와 반서구 의식을 주입하
려는 부메디엔의 아랍이슬람 정책은 이후 알제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혼란
을 가져오고 알제리식의 정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된다.
정치와 언어의 영역을 통해 이후의 알제리 사회 내 잔존하는 구조적 문
제를 볼 수가 있다.
정치의 경우 부메디엔 시절은 두 가지 형태의 군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지배하에서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아랍이슬람 국가 건설은 이들 군부
vernement
14) 마그레브 국가(L'Etat du Maghreb)지(Editions La Découverte 1991) 자료에 따르면, 프랑
스로 이주한 알제리 이민자 수는 1968년 471,020명, 1975년 710,690명, 1982년 795,920명,
1988년 820,900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알제리 독립을 전후하여 프랑스에서 받아들
인 이민자 수가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하였지만 유일하게 알제리인만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당시만 해도 알제리인이 프랑스 국민의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 체류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박단 2005,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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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들은 FLN과 정부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베
르메랑(Vermerent 2004)에 의하면 이들 군부 세력은 프랑스 군 출신의 고위
군과 1960년 대 초반 상대적으로 젊은 장교와 하사관으로 이루어진 모스크
바 사관학교 출신의 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8년 부메디엔
사망 후 프랑스 군 출신 장교들이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 군인들이 20세기
초까지 알제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15) 아랍이슬
람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들을 집결할 수 있었지만 부메디엔 이후
의 집권 세력은 자신은 물론 자식 세대까지 프랑스에서 공부하거나 프랑스
학교를 다니면서 프랑스식 체제를 익히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탈식민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었고 오히려 최근 들어 프랑스와의 관계가 강화
된 것은 이런 역사적 과정의 반영일 수 있다.
언어의 경우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부메디엔의 아랍화
정책은 알제리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알제리의 방언아랍어와 프랑스어,
베르베르어와 같은 언어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 이들 소수어 및 일
상의 언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아랍이슬
람화 정책은 프랑스어를 억압하려고 했지만 이는 동시에 소수어와 소수문
화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알제리 사회에서 베르베르 문제
와 같은 소요 사태와 함께 반정부 시위와 반정부 정당 등이 출현하는 결정
적 계기가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반정부 세력이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공
부한 지식인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알제리의 대표적 좌파 정치인 호
신느 아이트 마흐메드(Hocine Aït Ahmed)의 경우가 그러한데,16) 그의 정치

15) Vermerent(2004),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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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배는 향후 알제리 정치에서 베르베르 문화 및 지역 안배를 늘 배려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Ⅲ. 부테플리카 집권기의 정치 형태와 다문화적 정체성의
정당 체제

알제리는 프랑스와 같은 형태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FLN의 1당 체제를 규정하였으나
2012년 11월 사망한 샤들리 벤자디드(Chadli Benjedid, 1929~2012) 대통령
은 집권 기간(1979~1992) 동안 자본주의와 다당제로 이행하여 당/정을 분
할하였다.17) 무엇보다 동서 냉전의 와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적 위기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알제리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
의로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후 1990년대 테러 시대를 겪으면서 현
재의 정치 체제가 공고히 다져진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정치 체제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초기의 정치 상황과 다당제와 함께 지역/부족 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16) FLN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 이후 정치적으로 자신과 베르베르족이 정치에서 배제되
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 오늘날 다당제하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몫을
갖고 있다.
17) 샤들리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은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의 언론을 인정하였다. 알제리에
는 현재 30개 이상의 일간지가 있는데, 이런 언론 매체들이 샤들리 대통령 집권기에 만들
어졌다. 다당제, 복수 언론매체 인정, 게다가 헌법 개혁(1988년) 등은 알제리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Vermerent 2004,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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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다양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부
테플리카 집권기의 정부 형태와 현재의 정부 형태를 비교하면서 독립 후
견고하게 형성된 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테플리카 집권기의 정치 상황
압델라지드 부테플리카(Abdellaziz Bouteflika, 1937~ )대통령은 근대 국
가 알제리는 물론 알제리 현대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 모로코에서 태어나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알제리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권력지인 서부 틀렘센(Tlemcen)에서 활동했고, 전 세계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가장 오랜 기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
린 인물이다.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인들이 그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는 근대 국가 알제리에서 가장 중요시 한 독립전쟁 세대
이며,18) 독립 이후 국가를 장악한 FLN에서 활동했고 후아리 부메디엔 대
통령 통치하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당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주
도했으며 UN 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1980년대 국외에서 지내다 자본주
의와 다당제로의 이행이 단행된 1989년 다시 귀국하였다.
1999년 이슬람원리주의를 제압한 군부가 당시 대통령인 제루알을 사임
시킨 후 군부 지지를 업고 선거를 치른 부테플리카는 74%의 득표율로 대
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선 개헌에 성공한 부테플리

18) 알제리의 대통령 자격 요건은 독립전쟁의 경험이 있는가, 프랑스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가,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실천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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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에는
중병설에 시달리고 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
행한 국내 정책은 테러리즘 시대의 종식이며, 위기의 알제리를 구해내는
것이었다. 알제리인들이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해 부
테플리카 대통령은 “대국민 화합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슬람극
단주의자들을 포용하였고, 정부 관료에 등용시켜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실
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
방과의 관계 다변화를 실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 했다. 부테플
리카 시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시대를 중심으로 알제리식 정부
형태 변화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군 출신 고위직 장성과
FLN, 그리고 소수부족까지 두루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집권 초기 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부테플리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
는 데 절대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군 출신 장성을 각료로 배치시켰다. 군
출신 인사들은 주로 FLN 소속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더 많은 민주화
를 요구한 다른 후보자들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하
여 이후 부테플리카 정권의 다양한 정책에 부담을 준다.19) 1999년 9월 ‘이
슬람 구국전선(FIS)’의 군 조직이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통제에 따
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무되어 부테플리카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 대한

19) 해당 후보자들에는 아이트 아흐메드(H. Ait Ahmed), 자발라흐(A. Djaballah), 엘 카티브(Y.
El Khatib), 함류슈(M. Hamrouche), 시피(M. Sifi), 탈레브 이브라힘(A. Taleb Ibrahim)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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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나 감형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 98,6%
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의 당선이 정통
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기 회복 꼼수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국민
들은 그를 지지하였다. FIS 내부에서는 내부 분열이 생겨 몇몇 지도자가 암
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00년 1월 ‘대국민 화합법’에 의해 불법 무기 반납 기한이 종료되었지
만,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 무기를 소
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안이 있으면 곧바로 대정부 투
쟁에 나섰다. 부테플리카 출범 초기 총리였던 아메드 벤비투르(Amed
Benbitour) 후임으로 알리 벤플리스(Ali Benflis)가 취임하였고, 1991년부터
8명의 수상이 바뀔 정도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다. 군과 FLN 정당에 의
한 통치를 강화하려는 와중에 이슬람 정당 ‘와파(Wafa)’20)가 1999년 창당
되었지만 부테플리카 집권과 동시인 2000년 11월 승인이 되질 못했다. 이
슬람 관련 단체와 군 간의 충돌로 군과 이슬람 단체 관련자들이 수백 명 살
해되었고,21)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베르베르어권 지역인 카빌리에서 극심
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군을 동원하여 가두 행진을 금지시켰지만 이
를 기회로 카빌인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독자성, 프랑스식 사회
주의 등을 요구하였다. 결국 2002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베르베르어(타마
지그트어)를 헌법상의 국어로 채택하였지만, 프랑스식 사회주의를 요구하
20) 외부부와 교육부장관이었던 아메드 탈레브-이브라히미(Amed Taleb-Ibrahimi, 1932-)가 창
당하였다. 프랑스에서 거주했던 그는 부메디엔 정권 시절 가장 강력한 아랍이슬람화 정책
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었다. 알제리의 종교성이 생겨난 것도 그의 각료 재임 시절이었다.
21) 이 시점에서 FIS는 알제리에서 표면적으로 사라지지만, 2007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마그
레브 알카에다(AQMI)’를 결성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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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당은 배제시킨다.22)
소수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 이슬람 정당의 배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
민의 지지를 이끌어 낸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군과 FLN, 틀렘센 지역 출신
자를 규합한 통치를 강화시켰다. 2002년 지방의회에서 FLN이 승리하였지
만(참여율 51.11%) 카빌리에서는 여전히 선거를 보이콧하였다. 2003년 들
어 테러 활동은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경제난까지 가중되고 민영화의 부진
등으로 ‘알제리 노동자 총연맹(UGTA)’이 총파업을 벌여, 국가가 다시 한
번 혼란한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수도 알제 인근 제무리(Zemouri)에서 강
도 6.6의 지진이 발생하여 2,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1만 명 이상의 부상자
가 발생하여 알제리는 다시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군, FLN, 틀렘센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부테플리카 대
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국민화합에
최우선을 두었던 지난 5년에 비해 집권 2기에서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
였다.23) 특히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한편, 2005년
테러행위 가담자에 대한 2차 사면안을 국민 투표로 채택하여 국민화합에
더욱 진력하였다.

22) 특히 FFS가 그러한데, 이들은 문화와 언어에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때로
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이들은 카빌리는 물론 베르베르 전체의 동질성을 규합
하고자 하기에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이 지역을 후원한다. 알제리
전체에서는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세기 현재에는 주로 SNS에서 이
들의 세 규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3) 국민화합, 평화정착, 국가안정, 안보확립, 경제개발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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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부족 정당의 내각 참여 형태
독립 후부터 20세기까지 알제리권력 핵심은 군, FLN, 독립운동 세대들이
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군 출신의 권력 독점 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
하고 실제로 방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고 지역 및 이슬람
소수 정당과 같은 야당 인사를 내각에 중용했다. 국민화합 정책의 일환이
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군의 기득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베르베르 정당, 이
슬람 정당 출신 등을 각료로 임명한 것이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부테플
리카 집권기와 이전 시대와는 일정 부분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그가 군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 특히 2010년부터 군 출신 대통령 측근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 스캔들은 군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현
재 중병으로 대통령의 부재 중임에도 측근의 부패 스캔들은 여전하며 군과
정보국, 치안 담당 부서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24)
어쨌든 초기 부테플리카 정권에서 지역/부족 정당이나 이슬람주의 정당
을 포용하려는 의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정치 상황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즉 1990년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무수히
많은 학살의 기억을 갖고 있던 알제리는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된다. 다당제로의 이행을 통해 90년대와 같은 내전을
원하지 않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온건 이슬람정당, 보수 성향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힘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24) El Watan(2013), “On est dans une phase de transtion qui n'est pas encore l'aprèsBouteflika.” (Jun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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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베르의 경우도 과격 양상을 띠는 RCD, FFS 등을 배제시키고 FLN에
호의적인 카빌리 세력을 연정에 끌어들였다. 부테플리카 집권 초기 다양한
형태의 정당들이 존재했는데, 그 정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 후부
터 가장 강력한 권력을 차지한 FLN, 민족민주연합(RND: Rassemblement
National Démocratique), 평화사회운동(MSP: Mouvement de la société pour
la paix), 문화민주연합(RCD: 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émocratie), 노동자당(PT: Pari des Travailleurs), 사회주의 권력 전선(FFS:
Front des Forces Socialistes), 국가개혁운동(MN: Mouvement pour la réforme
nationale - El Mouvement de la Renaissance Islamique - Ennahda) 등의 정당
이 대표적이다.

표 1. 알제리 집권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

창립연도
및 슬로건

당수(2002/현재)

정부 내 직위

의석 수
(2002/현재)

타 정당과의
관계

FLN

1954/국제
사회주의
연대

Ali Benflis /
Abdelaziz
Belkhadem

수상: Benflis(2000~03)/
Abdelaziz Belkhadem
(2008~13)

199/220

적극적인
연정 주도

RND

1997/실용 Ahmed Ouyahia
주의25)
(카빌리)

수상 (2008~12)

47/68

FLN과 경제
민주화

38/49

이슬람온건
정책, 강경
이슬람 노선
탈피

MSP

1990/무슬
림형제단

Mahfoud
Nahnah /
Abderrazak
Makri

정부 직위는 갖지
않았지만 고위직
당원들이 정부의 요직에
등용

25) Lahouaris(200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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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당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과 나머지 대립되는 야권 정
당이 있는데,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의석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들 보수 정당들과의 연정을 꾀하였다. 여기에는 FLN, RND, MSP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테플리카 정권이 베르베르 지역을 기반으로 한 RND,
이슬람 온건 세력을 자처한 MSP를 여당 세력으로 규합하여 연정을 펼쳤는
데, 이들의 지지 세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RND는 당수가 카빌리지만 실
제 카빌리에서 이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RND의 경우
독립전쟁 당시 자신들과 내부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FLN과 연대를 하고 있
기 때문이다. 반면 이슬람 정당 MRN, MTN 등은 야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이슬람 정당인 FFS나 RCD, PT, FNS 정당
들은 주로 카빌리를 위시한 베르베르 지역 정당으로 베르베르 문화의 정체
성과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당들이 베르베르
지역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다보니
대부분의 알제리인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연정을 통해 작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해
왔다. 집권 당시 알제리는 테러리즘의 시대를 간신히 넘겼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곳곳에서 빗발쳤고 산발적인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극단주의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 카빌리를 비롯
한 베르베르 지역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르
베르어의 헌법상 국어 인정, 다문화 인정, 실용주의 정당이자 베르베르 지
역 출신이 당수를 맡은 RND와의 연정이었다. 이런 연정을 통해 3선 개헌
을 이끌며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RND 몫으로 있었던 총리직이 정통 관료인 압델말렉 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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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elmalek Sellal)26)에게 넘어가면서 RND 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자연
스럽게 카빌리 지역 출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 반대로 같은 베
르베르 지역 오레스의 샤우이족이 권력에 밀착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레스는 카빌리와 인접해 있지만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에 맞서 전
쟁을 했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카빌리가 프랑스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때
도 오레스의 샤우이는 교육에서 소외되어 반프랑스, 친아랍적 색채를 더
강하게 띠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틀렘센 세력과 손을 잡게 된다.
이슬람정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특히 2013년 들어 대통령의
중병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서 그동안 연정을 해왔던 MSP의 독
자적 움직임이 눈에 띤다. 알제리 El Watan지27)는 압델레작 모크리의 MSP
를 비롯,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유지한 파타 레비아이의 Ennahda당, 쟈히
드 윤시의 El Islah당, 압델마지드 메나스라의 변화전선당(FC: Front du
Changement), 압달라흐 자발라흐의 El Alala당이 모여 이슬람 정당의 정권
탈환을 의논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슬람 정당의 규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알제리 제3정당인 MSP의 압델레작 모크리가
알제리 정치권은 물론 서방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알제리 이슬람 정당
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부게라 솔타니의 뒤를 이었다는 측면도 없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53세라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에 독실한 무슬림이
26) 압델말렉 셀랄은 알제리 동부 콩스탕틴 출신으로 군 출신이 아닌 정통 관료이면서 부테플
리카의 최측근이다. 그는 부테플리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장관직과 대통령 선거캠
프 위원장을 맡아오다 2012년 총리가 되었다. 2000년대 그가 맡은 장관직은 청소년스포츠
부 장관(1999~01), 공공부 장관(2001~02), 교통부장관(2002~04), 수자원부 장관(2004~12),
대통령 선거캠프 위원장(2004, 2009)이다.
27) “On est dans une phase de transtion qui n'est pas encore l'après- Bouteflika”(2013), El
Watan. (Jun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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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13년 5월 당수로 취임한 그는 부테
플리카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화합 정책의 일환인 FLN과 다른 야당과의 대
연정에 종지부를 찍으며 독자 노선을 걷겠노라고 선언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단지 알제리 이슬람정당과의 연대, 그리고 이슬람 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는 것은 부테플리카의 장
기간 중병, 인접 국가들의 민주화 투쟁, 국민의 불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심지어 같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랜 기간 적대 관계를 유지한
FC와의 협력을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무슬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0년대에 부당하게 빼앗긴 정권을 이번 대선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
어, 향후 정국 변화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3. 2002년과 2012년 개각을 통해서 본 알제리 정부 비교
부테플리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정을 통해 자신의 입지
를 확고히 다진 총리는 3명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 3명의 총리를 중심
으로 부테플리카는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각을 통해 체제 안정을 꾀하
며 외국과의 경제 관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명의 총리는 아메드 우야히
야(Amed Ouyahia,1995. 12~1998. 12. 2003. 5~2006. 5), 압델라지즈 벨카뎀
(Abdelaziz Belkhadem, 2006. 5~2008. 5), 알리 벤플리스(Ali Benflis, 2000.
4~2003. 4)이다.28)
28) 이외에도 부테플리카 집권 초기 두 명의 총리가 더 있지만, 이들 총리가 집권 초기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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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명의 인물은 부테플리카 집권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총리직 이
외에도 중요한 직책을 번갈아 맡으며 국정을 수행했다. 우야히야의 경우
카빌리 지역 출신으로 언뜻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 같지만, 1999년 RND
를 창설하여 정부와 FLN과의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여 정치적 실익을 거두
었다. 최근 정계 은퇴설도 나돌고 있지만 여전히 알제리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29) 벨카
뎀의 경우는 부테플리카 집권 1기 외무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국내 문제보
다 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알제리의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알제리 경협 초기 총리를 맡으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벤플리스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이지만 부테플리카 집권 1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4년 대
선과 관련 최근 알제리에서 가장 호감가는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점, 그리
고 본인도 가장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
다.30)
벤플리스는 지역 균형 차원에서 권력의 분배, FLN과 부테플리카 대통령
과의 관계, 연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먼저 지역 균형의 차원에서 볼 때, 그는 알제리

적 상황에서 단명에 그친 데다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명의 총리는 이스마일 함다니(Ismail Hamdani, 1998. 12~1999. 12), 아흐메드
벤비투르(Ahmed Benbitour, 1999. 12~2000. 8)이다.
29) 14년 동안 지낸 RND 사무총장직을 2013년 1월에 사임하면서 정계를 떠난 듯이 보였지만,
대통령의 중병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복귀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lections:
Ouyahia hante le RND”(2013), El Watan. (Oct 03)
30) “Ali Benflis: <<Je ferai une importante déclaration dans les tout prochains jours>>”(2013),
Algérie Patriotique.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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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오레스지역의 바트나 출신으로 전형적인 샤우이다. 1944년생으로 청
소년기에 독립전쟁에 가담하였고 독실한 무슬림이다. 인접 카빌리지역과
대립각을 유지하지만 카빌리 지역과 공통의 문화인 베르베르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했던 그의 재임시절부터 알제
리에서는 문화부장관을 베르베르 지역(카빌리) 출신으로 임명하여 소수 지
역/부족의 등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벤플리스 이후의 총리들 또한 모두
그가 총리 재임시 임명했던 각료들이다.31)
FLN과의 관계를 볼 때 현재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과 인물로 부각되지만
그는 실제 법관 출신이며 샤들리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을 정도
로 법률 전문가이다. 1988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1년 만에 장관
을 그만두고 FLN에서 중앙당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FLN에서 주목받기 시
작했다. 1999년 대통령 선거위원장을 맡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
가 대통령보다 높아 총리직을 오래하지 못하고 이후 FLN 사무총장직을 맡
아 당의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당의 안정화를 다진 점은 부테플리카 이후
의 역할을 언급할 때 알제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정 파트너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MSP의 부게라 솔타니(Bougerra
Soltani)이다. 부테플리카의 연정에 맞춰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에 참여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이슬람정당 이미지를 상실
했다는 면에서 이후 대중성을 잃고 만다. 부테플리카 집권 1기에서 그는 노
동/사회보장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정에 적극 참여하려 했지만 1년이라는
31) 아메드 우야히야(Amhed Ouyahia), 압델라지드 벨카뎀(Abdelaziz Belkhadem), 그리고 현
총리인 압델 말렉 셀랄(Abdelmalek Sellal)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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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명 장관에 그치고 만다. 2009년 부테플리카의 삼선 개헌을 가장 적극적
으로 지지했던 전력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자신의 소속 정당 MSP에서의 당권마저도 젊은 모크리에
게 빼앗겼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벤플리스 임기 동안 특이 사항은 한-알제리 경협을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진흥부의 신설과 베르베르족 출신 등용, 연
정 파트너인 RND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각료로 임명했다. 대국민화합의 일
환으로 지역 및 소수정당 출신 인사를 각료로 임명함과 동시에 이후 진행
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
특히 국토개발/환경부 장관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RND의 쉐리프 라
흐마니(Cherif Rahmani)를 임명했고, 압델하미드 테마르(Abdelhamid Temmar)
를 신설된 투자진흥부 장관에 임명하여 향후 알제리 정부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그린 것인데 라흐마니와 테마르는 이후 한-알제리 경협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32) 벤플리스 총리 때의 각료들은 이후 카빌
리 출신이며 RND 당수였던 우아히야 정부 때 본격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한-알제리 경협을 주도해간다.
여기에서는 한-알제리 경협이 시작되던 시점에 행해진 개각(2006년)을
통해 당시 정부 권력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초기 테마르 투자진흥부 장관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단명 장관에
그치지만,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서 테마르 장관을 내각에 복귀시켜 민영화
사업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의지를 보이며 재추진되었다(박영호, 박범준 2007, p. 32, 주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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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6년 제 1차 한-알제리 경협 당시 알제리 내각

서
열

부처명

1

총리

2

내부담당 국무장관

3

대통령 담당
국무장관

4

성명

출신지(연도)

비고

Ahmed Ouyahia

티지우주(1952)

카빌리 출신.
RND 당수

Noureddine Yazid
Zerhounij

튀니지(1937)

알제리
비밀결사대
조직, 투쟁

Abdelaziz
Belkhadem

Laghouat(1945)

FLN 사무총장.
2006~08 총리
역임

외교 담당 국무장관 Mohamed Bedjaoui Sidi-Bel-Abbès(1929)

알제리 국내의
중요 외교직 독점

Bouguerra Soltani

Tebessa(1954)

이슬람정당 MSP
당수 역임

국방부차관(장관급)

Abdelmalek
Guenaïzia

Souk Ahras (1936)

대프랑스
독립투쟁

7

법무부장관

Tayeb Belaiz

Maghnia(1948)

정통 법률가.
2013년 내무부
장관 임명

8

재무부장관

Mourad Medelci

틀렘센(1943)

정통관료, 6개
부처 장관 역임

9

에너지/광업 장관

Chakib Khelil

틀렘센의 정치
모로코 Oujida(1939) 대부. 2010년
정계 은퇴

10

수자원부장관

Abdelmalek
SELLAL

콩스탕틴(1948)

정통관료. 6개
부처 장관 역임

11

투자진흥부장관

Abdelhamid
Temmar

틀렘센

정치인이며
경제학자

12

통상부장관

El Hachemi
Djaâboub

밀라(1955)

MSP 최고위원

13

종교부장관

Bouabdellah
Ghlamallah

틀렘센
(1934)

5

무임소 국무장관

6

∙ 356

레리잔느 19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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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서
열

부처명

14

보훈부장관

성명

Mohamed Cherif
Abbes

15 국토개발/환경부장관 Cherif Rahmani

출신지(연도)

비고

바트나(1936)

알제리 동부에서
독립투쟁

젤파 (1945)

RND 지도부원.
2013년 개각 때
실각

16

교통부장관

Mahamed
Maghlaoui

스킥다(1944~2009)

정통관료. 긴
투병으로 정치
활동 미진

17

교육부장관

Boubekeur
Benbouzid

아인 베이다(1954)

RND 의원

비스크라(1948)

의사 출신으로
적십자 등의
민간 의료기관
활동가

아인 델프라

MSP 의원으로
각료 임명.
2012년 탈당하여
신당 창당.

20 보건/의료개혁부장관 Amar Tou

틀렘센(1945)

FLN의원

21

문화부장관

Khalida Toumi

아인 베쎔(1958)

페미니스트.
이슬람정권 반대

22

중소기업/수공업부
장관

Mustapha Benbada

가르다이야(1962)

연정파트너 MSP
대표

18 농업/농촌개발부장관 Saïd Barkat

19

23

건설부장관

Amar Ghoul

고등교육/과학연구부
Rachid Harraoubia
장관

Souk-Ahras (동부 어
FLN의원
거스틴 고향, 1946)

24 체신/정보기술부장관 Haïchour

콩스탕틴(1948)

FLN조직원.
정통경제학자

25

콩스탕틴(1945)

2007년
하원의장에 선출

Boudjemâa

정무장관

Abdelaziz Zi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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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서
열

부처명

26

직업교육부장관

성명

El Hadi Khaldi

출신지(연도)

비고

튀니지(1956)

FLN의원

27 주택/도시계획부장관 Hamimid

Bordj - Ghedir(1945)

지방도시
행정관료

28

바트나

법학자

Mohamed Nadir

산업부장관

Mahmoud Khediri

29 노동/사회보장부장관 Tayeb Louh

음시르다( M ' s i r d a )
FLN조직원
(Maghnia, 1951)

30 고용/국가연대부장관 Djamel Ould Abbes 틀렘센(1934)

FLN의원. 6개
부처 장관 역임

31

수산부장관

Smaïl Mimoune

M'Sila(1953)

MSP조직원

32

청소년/체육부장관

Yahia Guidoum

Sidi Ali

RND 의원

33

관광부장관

Noureddine Moussa 티파자(1956)

건축공학도이자
엔지니어

2012년 개각 전까지 알제리는 이런 구조의 정부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무, 국무, 외교, 국방, 재무부, 에너지자원, 투자진흥부 등의 부
처가 권력 상위 서열에 있다. 적어도 한-알제리 경협 기간이 적극적으로 진
행된 2006~11년까지 알제리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국가 안정과 민영화와
투자를 위한 경제 분야에 중요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대
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중심지역 틀렘센 지역은 전체 각료 중 6명을 차지하
여 타 지역과 부족을 훨씬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르베르 지역을
포함하며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부지역 출신 인사를 각료로
임명하여 정권 초기의 국정 안정과 3선 개헌을 의식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
끌어내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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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개각 연정 파트너인 RND의 우야히야 총리 후임으로 수자원
부 장관이었던 압델말렉 셀랄이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부테플리카 정부
에서 대통령선거운동 본부장, 내무부장관, 공공사업부장관, 교통부장관, 수
자원부장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연정파트너인 RND나 MSP와의
관계보다 아랍이슬람적 색채와 민족주의 정신이 강한 지역(콩스탕틴) 출신
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정치중심지인 틀렘센과의 정치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연정에 집착하지 않고 베르베르족 출신 장관을 임명함으로
써 다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
정을 했던 인물들이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초기부터 한-알제리 경협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연이어 실각하면서 일종의 문책성 인사로 바라보는 시
각이 있다.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성과가 알제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표 3. 2012년 알제리 내각

서열

부처명

성명

출신지(연도)

비고

1

총리

Abdelmalek SELLAL

콩스탕틴(1948)

정통관료. 6개 부
처 장관 역임

2

국방부차관

Abdelmalek Guenaizia

Souk Ahras
(1936)

대프랑스 독립투쟁

Dahou Ould Kablia

탕헤르(1933)

틀렘센 시장 역
임, 현재 부테플
리카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실세

Mourad Medelci

틀렘센(1943)

정통 관료로 6개
부처 장관 역임

3

내부담당 국무장관

4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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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서열

부처명

5

법무부장관

6

재무부장관

성명

출신지(연도)

비고

Mohamed Charfi

Guelma(1946)

Karim Djoudi

2007년부터 재무
프랑스
부장관 역임. 알
몽펠리에(1958) 제 리 경 제 계 의
수장

정통 법관 출신

알제리 에너지
분야의 수장. UN
대사 등 국제적
인지도가 높음

7

에너지/광업부장관

Youcef Yousfi

바트나(1941)

8

수자원부장관

Hocine Necib

티지우주(1956) 정통 행정관료

9

종교부장관

Bouabdellah
Ghlamallah

1 9 9 7 년부터 최
틀렘센
레리잔느(1934) 장수 장관

10

보훈부장관

Mohamed Cherif
Abbes

바트나(1936)

알제리 동부에서
독립투쟁

티지우주(1958)

베르베르문화운
동 주도

틀렘센(1945)

FLN의원

11

국토개발/환경부장관 Amara Benyounès

12

교통부장관

Amar Tou

13

교육부장관

Abdelatif Baba Ahmed 틀렘센(1951)

14

6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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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개발부장관 Rachid Benaïssa

건설부장관

Amar Ghoul

국가연대/가족/여성부 Souad Bendjaballah
장관
문화부장관

Khalida Toumi

대학총장 출신

비스크라
부사드(1942)

알제리 이슬람주
의자

아인 델프라
(1961)

MSP 의원 자격
으로 각료 임명.
2012년 탈당하여
신당 창당

세티프(1953)

대학교수 출신의
교육공무원

Ain Bessem
(1958)

페미니스트. 이
슬람정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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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부처명

18

통상부장관

성명

출신지(연도)

비고

Mustapha Benbada

가르다이아(1962)

연정파트너 MSP
대표

19

고등교육/과학연구
장관

Rachid Harraoubia

Souk- Ahras (동부 FLN의원. 2002
성 어거스틴 고향, 년 부 터 현 부 서
1946)
장관

20

정무장관

Mahmoud Khedri

바트나

21

직업교육장관

Mohamed Mebarki

나아마(Nâama)
전 RND 의원
(틀렘센, 1953)

22

주택/도시계획장관

Abdelmadjid Tebboune

나아마(Nâama) 모자비트 가문
(틀렘센, 1945) 출신 정치인

법학자

23

노동/고용/사회보장부
Tayeb Louh
장관

음시르다(M'sirda)
FLN 조직원
(Maghnia, 1951)

24

보건/의료개혁부장관 Abdelaziz Ziari

콩스탕틴

2007년 하원의장
에 선출

알제(1945)

부테플리카의 신
임으로 공업 분야
의 개혁 요구 받음

25

관광/수공업부장관

26

청소년/체육부장관

27

28

Mohamed Benmeradi

Mohamed Tahmi

알제

중소기업/투자진흥부
Cherif Rahmani
장관

젤파 (1945)

RND 지도부원.
2013년 개각 때
실각

체신/정보기술부장관 Moussa Benhamadi

Ras El Oued
(카빌리와
세티프 사이,
1953)

FLN 당원

29

수산부장관

Sid Ahmed Ferroukhi

알제(1967)

농식물 분야 전
문가

30

통신부장관

Mohand Oussaid
Belaid

티지우주(1947)

언론인, 2009년
대통령 후보

3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특히 틀렘센 지역과 동부 오레스 지역의 샤우이, 반프랑스 독립전쟁을
강하게 한 민족주의자들, 카빌리의 실무형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였다. 게다
가 경협의 주체였던 부서들이 하위 서열로 밀리거나 실각한 것이 가장 주
목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영화, 신도심 건설, 외국 자본 등의 유치
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33)

Ⅳ. 한-알제리 경협과 경협 주체들의 권력적 배치

2006년부터 시작된 한-알제리 경제협력은 알제리의 국내 정치 ․ 경제 상
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대국민화합정책
등을 통해 불안한 알제리 정세를 안정시키면서 경제 안정화 및 막대한 석
유 수출을 통해 쌓인 외화를 통해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꾀하고자
했다.34)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동 위주의 정책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로 알제리를 선택하였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투자 및 민영화부(이후 ‘투자진흥
부’로 바뀜)를 설립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려 했다. 도시로의 이동과 젊은 층의 인구 증가에 따른 대도시의 부족한 주

33) 2013년 9월 11일에는 2012년 각료 절반 이상이 교체되었고, 테마르 장관을 대신했던 중소
기업/투자진흥부 라흐마니 장관까지 경질되어 한-알제리 경협을 선도했던 초기 각료 대부
분이 교체되었다.
34) 2006년 2월 기준 알제리는 원유 및 가스가격 상승에 따라 610억 달러, 연말에 780억 달러
를 보유하게 되었다(｢알제리 환경 시장 현황｣ 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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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확충, 1,250km에 달하는 동서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을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였다. 투자진흥부와 더불어 국토개발 환경부가 중요
한 부서로 주목을 받았다. 2003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 동
안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를 통해 알제리 내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자 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방문을 추진
하였고 2006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 방문은 한-알제리 경
협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형성된
한-알제리 경협 TF팀은 2012년까지 총 9번이 개최되면서 현재까지 경제 교
류를 촉진시키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

1. 한-알제리 경협 당시의 알제리
한-알제리 경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6년 전후의 알제리 경제
정책 상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조와 프랑스식 유산의 관료주의
적 행태, 국민의 의식구조 등과 같은 여러 난관을 타파하고, 재선을 통해
국가 재건 의지를 굳힌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여러 경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경제 자유화’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그의 집
권 초기에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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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주도하의 경제 성장 정책을 위한 기구 신설
◎ 경제기획청 신설(Commissariat Général à la Planification et à la
Perspective): 재무부 산하에 설치하여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경제 전
반에 대한 상황을 전담하고 미래의 알제리 및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35)
◎ 경제부흥계획(PSRE: Plan de Soutien à la Relance Economique): 2001
년 신설되어 2001~04년까지 69억불을 투입하기로 함. 2006년까지
6%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36)
◎ 추가성장 지원계획(PCSC: Plan Complémentaire de Soutien à la
Croissance): 550억 달러 투입을 목표로 했지만 동서고속도로 건설, 아
파트 건설, 사하라 내륙 송수관, 사하라 종단 가스관 건설 계획의 사
회기반시설 사업 재원으로 1,20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37)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고유가에 따른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정
보통신, 농수산업, 주택건설 분야를 경제정책 3대 역점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함. 이 기간 동안 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
트(2006~09)를 추진함.38) 한국 입장에서는 농수산사업과 수도 알제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 및 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이
후 경협을 시작함.

35) “Création du Commissqriat général à la planification”(2006), El Watan. (Sep 12)
36) “Algérie: Plan de soutien à la relance éconimique: intégration des dotations budgétaires
dans les programme sectoriels”(2003), La Tribune. (July 12)
37) 주 스위스 알제리대사관. http://www.ambassade-algerie.ch/economie.
38) ｢알제리 : 알제리 개황｣(2006), pp. 31-35,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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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협 당시 알제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인한 고성장, 정치적 안정,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점진적 확대 등의 긍정적 현상 등이 호기로 작용.
당시의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한-알제리 경협 당시 알제리의 경제 지표

경제성장률

2001년(2.1%), 2005년(5.3%)

물가상승률

2000년 이후 5% 이내를 유지하다 2005년 1.6% 유지

실업률

2000년 29.5%에 비해 2005년 15.3% 기록. 단 30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
은 75%에 달해 심각한 상황

무역

수출 295억 달러(석유수입 98.6%) / 수입 116억 달러(생산재 60%, 식품 20%)

외환보유고 및 2005년 560억 달러, 2006년 780억 달러, 2000년 203억 달러에서 2006년
부채
50억 달러 이내로 줄어듦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상황과 외부적 환경 요인 등이 한국을 비롯한 많
은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특히 한국은 주변국의 지위가 아닌 관점에서
알제리와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맺고자 경협을 추진하게 되었다.

2. 1차 경협(2006년)-9차 경협(2012년)까지의 경협: 주요 관심
분야 및 쟁점들39)
2012년까지 총 9차례 이루어진 한-알제리 경협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
39) 경협과 관련된 내용은 경협 관련 신문 기사와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 그리고 필자가 참여
하했거나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TF팀 활동에
대해서는 한-알제리 경협 TF 사이트인 http://www.algeria.wo.t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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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제리의 관료주의 사회, 불분명한 산업, 시대에 뒤떨어진 은행 시스템,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세대/지역/부족 간의 일상적인 단절, 우리와는 확
연히 다른 알제리인의 정신세계, 게다가 언어 문제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
했다.40) 하지만 점진적인 사업 추진, 알제리 관료들의 한국 내 연수, 우리
의 기술 이전 등으로 단기간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총 9차례 진행된 경협의 과정 및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알제리 경협 과정 및 내용

개최
연/월

장소

관심 분야

비고

경제정책 ․ 무역 ․ 투자, 자원 ․ 에너지, 건설 ․ 플랜
트, IT, 농림, 해양수산 등 6개 분야별로 알제리
알제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과 현지 상황 등을 파
악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 알제리
고위 공무원 200여 명 초청연수사업 실시 합의.

해당 분야 알제
리 측 장관 및
고위 공무원 면
담을 통해 알제
리 측 경제개발
및 민영화 의지
확인

알제리 투자진흥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영
석유가스공사 등 42개 기관의 경제사절단 방한.
2차 2006/11 서울 민영화를 통한 한국 기업 유치를 모색하고 방한
기간 동안 정재계 주요인사 면담. 투자설명회와
민관경협 합동회의, 국내 산업 시찰.

한- 알제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포괄적 경제협
력 증진 도모

1차 2006/4

40) 주로 외국과의 경협을 영어로 하는 것에 익숙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알제리에서
의 언어 사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랍어를 국어로 사용하지만 알제리식 아랍어
가 일상적이며, 상용어인 프랑스어는 일상은 물론 공개입찰 과정이나 경제 관료들이 자연
스럽게 구사하였다. 최근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알제리 경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시 통번역을 위한 프랑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알제리에서의 언어 사용 현황은 임기대(2008,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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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연/월

3차 2007/4

장소

관심 분야

비고

산업자원부차관
부테플리카 대
1년 사이 양국 간 교역 2배 증가. 한국의 대알제 통령 예방, 대
리 투자는 7배 증가. 이에 고무되어 첨단기술 아 통령의 친서 전
알제
프리카 센터, 부이난 신도시, 사하라 프로젝트 달. 양국 간 협
등 경제협력사업을 논함.
력 사업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협조 요청

무역 ․ 투자 ․ 에너지, 건설 ․ 교통, 알제리 남부개발
프로젝트, 첨단기술 아프리카 센터, 농수산업 등
4개 분야 논의 및 협력방안 검토. 대우건설과 한
4차 2007/10 서울 화건설 등이 40억 달러 규모의 부이난 신도시 건
설 개발 우선권 확보.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와
차륜형 장갑차, 참치 축양사업 투자, 제2고속도
로 건설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예상.

5차 2008/8

이전 4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알제리 내 현지공장 설립 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 알제리 신도시 개발 및 제
2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촉구.
서울 알제리 측은 철광석 등 알제리 내 광물자원 개
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한국기업의 참여 요청. 양국은 2005년
5억 달러에서 2007년 14억 달러로 180% 급증하
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6차 2009/5

우리 측은 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 아프리카센
터 설립 ․ 운영 방안 등을 논의. 투자진흥부를 비
알제 롯 국토개발부, 에너지광물부 등 6개 부처 장 ․ 차
관과 회담을 갖고 자원개발 협력 및 플랜트 프로
젝트에 있어 한국기업의 참여확대 방안 등 논의.

신도시 건설에
관심이 많아 일
산 신도시를 시
찰

알제리가 북아
프리카에서 한
국의 전략적 경
제협력 파트너
로서 자리를 잡
아가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식

전경련과 알제
리기업인협회
간 ‘한-알제리
기업 간 협력 파
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 체결

3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표 5. 계속

개최
연/월

장소

관심 분야

비고

투자진흥부, 국토개발환경부 등 11개 부처 및 알
제리 텔레콤, 사이달(제약) 등 7개 기업 총 26명
이 내한하여 민영화와 건설 등 협의.
서울
한국 측은 섬유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과 KT가
수행 중인 시디압델라 신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짐.

통신인프라 구
축사업: 국토개
발환경부가 발
주한 사업. 시디
압델라 신도시
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2009. 1
월 계약)

8차 2011/5

알제리 측과 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 플랜트,
I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 특히 양
알제 국관계상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초첨을
맞추어 개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

알제리에서의
지분보유 제한,
제3국인 비자
발급 문제, 통
관 지연 등 한
국기업의 애로
사항 요구

9차 2012/5

산업, 정보기술(IT), 정책, 건설, 환경, 에너지, 자
원, 농수산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 특히 에너지와 산업분과에서는 지능형 운
서울
송 ․ 전력망 ․ 서비스 등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
축, 신재생 에너지 연구 ․ 전문가 협력을 제안하
는 한편, 섬유 전문가를 파견키로 합의.

정부 간 협력사
업과 연계한 민
간 부문의 IT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

7차 2010/4

하지만 지금까지 9차례 진행된 한-알제리 경협 TF 회의는 2012년 5월에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양국 간에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체 알제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무엇보다 알
제리 내 권력 지형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우리와의 경협을 주도한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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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내 파워엘리트층의 변화가 감지된다. 둘째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오랜
중병과 내년 대선과 맞물린 정치 질서의 재편에 따라 알제리 내 권력 질서
가 재편되고 있다.

3. 권력의 연속 혹은 대립/실각?
한/알제리 간의 경협에 관련하여 주목해서 볼 인물은 케릴 에너지/광물
부 장관, 테마르 투자진흥부 장관, 라흐마니 국토개발환경부 장관이다. 케
릴 장관은 알제리의 막대한 자원에 관련된 업무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
(Sonatrach)을 장악하고 있으며,41) 틀렘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대부이기
도 하다. 외형적으로는 자원 관련 국영회사를 민영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테마르 장관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관련 업무를 초기부터 총괄해왔던
인물이다. 그 또한 틀렘센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열린 2차 경협 당시 직
접 경협 대표 단장으로 참여하여 민영화 주도 및 한국 기업의 유치를 모색
하였으며,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라흐마니 장관의 경우
국토 개발(신도심, 아파트, 고속도로 등)과 관련하여 우리 측에서 중요한 파
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연정 파트너인 RND 출신이다.
초기 경협에서 이들 3인은 우리와의 경협을 주도해왔지만 최근 들어 라

41) 알제리 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소나트락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560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70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알제리 전체 국민 총생산액의 30%를 책임
지고 있다.

36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흐마니 장관 외에 2명의 막강 권력자들이 권력 서열에서 배제됐고,42) 한국
과의 경협 전선은 물론 알제리의 정치 질서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일고 있
다. 라흐마니 장관을 제외한 두 명이 권력 질서에서 배제된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와의 지속적이고도 원만한 경협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케릴 장
관의 낙마와 알제리 권력 시스템의 속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
제와 관련하여 알제리 정치시스템의 속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한 언론 매체
의 분석이 흥미롭다.43)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한 독립은 독립전쟁 세대의,
그중에서도 군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부메디엔 대통령 재임시에는 그 위상
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적어도 21세기 초반까지는 그 위상이 절대적이었다.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군과 군 정보기관(Military Service), 그리고
이들 권력자에게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알제리 중앙은행(Banque
Nationale d'Algérie)과 아프리카 최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이 있다는 것
이다. 군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부테플리카 자신도 이런 시스
템의 통제하에 군과 FLN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끌
고 자신의 권력적 기반을 보좌해줄 수 있는 인물이 케릴 장관이라고 이 언
론은 분석하고 있다.44) 케릴 장관은 부테플리카와 정치적 동지이자 대프랑
스 독립전쟁을 했던 인물이며 군과 FLN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다. 게다가 틀렘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대부이기도 하다. 이 인물이 지난
인사에서 낙마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암시해주는데, 무엇보다 2005년

42) 2013년 9월 라흐마니 장관 또한 현 셀랄 총리와의 갈등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우
리와의 경협 주도 인물 3인이 모두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43) “Algérie: Plongé au coeur du système”(2013), Jeune Afrique. (July 01)
44) 부테플리카 대통령 당선 시점인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역임했다.

∙ 370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 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부터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중병에 따른 오랜 공백으로 그 자신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뇌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패가 가
장 극심한 올해는 대통령의 3개월간 공백이 있었다. 장기간 장관직에 있으
면서 국가 인프라 사업을 주도한 그는 각종 로비 대상이 되었다. 케릴 장관
을 비롯한 측근들은 에너지 관련 시장 및 공공산업 등 알제리 시장 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역사상 가장 큰 부
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에서 집요하게 부테플리카 측근의 부패
혐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부테
플리카 대통령의 4선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언론이 측근들을 견
제하고 부패 폭로를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는 설득력이 덜하며 부테플리카 대통령 자신도 케릴 장관 재임 시절 시행
된 모든 경제 조치들을 대부분 폐기한 상태이다. 현재 부패와 관련된 알제
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며 국민의 정서 또한 이 문제만큼은 간과할 수 없
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연루된 외국 기업들은 향후 알제리 시장에서
추방시킬 것이며 가족을 비롯한 측근들의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의
관련성도 언급하는 기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없
다.45)
둘째, 테마르 장관의 실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집권 초기 부테플리
카 대통령은 기존 시스템을 뒤흔들기는 어려우며 군과 FLN을 포용하면서
도 개방화와 민영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영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기존 권력과는 어느

45) “Du pétrole vendu au noir à Londres”(2013), El Watan. (July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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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거리를 둔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대통령제 유지
와 국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테마르 장관을 오래 동
안 투자진흥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테마르 장관의 약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유능한 경제학
자이자 시장주의자,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나마 알려진 내용이다.46) 그러나 1997년부터 진행
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엄청난 사기라는 최근의 기사는 애당초 외국인들이
알제리 기업을 사서 투자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석유
외의 다른 산업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영화는 바람직한 듯이 보였지
만, 외국인들은 재정 적자와 낙후된 기업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다. 민영화를 거의 10년 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알제리 제조업은 1997년보다 낙후되었으며,47) 수입 의존도는 더 증가했다
는 분석이 있다.48) 외국 자본에 의한 민영화 시도는 오히려 민영화 담당 수
장인 테마르가 기존의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에게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
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결국 대통령의 중병으로 인한 공백도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테마르 장관의 각종 민영
화조치가 군부는 물론 기존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현재 그는
2012년 개각에서 낙마하고 스위스에 개설되어 있는 3개의 비밀 계좌 문제
로 군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테마르가 장관으로 있었던 기
46) “Temmar, le club 92 et le boucher marseillais”(2013), El Watan. (Aug 05)
47) 2001~08년 사이 민영화 대상 기업 1,200개 중 210개 정도만이 완전히 민영화되었다고 한
다. “Petit bilan...”(2013), El Watan. (Aug 05)
48) “Les privatisations des entreprises depuis 1997 : Une escroquerie à grande échelle”(2013),
El Watan. (Aug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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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기업과 자금 관련 통계자료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한다.49) 결과
가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세력들이 집권을 통
해 구축해 온 부패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현재 알제리에서는 테마르 개인의 입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재임 시 야심차게 이끌었던 투자진흥부가 현재 권력 서열에서도 밀려나고
있다(표 3 참조). 독자적인 부서로도 존속하지 못하고 중소기업부와 통합되
어 그 영향력과 필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막강 권력을 갖고 있던 케릴과
테마르 장관의 부패 혐의로 인한 낙마,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부서
들이 권력 서열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향후 우리와의 경협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Ⅴ. 2014년 대선과 알제리 정치의 미래

알제리에서 대통령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대통
령인 부테플리카 이후, 즉 장기 집권과 독립전쟁 세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알제리 대통
령이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프랑스 독립 투쟁 경험이 있거나 부모의
경우 프랑스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독립전쟁’은 알제리인
들의 자부심이자 현대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또

49) “Temmar le <<cahuzac>> algérien”(2013), ALGERIE-FOCUS. (May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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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무슬림으로서 확고한 종교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겸직할 정도로 군과 대통령의 관계가 밀접했
다. 현재는 국방차관(장관급)을 별도로 임명하여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
요한 서열에 위치시키고 있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전
통적으로 야권 인사 및 베르베르인들을 의식하여 그 지역 출신 혹은 야권
성향의 인물을 선임해왔다. 하지만 2012년 개각에서는 이 점이 약화되고
기존의 권력을 선점한 지역과 독립전쟁 지역의 중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 눈에 띤다. 어쨌든 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내부 권력 투쟁에 따라
2014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이집트, 시리아 사태와
맞물려 이런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집트 사태의 경우
1990년대 알제리 선거에서 군의 개입과 흡사함을 지적하며 알제리 정치 상
황과 비교하곤 한다.50) 하지만 알제리는 혼란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러 예측만 무성한 상태이다. 그만큼 알제리 내부 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집트와 비교되는 알제리 정치만의 특수성, 그리고 현
재 거론되고 있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들을 군과 FLN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고 2014년 대선을 앞둔 정당들의 이합집산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집트와 알제리의 경우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철권통치를 몰아내고 이슬람정당인 ‘무슬
50) “L'Egypte plonge dans le tout sécuritaire”(2013), El Watan. (Oct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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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형제단’의 무르시 정권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겪
으면서 이집트 사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중
병에 의해 정국이 불안정한 알제리 또한 이 문제를 시시각각으로 다루면서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슷한 듯 하면서 상이한 이집트
와 1990년대 알제리의 군부 쿠데타를 비교하면서 알제리 정치에 대해 이해
해보고자 한다. 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1990년대 알제리에서 일어난 쿠데타
전후의 정치 상황을 [표 6.1]을 통해 살펴보겠다.51)

표 6.1. 1990년대 알제리의 쿠데타 전후 상황

연도

내용

1988 10월: 젊은층의 대규모 시위로 군대 동원. 약 500명이 사망하여 정치 상황 혼란
1989

2월: 신헌법을 제정하여 자유/시장경제 제체 및 복수정당 도입. 복수정당 도입과
동시에 9월 ‘이슬람구국전선(FIS: Front Islamique du Salut)’ 결성

1990 6월: FIS, 지방선거 승리(54.25% 득표)

5월~6월: FIS, 예정된 대통령선거실시 요구하며 무제한 농성 개시. 질서 유지를
1991
위해 군과 이슬람주의자 간 충돌. 계엄 선포하여 FIS 지도부 체포
12월: FIS, 총선 1차 투표(투표율 59%) 승리(47,5% 득표)
1월: 벤제디드 대통령 하야. 총선 1차 투표취소. 국가최고위원회 발족(위원장:
망명인사 M. Boudiaf)
1992
2월: 비상사태 선포. 3월: FIS 해체. 6월: M. Boudiaf 피살, 폭력사태 전개. 7월:
국방장관 L. Zeroual로 교체

51) 이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알제리 역사학자 쉬투르쳄(Chitour-Chems(2004)과 아
래 프랑스 언론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여 요약한 것임.
http://www.lexpress.fr/Express/Info/Monde/Dossier/bouteflika/dossier.asp?ida=194481
http://www.lexpress.fr/Express/Info/monde/Dossier/algerie/dossi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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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연도

내용

1월: Zeroual 장군 대통령으로 선출
2월: FIS 고위책임자(Ali Djeddi 및 A. Boukhamkham: 92년부터 피감)석방
1994
12월: 알제공항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 내에서 인질사건 발생. 프랑스 대테러부
대(GIGN)에 의해 마르세유공항에서 인질 구출, 테러리스트 4명 사살
1월: 이슬람무장군(GIA), 알제 경찰본부 앞 폭탄 테러- 42명 사망, 286명 부상
6월: GIA, 파리-교외 전철(RER)에 테러, 7명 사망, 80명 부상. 10월: Zeroual 대
1995
통령, 뉴욕 UN본부에서 갖기로 한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와의 회동 취소
11월: 대통령선거 Zeroual 61%, Nahnah (Hamas, 이슬람주의자) 25,5% 득표
1월: FLN 신지도부, 타 정당들과 관계 중지.
1996 5월: GIA 대원들 7명의 프랑스 수도사 살해. 11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일부 당

은 투표 거부.
1월: Mitidja지역에서의 연쇄 학살사건, 약 450명의 희생자 발생
6월: 신설정당 RND 총선 압승.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의 학살사건 재확산. 주로
1997
수도 알제인근 지역에서 2,000여 명이 희생됨. 군의 소행으로 의심
10월: 지방선거 RND 승리(55%), FLN/MSP에 압승. 상원 80석(총 96석) 확보
6월: 카빌리 출신 가수 Lounes Matoub, 티지우주 인근에서 피살. 이 사건 이후
카빌리 지역에서 소요사태 발생, 소수민족에 의한 반정부 투쟁 본격화.
1998
9월: Zeroual 대통령 중도사임 결정, 대통령 선거 발표.
12월: 경제 및 사회 분위기 악화 중에 Ahmed Ouyahia 수상까지 사임
1월: 대통령 후보 등록 시작. 7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개방된 분위기에서 선거
4월: 6명의 대선후보 등록. 선거부정 기도에 대한 항의로 후보사퇴하고, 군부가
지원한 부테플리카 대통령 당선
1999
6월: FIS의 군조직 1997년 발표한 무장투쟁 포기를 공식 확인하고, 국가 통제에
따르기로 함. FIS지도자 Abassi Madani, 6.11 이러한 조치를 지원한다고 발표
9월: <대국민화합> 법안 국민투표 결과 98,6%의 찬성으로 채택됨

앞 내용을 토대로 알제리와 이집트의 군부 쿠데타를 비교해볼 수 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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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중반 알제리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은 외세의 도움 없는 알제
리식 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체제를 세
우기 원했다. 군이든 이슬람주의든 외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집트
의 경우와는 달랐다. 이집트 군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국내외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알제리 군의 독자적 행
보와 이집트 군의 외세 의존과는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2) <무슬림 형제단>과 FIS의 정체성이다.53) 잘 알려져 있듯이 <무슬림형
제단>은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서는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공통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민지배자들과 싸워야 했던 <무슬림 형제
단>과 이집트 군이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독립 후 나
세르 전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군과의 관계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군은
결국 <무슬림 형제단>을 불법 단체로 인정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전
열을 정비하면서 무바라크 정권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지만, 경제난이 가중되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군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52) 이집트의 쿠데타는 실제로 알제리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알제리에
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집권하자 군이 개입한 1990년대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
통령의 중병으로 인한 여러 가능성이 알제리에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분석은
“Le syndrome algérien”이라는 사설로 길게 다루어진 El Watan지 7월 5일자 기사를 참조
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53) 1928년 하산 알반나에 의해 창립되었다. 아랍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단체 중 하나이며 범
이슬람주의, 종교, 정치, 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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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이집트 군과 <무슬림 형제단> 간의 관계

연도

내용

1928

<무슬림 형제단> 창설

1936

영국으로부터의 식민통치 종식을 위한 무장투쟁 시작

1948

마흐무드 파흐미 노크라쉬 총리 암살

1952

자유종교단의 왕정 전복 협력

1954

군 출신 나세르 대통령의 <무슬림 형제단> 탄압 시작1)

1970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은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 <무슬림 형제단> 묵인

1981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사다트 대통령 피살. <무슬림 형제단> 불법화

2005

무바라크 대통령 <무슬림 형제단>이 총선에서 전체 의석 20%를 차지하자 탄
압하기 시작

2011

4월: <무슬림 형제단>, <자유정의당> 창당
9월: 하원선거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

2012

6월: <무슬림 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당선

2013

7월: 군부,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무슬림 형제단> 탄압 시작

2013

8월: 유혈 사태 수백 명 사망. 군부 <무슬림 형제단> 테러 단체로 지목하고 국
가 비상사태 선언

주: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낫세르의 등장과 더불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쫓겨나 다른
아랍국가들로 갔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아랍이슬람화 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 이들이
들어와 아랍어교육을 했지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알제리 젊
은이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이슬람주의에 경도되어 성인이 된 1990년대에 알제리 이슬
람극단주의에 빠지는 현상에 직면한다. 알제리에서 FIS의 출현은 즉흥적이며 우연이 아닌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임기대 (2010). p.377.
자료: ｢이집트 군부, 무슬림형제단 ‘와해 작전’｣(2013), 경향신문. (7월 16일) 기사를 참조하
여 저자 보완.

반면 FIS의 경우는 정당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FIS는
벤제디드 정권하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불만을 가진 군중들의 집합체이며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면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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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교적 이데올로기 노선을 추구한 <무슬림 형제단>과는 여러모로 차이
가 있다. 게다가 알제리에서의 군은 어떤 상황에서든 시민사회, 정당, 노동
조합 등과 같이 알제리를 총괄했던 ‘국가고등위원회(Haut Comité d'Etat)’를
거치지 않고 국가 내정에 간섭한 경험이 없었다. 결국 ‘국가고등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알제리 사회 특성상 이집트와 같은 식의 이슬람정당
집권은 알제리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알제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지를 생
각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알제리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슬람국가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국가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
만 국민들이 이토록 원하는 이슬람정당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
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알제리만의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한
다. 프랑스 체제의 잔존, FLN과 군의 장기 통치 체제, 사회주의 체제의 오
랜 경험, 이슬람주의 등장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들이 알제리를 지배해왔
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알제리 정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 불확실한 알제리 정치와 몇몇 불안 요소들
2012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인 벤 벨라와 샤들리 벤제디드의 사망, 2013
년 4월 알리 카피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많은 알제리인들은 알제리 독립전
쟁 세대의 역할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게다가 알제리 독립전쟁에 가담
했던 현 대통령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중병(출혈성 궤장)으로 지난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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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간의 공백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의 건
강 이상설에 대해 국무총리와 군 수뇌부가 직접 대(對)국민 설득을 해가며
대통령의 건강 호전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가 통치에 관련해서는
함구무언이다. 지난 7월 17일 휠체어에 의지한 채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돌
아왔지만 국민들은 간단한 단어조차 발음하기 힘들어 하고 앉아 있기도 힘
들어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모습에서 연일 현재와 미래의 불안감을 노골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54)
게다가 2012년 터진 알제리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의 부패 스캔들은 부
테플리카 체제를 더욱 곤경에 빠지게 했다. 민영화와 자원에 관련된 막대
한 재원을 대통령의 최측근과 그의 가족이 횡령했다는 사실, 대통령조차
부패 관련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부패 스캔들 배후에는 대통령 동
생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 민심이 극도로 돌아서고 있다.55) 2014
년 대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테플리카 이후 후계자는
누구이며 알제리는 누가 다스리게 되는가?’ ‘알제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정

54) 실제로 3선 개헌에 성공한 이후부터 4선까지는 연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연
일 보도되고 있지만, 알제리에서는 이번 중병설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다. 실
제 2013년 알제리 언론에서 차기 대권 관련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안에서
내년 대선에 대한 알제리 국민들의 열망이 엿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La maladie de Bouteflika paralyse le pays”(2013),
El Watan. (Oct 20)
55) 대통령의 동생 사이드 부테플리카는 대통령 부재 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부패 스캔들
에 연루된 인물들을 보호하고 FLN 내부에서의 권력 계승 문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언
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Saïd Bouteflika signe-t-il des décrets à la place de son frère
président?”(2013), Le Matin. (Jun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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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통령 권
한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헌법 개정을 통해 조기 대선 등을 실시하든지, 여
러 다양한 요구가 있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서 인접 이집트에서 무르시 정권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
되고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급기야 <무
슬림 형제단>은 테러 단체로 규정되었다. 알제리에서도 군과 이슬람 정당
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2013년 들어 군과 이슬람주의 정당의 움직임
을 언론에서 연일 주시하고 있고, SNS 등에서는 이들 활동과 관련된 우려
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고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움
직임에 따라 알제리식 정치가 달라지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문제와
경제 악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패 척결 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56) 그래서 이 기회에 알제리 정치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인물을 내
세워 독립전쟁 이후 세대로 자연스럽게 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알제리 국민들은 1990년대의 암울했던 시대 기억을 갖고
있기에 군에만 의지하는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군을 배제하거
나 소수 부족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집
트 상황과는 다른 알제리식 정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인물과 개별 정당이나 이슬람정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지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56) 2011년 5월의 ‘아랍통계’에 따르면 알제리인들이 생각하는 알제리의 부패 정도는 80%라
고 한다(El Watan 2012. 1. 17).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
(GCB)’에 따르면(2013. 7. 13), 알제리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은 사법부(72%), 정치정당
(67%), 경찰(66%), 공무원(62%), 군부(52%) 순으로 응답했으며 심지어 지난 총선 또한 부
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응답률이 62%에 달하고 있다(http://www.transparen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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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현재까지 알제리 정치 권력의 중심
에 있는 정당은 ‘국민해방전선’(FLN)이다. 현재는 군인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당이다. 다당제를 유지하면서
도 FLN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타 정당은 거의 들러리에 불과할 정도로
군의 막강한 후원을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60년 이상 행사해왔다. 부테
플리카 대통령은 스스로가 국방장관을 겸임하면서 군과 군의 지원 정당인
FLN을 등에 업고 집권 초기부터 자신의 정책을 펴왔다. 특히 그들의 후원
하에 다른 지역이나 부족정당,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을 포섭하여 권력 분
점 방식의 정책을 펴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알제리 군이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을 타개할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한축은 정보
부(DRS)의 지원이다. 대통령의 부재 시에도 정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정보부는 군과 독립운동 세대는 물론
RND 정당과 같이 알제리의 권력층(보수 색채의 자본가)들과도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 이 점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로 군 출신 인물
이며 FLN소속은 아니지만 FLN과 최대 연정 파트너인 RND 창립자 라민느
제루알Lamine Zeroual(1941~ )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소수민족인
베르베르족으로 부테플리카 이후의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알제리에서 군은 독립국가가 된 1962년부터 대통령직을 독점해왔다. 이
런 경향은 초대 대통령 벤 벨라부터 시작되어 국민적 영웅인 후아리 부메
디엔의 장기 집권을 통해 절정에 달했으며, 이후 작년에 사망한 샤들리 벤
제디드, 테러리즘 시대인 1990년대를 통치한 제루알 대통령까지 모두 군 출

∙ 382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 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표 7. 라민느 제루알의 주요 행적

연도
1941

주요 내용

알제리 동부 바트나 태생. 16세 때 프랑스에 맞서 알제리 독립전쟁

1989~
지상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지만 벤자디드 대통령과의 불화로 군에서 전역
1990
1993

국가고등위원회에 의해 국방부장관으로 지목되어 취임

1994~ 국가고등위원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지명되고 알제리 역사상 복수정당제 하에
1995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61.34% 득표)
1996

이슬람 폭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실시/통과. 1997년 총선
거 조기 실시 약속

1997

RND 창설

1998

군부와의 갈등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

신이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독립전쟁을 했지만 군 출신은 아니다. 하지
만 군의 지원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군의 기득권을 청산하고자 베르베르
정당, 이슬람 정당 출신 등을 각료로 임명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군을 통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2010년부터 군 출신
의 대통령 측근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 스캔들은 군의 파워가 여전히 건재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통령 중병 상황에도 대통령 측
근들의 부패 스캔들, 특히 군과 정보국, 치안 담당 부서의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각종 부패 스캔들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부에서는 부테
플리카 이후, 혹은 과도기 과정을 공식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알제리에서는
권력층을 중심으로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미 한 번의 대통령
경험이 있고, 독립전쟁 세대로 유일한 생존자인 제루알의 존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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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루알은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나름 청렴한 인물, 알제리
의 대외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 각인되고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
제루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은 여전히 부테플리카 시대에서 이후의 과
정까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가 독립전쟁 세대로써 고령이라는 점이다. 그가 샤우이족57)출신으로 현
정부의 권력층을 이루고 있는 서부 틀렘센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
도 현재로서는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병세
가 호전되지 않고, 내년 대선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
로든 제루알을 앞세운 군부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58)
둘째, ‘아랍의 봄’ 이후 알제리에서도 이슬람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의 부
활 조짐이 주목받고 있다. 이슬람주의 정당은 이미 1990년대 한때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군부에 의해 해산된 경험을 갖고 있기에, 2014년에 치러질
대선을 통해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압데레작 모르크리의 MSP,
파타 레비아이의 Ennahda, 쟈히드 윤시의 El Islah, 압델마지드 메나스라의
FC, 압달라흐 자발라흐의 El Alala 등이 모여 이슬람 정당의 정권 탈환을
논의했다.59) 그중에서도 알제리 제3정당 MSP의 압데레작 모르크리가 정치

57) 베르베르족의 일파로 알제리 동부 오레스 산맥을 거주지로 하고 있으며, 독립 전쟁시 프랑
스에 맞서 가장 격렬하게 투쟁했던 집단 중 하나이다. 같은 베르베르족 일파인 카빌리와는
많은 점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베르베르 문화를 중시하면서 이슬람을 가장 적극적으
로 실천하는 종족이기도 하다. 제루알은 이 오레스 지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바트나(알제
서남쪽 450km)에서 은퇴 후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58) Algerie Focus(2013. 6. 27). 특히 Jeune Afrique(2013. July 19)는 “부테플리카 계승 : ‘아니
오’라고 말하는 대통령 제루알”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알제리인들
의 열망을 담아 제루알이 현재 알제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
고 있다.
59) 2013년 6월 11일 이슬람주의 정권 탈환을 위해 여러 차례 수도 알제에서 회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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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알제리 이슬람 정당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부게라 솔타니를 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는 53세라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에 독실한 무슬림이라는 점이 국민들의 지
지를 받고 있다. 2013년 5월 당수로 취임한 그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대화
합 정책 일환인 FLN과 다른 야당과의 대연정에 종지부를 찍으며 독자 노
선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오로지 알제리 이슬람정당들과
의 연대, 그리고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의 적극적인
노선은 부테플리카의 중병과 국민들의 불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심지어
같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랜 기간 적대 관계를 유지한 FC와의
협력 관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일반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들은 잃어버린 지난 1990년대를 이번 대선에서 탈환해야할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제리 정치에서 주목할 수 있는 변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들의 움직임이다. 알제리 내부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세를 규합하고는 있
는 한편, ‘마그레브 알카에다’, ‘무자오’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사하라를 무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국제적
인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알제리 언론 El Watan지, La Liberté지, Journal
du Mali지 등이 지난 8월 22일 새로운 테러 집단이 탄생했음을 알리고 보
도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이집트와 시리아 사태를 기점으
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다. 이미 6월 26일 ‘마그레브 알카에다’ 역시 트위터를 통해 부테플리카 통
치의 종말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집권이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기
에 그 긴장감은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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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아프리카 이슬람 테러 단체

단체

구성

아자와드
민족해방전선(MNLA)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MUJAO)

말리 북부 투아레
알제리내 FIS 무 말리 북부 투아레
그족으로 구성.
장조직
그족
MNLA에서 분파

AQIM에서 분파

안사르딘

AQIM

카다피 몰락 후 투
카다피 몰락 후 투
알제리 반군/반정 아레그 용병들로 AQIM에서 분리하
아레그 용병들의
형성과정
부 세력으로 결성 결성. 프랑스와 협 여 서아프리카까
말리 북부 이동으
력하여 안사르 딘 지 확장
하여 성장
로 결성
과 MUJAO 공격
최종목적

활동지역

투아레그족의 해
샤리아 추종(신정 샤리아 추종(신정
샤리아 추종(신정
방 국가(세속주의)
국가 건설)
국가 건설)
국가 건설
건설
사하라 사막

마그레브 전 지역

사하라사막

사하라사막에서
대서양까지

현재 사하라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테러 집단은 크게 4개로 분류되고 있
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리비아 사태나 말리 사태, 알제리 유전지대 테러
등을 통해 드러난 무장 세력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하라의 베르베르족
일파인 음자브족과 투아레그족을 중심으로 사하라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있다. 세속주의 정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아자와드 민족해방전선
(MNLA)’를 제외하고는 대개 샤리아(Charia)에 근거한 이슬람 신정국가 건
설을 주창하고 있다.
최근 들어 2013년 1월 알제리 인아메나스(In Amenas) 가스전에서 38명
의 인질 사망, 27명의 테러범 살해를 주도했던 벨목타르(Mokhtar
Belmokhtar, 1972~ 가르다야 生)가 이 4개의 테러 집단을 규합하여 새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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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테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명칭은 ‘알무라비툰(Al-Murābitūn,
Almoravide의 아랍어 표기이다)’이라 불린다. 그가 현재 새로 연계하여 만
든 ‘알무라비툰’은 위 4개의 단체 중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
(MUJAO)’과 연합한 것이다. ‘알무라비툰’은 무엇보다 이집트의 쿠데타를
겨냥하며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한 세속주의 세력에 맞서고 이슬람과 무슬
림에 적대적인 시온주의자들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알제리와
말리에서 프랑스군 등의 외세를 배격하기 위해 무장 투쟁도 불사한다고 선
언했다. 이념적으로 알카에다의 노선을 추구하며 그들의 행동에 경의를 표
하고 추종하면서 새로운 이슬람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정하고 ‘지하드’를 통해 자신들이 숙명적으로 이를 추구
할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알제리에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 경제
적인 측면에서 민감하게 주시해야할 상황이다. 심지어 수도 알제 인근에서
조차 예전에 비해 테러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는 알제리 정세가 예전만큼
안정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언제든 테러는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심지어 수도 인근 지역의 테러집단도 예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
났다고 한다.60)
테러가 빈번하다보니 다른 사회적 불안, 특히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60) 알제리 정부는 테러와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리 동쪽의 Kabylie 지역만 해도 400
여 개의 테러집단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특히 부메르데스, 부이라, 티지우즈, 베자이아 지
역에서는 280여 개의 테러집단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http://dza.mofa.go.kr/korean/af/dza/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
5129%26seqno=993892%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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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또한 알제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가정이나 길, 지역,
학교 등지에서 불과 몇 년 전에는 볼 수 없던 폭력이 만연하고 있어 알제리
사회의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61)

Ⅵ. 나가면서

아프리카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알제리. 이런 관계를 맺은
이유는 무엇보다 알제리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다. 알제리는 잘
알려져 있듯이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가이다.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머리는 프랑스, 몸통은 아프리카, 다리는 아랍에 있는 국가가 알
제리이다. 우리에게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치 유대 관계는 물론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그동안 총 9차례의 한-알제리 경협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작
금의 상황에서 경협이 남겨둔 문제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9차례 이후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협, 한국의 신도심 건설 등과 같이 여러 사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자동차 등의 한국 상품 판매 부진 등이 알제리와의
미래 경협을 바라보는 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1) “Assassinats, Agressions, vols et viols en hausse: pourquoi les Algériens sont violents”(2013), El Watan; “Des experts en parlent: y a-t-il une fatalité de la violence?”(2013), El Watan. (O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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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제리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생각보다 미미한
성과 오히려 애로 사항을 하소연 하는 일이 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
할까? 이 문제는 알제리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제리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너무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 의한 10년간의 암흑기, 부족과 지역의 문
제, 경제 위기 등 흔히 이슬람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가 갖고 있는 총체
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다. 이런 문제를 간과한 채 경협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우리 식의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알제리의 여러 변수들, 특히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측가
능하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작은 연구에 불과하다. 부테플리카 체제의 정치와
개각을 통한 정부구조, 그에 따른 한-알제리 경협 상황 및 권력구도의 변화,
여전히 알제리 내에 내재된 불안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알제
리는 이슬람국가이지만 서구식 정치제도, 아프리카의 후진성(부패)을 동시
에 갖고 있다. 이슬람과 서구식의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부패/폐쇄성과 같
은 후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알제리 내 권력 지형과 내부의 복
잡한 상황과 결부되어 있고,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알
제리는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점과 현재를
비교하여 강점과 약점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와 연관된 권력의 배제 혹은
낙마 등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미 3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에 새 정부는 착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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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족과 지역 문제는 결국 알
제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요한다. 흔히 알려졌듯이
독립 후 알제리는 오랫동안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집요하게 고수해왔다. 하
지만 경제개발계획 정책과 더불어 2006년부터 알제리 헌법에서 지중해문
명권에 근거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살려가고 있어 아랍이슬람은 물론 베르
베르 문화를 위시한 프랑스 문화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런 관점은 현대 알제리 정치와 불안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입장
을 갖고 국가 단위의 협력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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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새삼스럽지 않다. 경제성장 면에서는 IMF가 2015
년까지 연평균 5.8%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로 이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선진국 및 신흥국들이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으로 2030년에 세계 인구증가의 40%을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
년까지 4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등 기존의 자원 시장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소비시장으로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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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미국과 중
국은 새로운 정부 구성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2년 무역과 투자에서 크게 신장하고 있
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新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차이나프리카’에 대항하기 위한 ‘유에스아프리카’의 전략 가운데 하
나로 미 아프리카 사령부 설치 가속화 등 군사적 접근도 선택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아프리카 중시정책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와 함께 아프리카를 선택했다. 이는 아프리
카와의 정치적 유대 강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자국
기업의 진출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으
로 아프리카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2013년 말에는 교역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밖에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탄자니아에
100억 달러 규모 항만건설 및 남아공 철도 재건을 위한 50억 달러 차관 제
공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G2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에 집
중하면서 아프리카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세력 균형추로 부각되고 있다. 일
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지나친 정부개입이나 중국의 저가 공업제품
및 노동자 유입 공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적극적 방어 자세를 갖추기 시작
했다. 특히 그 동안 중국의 집중적인 투자와 원조를 받아왔던 아프리카의
중국 경계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 新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만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

1) 반면 미국은 1,000억 달러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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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미 ․ 중 등 아프리카 진출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진출 전
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新정부의 주요 공약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프리카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와의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를 둘러싼 강대국, 특히 미 ․ 중 신정부의 아프리카 진
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新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입안에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오바마 2기 미 행정부와 시진핑 국가 주석 취임 이후의 중국
등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두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분석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신정부가 주목하는 아프
리카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각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살펴볼 것이
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新아프리카 전략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아프리
카 국가들과의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기치에 의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아프리카 접근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한
국의 미 ․ 중과 차별되는 아프리카 진출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에 연구된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분석하고 이
를 미 ․ 중의 新정부 등장 이후 변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비교분
석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아프리카 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책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新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과 비교하는데 유
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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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와 기존 연구 검토

1.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
아프리카는 54개국으로 구성된 대륙으로 약 10억 5,000만 명의 인구와
약 2조 달러(2012년 기준)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경
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원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
으며 최근 지속적인 개발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백금류(전세계
80%), 망간(80%), 크롬(75%) 등 전략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원유 12%)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 미국, EU 등 산업화가 발달된 혹은 신흥공업국의
자원수요 대체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으며 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
고 아프리카의 경제규모가 2000년 대비 3배 성장하였고, 2013년 4%, 2014
년 4.6% 등 꾸준한 GDP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프
리카 대륙 국가 중 27%가 중진국에 진입하였고, 2015년까지 약 75%(40개
국 이상)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이처럼 아프리카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 요인은 다음
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 Ernst & Young(2012), “2013 Africa attractiveness survey.” www.ey.com/attractiveness
(accessed Ma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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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프리카 총생산(GDP)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2013).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개선이다.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경제는 본격적으
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국은 IMF, World Bank, 원조기관 등의 정책적 지원과 정부의
개혁과 정책적 노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예산 적자와 부채 규모
를 줄이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이 천연자원개발에서 서비스산업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의 과거 10년간 성장 동력은 대부분 천연자
원에 기반을 두었는데, 2000년 이후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아프리
카 성장의 60% 이상이 농업, 제조, 건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이루어고
있다는 점에서 광물자원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역 규모의 성장과 교역국 다양화이다. 아프리카의 교역은 과거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의 급격한 무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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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교역국의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2000년 이후 무역
규모가 4배 이상 성장하였고, 비록 아직도 최대 교역 국가는 유럽연합이 차
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무역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년 전 1%에서 현재에는 20%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흥시장
국가와의 무역 중에는 60%가 중국과의 거래로 조사되었다.3)
넷째, 활발한 인프라 투자를 들 수 있다. 운송 및 물류, 전력 인프라 미비
는 아프리카 진출시 고려되는 가장 주요한 리스크들이다. 전체 인프라 프
로젝트의 42%, 전체 자본투자의 41.5%가 운송 및 물류 인프라 부문이며 전
체 인프라 투자의 37%가 전력, 41%가 운송에 집중되어 있다. 국별로는 남
아공이 인프라 프로젝트 1위로 프로젝트 수 134개, 약 1,300억 달러 규모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아프리카 대륙에 부는 민주주의 바람이다. 아프리카는 지난 25
년간 느리지만 조금씩 정치개혁과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다당제 등 민주적인 방식의 선
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지만 인권, 보건, 교육, 사
회복지 분야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아
프리카 45개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르
완다는 민간 분야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장 큰 개
선을 보여주고 있다.
맥킨지 조사(McKinsey 2012)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아프리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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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들은 향후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84%가 2년 후 지
금보다 더 잘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아프리카가 기존 자원시장의 가치에서 급증하는
인구 및 소득 등으로 소비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
프리카 주요 소비시장은 54개 국가들 중 10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알제
리, 앙골라, 이집트,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공, 수단, 튀니지
등 10개국이 2011년 기준 아프리카 민간 소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미 아프리카 민간소비는 인도나 러시아보다 높아 2010년 민간소비는 5,680
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큰 사업기회인 소비재 산업은 4,1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류 및 식료품 등 소비재는 1,850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45%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 거주 아프리카인의 소득 내 소비 중
음식과 식품 비중은 BRICs 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및 러시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소비시장 성장의 요인은 ‘폭발적 인구성장’, ‘젊은 연령
층 시장’, ‘낙관적 소비층’, ‘꾸준한 도시화’ 등이다.
가. 폭발적 인구성장
아프리카는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은 대륙으로, UN에 따르면 2030년에
세계 인구증가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동가능
연령대 인구 성장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2040년까지 아프리카 노동가능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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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인구는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 이러
한 변화는 향후 수십 년간 아프리카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노령화 증가가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와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프
리카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 및 풍부한 노동인구 비율로 경제성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노동가능 인구 증가율

(단위: %)

자료: McKinsey(2012), “The Rise of the African Consumer.”

이러한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과 풍부한 노동력 확보 가능성으로 인해 아
프리카 제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며, 시장 성장에 따라 글로벌
최적지 제조 거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많은 일
본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이다.
파나소닉은 새롭게 아프리카에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을 일체화한 ‘태
5) 아프리카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1950년 1억 2,000만 명에서 2010년 10억 명을
돌파, 60년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2050년에는 20억 명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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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랜턴’을 출시할 예정으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랜턴은 USB 연결 단자를 갖추고 있어 휴
대 전화기의 충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파나소닉은 UAE의 두바이를 거
점으로 백색 가전과 평면 TV를 출하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서는 건전지를
40년 전부터 생산하고 있다. 파나소닉 담당자는 “아프리카는 유망한 시장
이며, 정치적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지만 급성장을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닛산 자동차는 남아공과 이집트, 케냐 등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은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적지 생산을 진행하는 가
운데 향후 시장으로의 성장이 동반되면 아프리카에서 현지 생산 비율을 높
일 예정이다. 담당자는 “단, 50여 개의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은 다르며 시
장의 취향과 메이커 점유도 각각 다르다. 그러한 상황을 판별해나갈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밖에 NEC는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업무용 IT 기기를 선보이고 있는
데,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네트워크 관련 수요가 왕성하고, 아프리카에서
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12월 사하라이남 지역을 총괄
하는 현지 법인 ‘NEC 아프리카사’를 설립하고 그 거점으로 나이지리아와
케냐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를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 젊은 연령층 시장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인구의 연령대가 가장 낮다. 중국의 20세 미만인
인구가 28%에 불과한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 50% 이상이다. 맥킨지는 도
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6~34세의 연령대가 전체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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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와 젊은 층 인구의 증가로 소비 습관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층은 최근 아프리카 인터넷 인구의 증가와 함께 온
라인으로 정보를 조사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상품이나
가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거보다 브랜드에 민감하고 최신패션
과 트렌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소비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 1. 아프리카 연령대별 소비 성향

설문조사 내용

16~34세(%)

45세 이상(%)

쇼핑 전 온라인 검색을 함

67

32

브랜드 및 최신 트렌드 선호함

53

33

신상품을 지인들보다 먼저 사용해보는 편

44

28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음

40

27

자료: McKinsey(2012), “The Rise of the African Consumer.”

다. 낙관적 소비층
아프리카인은 대체적으로 자국에 대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맥킨지 조사(201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84%가
자신의 가족이 2년 후 더 잘살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0년
까지 아프리카 가정의 50% 이상이 일정 소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현재 8,500만 가구에서 2020년 1억 3,0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인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이 보다 더 낙
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예를 들어, 가나인의 97%가 경제에 낙관적인
반면, 북아프리카인은 10~15%의 응답자만이 2년 후 잘될 것이라고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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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낙관성으로 대부분의 소비 영역에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구매 행동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소비
자의 30%가 소비빈도가 예전보다 높고, 고가 신상품을 사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아프리카 소비 성장률 중 40%가 연간 평균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는 이 소비층이 전체 가구의
1~2%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그 수와 평균 소득의 수준에 있어서 세계 평균
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아프리카인의 미래에 대한 낙관성

(단위:%)

자료: McKinsey(2012), “The Rise of the African Consumer.”

라. 꾸준한 도시화
유엔은 향후 아프리카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향후 10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는 전망 속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 인구는 1975년 1억 800만 명에서 2010년 3억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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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6억 6,100만 명, 2050년 12억 명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11~30년 나이지리
아와 DR콩고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시인구증가율은 매년 2~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기간 아프리카에서는 농촌 인구도 급격한 증
가세를 보일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였다.6) 국별로는 2011~2030년 에티오피
아 ․ DR콩고 ․ 탄자니아 ․ 케냐 ․ 우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매년 1.3%
를 웃도는 농촌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 아프리카 전체 ․ 도시 ․ 농촌 인구 추이와 증감률

인구(백만 명)

연평균 증감률(%)

1970

2011

2030

2050

1950~
1970

1970~
2011

2011~
2030

2030~
2050

전체인구 230

368

1,046

1,562

2,192

2.35

2.55

2.11

1.69

도시인구 33

87

414

744

1,265

4.82

3.82

3.09

2.65

농촌인구 197

282

632

818

927

1.79

1.97

1.35

0.63

연도

1950

자료: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2012년 3월)
UNDESA,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http://esa.un.org/unup/CD-ROM/Urban-Rural-Population.htm(accessed Nobember 12, 2013).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도시인구는 40%로, 도시인구 비율이 30%인 인도
보다 더 높고, 45%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도시화 전망은 소비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게 하는데, 도시인구의 소비지출은 농촌인구 지출의 2배 정도 증가하고 있

6)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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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후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 인구 1인당
소득은 국가 전체 소득보다 평균 8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 예를
들어 가나의 경우, 나라 전체에서 가처분 소득 5,000 달러 이상인 가구가
29%인 반면, 수도 아크라에서는 55%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4. 아프리카 도시인구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UN Habitat(2010), “The State of African Cities 2010.”

이는 도시 인구밀집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발적 인구증가, 젊은 연령층 시장, 낙관적 소비층 그
리고 꾸준한 도시화 등은 특히 아프리카 의류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전망된다.

2. 기존 연구 검토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분석한 논문 및 보고서는 국내외에
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이는 최근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목
7) UN Habitat(2010), “The State of African Citi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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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들과 인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강대국의 아프리
카 진출 전략에 대해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영호(2011)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해 분석하고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도 함께 소개하고 있
다.8) 또한 박영호 외(2011)의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에서는
아프리카의 잠재적 가치와 이를 둘러싼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
도 등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특징 그리고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등
을 제시하고 있다.9) 이밖에 KOTRA(2013) Rich Africa, Blue Africa 보고
서를 통해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이 원조에서 통상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는 이창형(2012)이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
의 시사점을 통해 중국이 아프리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제3세계에서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
한 교류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상현(2010)은 글로벌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아프리카 전략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
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해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 강화에 대한 전
략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강준영 외(2010)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ODA전
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정책과 자원 확

8) 박영호(2011),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박영호 외(2011),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08

미 ․ 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 연관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 유동원(2010)은 중국의 대아
프리카 소프트파워 외교와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김주환(2007)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미국과 중
국의 대아프리카 자원각축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및
군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적인 활동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논문이나 단행본 등이
많이 발간되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David H. Shinn(2011)은 “China’
Growing Role in Africa: Implications for U.S. Policy”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에 보이는 관심에 대해 에너지 등 자원 확보와 국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우
방국 확보, 중국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아프리카 중요성 그리고 아프리카에
서의 대만과의 관계 등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중
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무역확대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음을 지적하
며 미국에게 있어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David Makwerere and Ronald Chipaike(2012)는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frica: A New Scramble or a New Cold War?” 논문에
서 아프리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
두 국가가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는다는 점을 리비아의 사례를 들어 제시
하기도 했다.10)
이밖에 Vivian C. Jones and Brock R. Williams(2012)는 “U.S. Trade and

10) David Makwerere and Ronald Chipaike(2012),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frica: A New Scramble or a New ColdWa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2 No. 17. (September)

40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Investment Relations with sub-Saharan Africa and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AGOA 연장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
그러나 최근까지 발표한 논문 및 단행본들은 오마바 2기 행정부 및 시진
핑 주석 등장 이전의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정책들이 대부
분이고 오마바 2기 행정부 및 시진핑 집권 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정책들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Ⅲ. 미 ․ 중 新정부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1. 최근 미 ․ 중의 아프리카 정책
2000년 이후 글로벌 경제의 두 축으로 등장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력 부
상은 아프리카 경제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자원 블랙홀은 세
계 자원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아프리카는 자원개
발과 그에 필요한 인프라개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자원뿐만 아니라 교역 측면에서도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교
역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에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영국, 프랑

11) Vivian C. Jones and Brock R. Williams(2012), “U.S.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ith
sub-Saharan Africa and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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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견제
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 지위를 2009년 중
국에 빼앗긴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新아프리카 진출 전략 발표(2012년 6월 14일)를 통해
아프리카를 외교 ․ 안보 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 중 하나로 둠으로써 아
프리카 진출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 정치권에서도 중국의 공세적인
아프리카 진출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아프리카 중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경쟁자인 중국에 기회를 잃고 입지 또한 약
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 아프리카 분과 보고서
(2012년 3월 7일)에서는 “가치를 중심에 둔 미국의 對아프리카 정책을 약
화시킬 수도 있는 중국의 급부상을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국이 아
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 또
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맞서 아프리카 사령부 설치 등 군사적 접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말리 공습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각국의 테러부대 훈련을 돕는 등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
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방문지 중 하나로 아프
리카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중시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아
프리카 진출 전략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 확보와 자국 기업의 진출 강화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가운데 석유의 대외 의존도는
1996년 17% 수준에서 2020년에는 7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임은모(2013), ｢G2의 新 아프리카 전략과 아부다비의 대응｣, Breaknews. 2013년 3월 19일.

4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이는 미국이 2018년부터 에너지 자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중시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2011년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액
중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비용이 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고, 다음으로 철도건설(18.5%), 댐 건설(9.2%), 철광석 개발(7.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시진핑 정부 역시 에너지 안보의 실리외교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접근 및 전략에 있어 ‘베이징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모델 전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아프리카를 둘러싼 각축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협
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미 ․ 중 양국은 이미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논의 틀
을 구성했는데, ‘China-U.S. Global Issues Forum’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러
한 대화 채널을 통해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체
제에서, 미국과 동시에 지구촌 문제를 주도하는 신 양극(bipolar)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는
아프리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기도 하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
쟁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지구상 마지막 대륙’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또한 2차적 목표로는 국제질서 재편기의 주

13) “China Business Review”(2013).
14) 김주환(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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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 영향력을 놓고 치열한 견제와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양
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치열한 경쟁 속에 라미도 사누시 나이지리아 중앙은
행 총재는 “미국에 이어 중국 역시 아프리카 경제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식
민국가이다”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아프리카 경쟁은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
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5) 이와 같은 사누이 총재의 경고
는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
프리카 국가들도 무역 및 투자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존의 식민종주국 의
존 경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 행위 주체로서 일어서려는 노력을 취하
고 있다.

2. 미국 오바마 2기 정부의 新아프리카 진출 전략
2012년 8월 1일 미 클린턴 국무장관이 세네갈 대통령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사람들은 보잉, 페더럴 익스프레스,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대표적
인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이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논의하던 외
교와는 다른 형태였다. 즉 아프리카에서의 무역과 투자 증대를 위한 오바
마 행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프리카의 확대되는 중산층
은 iPad와 팸퍼스(기저귀) 등 미국 상품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카슨 미 국무부 차관보의 2012년 6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자세 전환은 오바마 행정부의 ‘新
15) “Africa must get real about Chinese ties”(2013), Financial Times. (Marc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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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전략’ 발표 이후 시작되었다.
버락 오마바 미행정부는 2012년 6월 14일 교역 ․ 투자 확대, 민주적 제도
강화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新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였다. ‘新아
프리카 전략’의 주요 내용은 빈곤, 부패와 치안 불안 등으로 고통 받는 아
프리카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역 확대, 평화 정착, 안보와 국정 관리 체계
강화, 민주적인 제도와 관습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16)
오바마의 ‘新아프리카 전략’ 발표는 무역과 투자에서 크게 신장하고 있
는 중국의 對 아프리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크리스
쿤스 아프리카 소위 위원장(상원)은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서 장기계약을 독점적으로 따내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들
의 아프리카 진출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17)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확대를 위한 AGOA법의 연장과
확대(35개국에서 41개국), 기업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국은 아프리카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공격적
인 아프리카 진출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정부에 아프리카 중시 정책을 요
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외교 ․ 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를 우선순위 중 하나로 둠으로써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은 ‘차이나프리카’에 대항하기 위한 ‘유에스아프리카’의 전략 가운데 하

16) “U.S. Strategy toward Sub-saharan Africa”(2012, June).
17) ｢차이나프리카 vs 유에스아프리카 … 중 ․ 미 각축전 가열｣(2013), 중앙일보. (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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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군사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말리 공습을 지원하고, 아
프리카 각국의 對 테러 부대 훈련을 돕는 등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
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현재로서는 열세에 있는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이 공격적 모드로 변화하
고 있다. 최근 미국은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 무인정찰기(드론) 기지를 만
들 계획이다. 새로운 테러리즘이 예멘 등에서 소말리아, 사헬지역 등에 출
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미국이 공식
적으로 아프리카를 외교와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 중 하나로 뒀다
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소홀한 틈을 타 아프리카에서 급부상
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18)
오바마 2기 행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의 변화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협력에 있어 기존의 ‘원조’ 우선에서
‘통상 파트너’로의 관계 전환이다. 이는 오바마의 ‘新아프리카 전략’ 발표
와 함께 경제협력 확대 전략에서 엿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7
월 아프리카 3개국(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특히 탄자니아 방문기간에 미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원조’에서 ‘교역 파트너’로의 전환을 표명하는 ‘新아프
리카(New Africa)계획안’을 발표하였다.19) 또한 2013년 6월 아프리카와의

18)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투자에 집중해
왔다. 10년 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은 150억 달러 선이지만 2013년 말에 이르면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 “Obama backs ‘new model’ for Africa in Tanzania speech”(2013), BBC.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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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증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대아프리카 수출을 늘
리기 위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민간투자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둘째, 오바마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밝힌 ‘Power Africa’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전력시장 진출 등 미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인프라구축에 진
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주
요 인프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셋째, ‘AGOA’ 관세혜택 연장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확대를 강화하
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아프리카 교역은 중국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으로 AGOA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증대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AGOA는 2000년 5월 18일 입법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과 네 차례
의 연장 끝에 최근 2015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상황이다.
넷째, 수출입은행 중심의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2012 회계연도기준, 150억
달러의 수출금융을 제공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금융
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의 원활한 파이낸싱 확보를 보증하
기 위함이다.20)
이처럼 미국이 군사, 외교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더
이상 중국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을 태세를 보임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진출 역시 이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 성공사례를 보면, 미 수출입은행이 2012년에 나이지리아 수처리 기업인 WATTCCON사에
지급보증 형태로 950만 달러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공하였고, WATTCON은 동 지원금을
바탕으로 GE로부터 수처리 관련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KOTRA(2013), “Rich Africa, Blue
Africa.”

∙ 416

미 ․ 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가. 교역 ․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1) 미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현황
미국은 아프리카와 경제관계에 있어 종전 자원개발 투자 중심에서 사회
인프라, 소비시장 등으로 투자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2002~11년 동안 미국 기업은 아프리카에 48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 인프라
및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21)

표 3. 미국-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전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무역투자
환경개선

․ 아프리카 각국의 무역투자 환경개선을 위해 법률, 규제, 제도 개혁 지원
․ 이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과 정부 간 협의체 운영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 재정지출 관련,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정부패 해소 지원
․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지역 간
경제통합

․ 아프리카 경제통합 지원을 통해 시장규모 확대 및 비즈니스 비용절감
지원
․ 국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관제도 현대화, 비관세 장벽 완화 유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AGOA법 및 GSP 혜택 연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확대 지원
․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미국 수출 시 표준, 인증 취득 지원

美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 ‘Doing Business in Africa Campaign’을 통해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아
프리카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 확대

자료: KOTRA(2013).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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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세네갈, 남아공, 탄
자니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였는데, 이는 2008년 당선 이후 첫 임기
중이었던 2009년 환승을 위해 가나에서 20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
면 공식적인 첫 방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프리카를 ‘통상 파트너’ 관계로 재정립하
면서 2012년 ‘신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최빈국
에 대한 무역특혜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을 2015년까지 연장키로 결
정했으며, 2013년 6~7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민
관이 아프리카 전력개발에 160억 달러를 투자하는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22)
이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은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성장, 중국의 지
속적인 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따른 견제, 미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정책적 고려를 촉구하는 미 의회, 싱크탱크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 및 싱크탱크 등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대
한 정책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23)
오바마 행정부가 ‘파워 아프리카’를 추진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절대
적으로 부족한 전력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의 제조업 육성과 광물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
22) “A closer look at Obama’s $7 billion plan to bring electricity to Africa”(2013),
Washington Post. (July 2)
23) Brookings Institution(2013), “Top five reasons why Africa should be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March); Chris Coons(2013), “Embracing Africa’s Economic Potential”
(March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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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프리카의 전기보급률은 30.5%에 불과하여 인구의 3분의 2 이상(5억
8,500만 명)은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인구의 85% 이상
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100% 전기를 공급하려면 3,000억 달러 이상의 투
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4)

표 4. 2009년 세계 지역별 전기보급 현황

전기 미보급 인구
(백만 명)

전기보급률(%)

아프리카

587

북아프리카

도시(%)

농촌(%)

41.8

68.8

25.0

2

99.0

99.6

98.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85

30.5

59.9

14.2

아시아 개도국

675

81.0

94.0

73.2

중국 & 동아시아

182

90.8

96.4

86.4

남아시아

493

68.5

89.5

59.9

라틴 아메리카

31

93.2

98.8

73.6

중동

21

89.0

98.5

71.8

개도국

1,314

74.7

90.6

63.2

전 세계

1,317

80.5

93.7

68.0

자료: IEA(2011), World Energy Outlook.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 증대 그리고 미국

24) IAEA(2011), World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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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진출을 위해 아프리카의 전력상황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
다. 미국의 ‘파워 아프리카’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단계로 아프리카 6개국에 미정부 70억 달러, 민간사업자 90억
달러 등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대상국가는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이며 향후 우간다와 모잠비크
등도 원유 및 가스자원 관리차원에서 파트너로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1단
계에 선정된 6개국에서 전력 없이 생활하는 인구는 총 2억 2,560만 명 이상
으로 이는 사하라이남 지역의 5억 8,500만 명 중 약 40%에 달하는 숫자이다.
미국의 정부부문 투자계획에는 국제개발처(USAID) 및 해외민간투자공
사(OPIC) 등 6개 정부투자기관 등이 향후 5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이며, 민간사업 참여자들의 투자 계획에는 GE 등 민간기업, 투자은행 등이
8,0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90억 달러를 투자, 파트
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림 5. 아프리카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종가 관세(AD VALOREM)평균(2013년)

자료: BROOKINGS(2013), “African The Growth and Opportunity Act,”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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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에 마감될 AGOA25)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를 통
해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미국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아프리카에서 제
조업기반 구축 및 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뿐만 아니라 레소토와 에티오피아와 같
은 나라로 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주로 섬유산업)의 제조
업 투자에 의한 대미수출 증가 덕분에 국가 성장을 주도할 있는 발판을 마
련하였다.
표 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의 실질 GDP 성장26)

’04-’08
국가그룹
2009
2010
2011
2012(P)
평균성장률
원유수출국
8.6
5.1
6.6
6.3
6.7
중소득국
5.0
-0.6
3.8
4.5
3.4
저소득국
7.5
5.4
6.4
5.5
5.9
파탄국가
2.5
3.1
4.2
2.3
6.6
전체 SSA
6.5
2.8
5.3
5.2
5.3
세계
4.5
-0.6
5.1
3.8
3.3
자료: IMF(2012),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단위: %)

2013(P)

6.0
3.8
6.1
6.5
5.3
3.6

25) AGOA는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통합을 촉
진하기 위한 대아프리카 정책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네 차례 연장됨. 이 법에
따라 AGOA 수혜 국가는 대미국 수출 시 무관세 ․ 무쿼터(DFQF)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수혜국은 34개국이었으며 2013년 현재 41개국으로 확대. 주요 수혜국은 케냐, 나
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나, 모잠비크, 남아공 등(마다가스카르는 자격 정지 상태)
26) 원유수출국: 앙골라, 카메룬, 차드, 적도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콩고.
중소득국: 보츠와나, 케이프베르데, 가나, 레소토,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네갈, 세이셸, 남
아공, 스와질랜드, 잠비아.
저소득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감비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파탄국가: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리아, 기니
아, 기네비소, 라이베리아, 상톰프린시페, 토고,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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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아프리카의 무역
이처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가 호조를 보이자 미국은 AGOA연
장을 통한 무역확대와 더불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
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교역 면에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40% 감소하여 교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다시 29.5%와 17%씩 증가하였다.27)
최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교역은 아
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기준 미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 740
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전체 수입액의 3.4%에 불과하
다. 또한 동 기간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203억 달러로 미
국 전체 수출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양 지역의 교역량은 624억 달러에서 943억 달러로 51% 증가
하였다.
표 6. 미국의 SSA국가와의 교역

(단위: 십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10-’11년 변동(%)

수출

18.0

14.6

16.4

20.3

24%

수입

86.1

47.9

64.4

74.0

15%

교역량

104.1

62.4

80.8

94.3

17%

AGOA적용 수입

65.1

33.5

43.9

53.8

23%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rade Dataweb(2013), http://dataweb.usitc.gov.

27) IMF(2012), “Regional Economic Outlook,” http://www.imf.org. (accessed June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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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 중 특징적인 것은 교
역 비중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입 국가 중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전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입 중
4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앙골라(19%), 남아공(13%) 등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입품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남아공
으로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나이지리아(22%), 앙골라
(12%) 등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다.28)

그림 6.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수입 및 수출대상국(2011년 기준)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rade Dataweb(2013), http://www.usitc.gov.

또한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교역 특징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 수입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미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수입한 에너지 자원 금액은 589억 달러에 이르며, 따
라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에너지 자원 부국과의 교역규모가 크다. 나이
지리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 수입 중에서 56%를 차지하는
28)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rade Dataweb(2013), http://www.usitc.gov(accessed
June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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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미국 전체 에너지 수입의 7.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앙골라로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이며 차드는 5%, 콩고공화국이 4%로
뒤를 잇고 있다.

표 7. 2010~11년 미국의 SSA로부터의 10대 수입품목

(단위: 십억 달러)

품목

2010

2011

2010-2011 성장률

화석연료 및 오일

51.38

58.97

14.8%

귀금속

3.95

4.33

9.8%

차량

1.61

2.16

34.1%

코코아 및 관련 재료

1.04

1.27

22.6%

유기물질

1.22

1.66

-4.7%

철광석 및 제강

0.76

0.89

16.7%

광 ․ 슬랙 및 회

0.67

0.79

17.7%

섬유류

0.40

0.46

26.3%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0.36

0.46

26.3%

의류 액세서리 및 니트류 등

0.39

0.44

14.3%

기타

2.58

3.08

19.4%

총액

65.35

74.02

15%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rade Dataweb(2013), http://www.usitc.gov.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수입품보다 다양하다. 2011
년 기준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으로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운송장비(17%), 연료
(8%), 항공기 및 부품(7%), 전자제품(6%) 등의 순서이다.29)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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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0~11년 미국의 SSA로의 10대 수출품목

(단위: 십억 달러)

품목

2010

2011

2010-2011 성장률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3.43

3.93

14.30%

차량

2.40

3.45

43.60%

화석연료 및 오일

1.41

1.84

30.30%

곡물

1.36

1.79

31.60%

항공기 및 부품

1.11

1.51

35.70%

전자제품 : 음향 및 TV

0.81

0.75

-7.70%

특별 분류 항목

0.60

0.72

18.50%

귀금속

0.42

0.62

44.90%

안경, 사진, 의료 등

0.60

0.58

-3.50%

플라스틱과 그 제품

0.47

0.56

20.40%

기타

3.81

4.57

19.80%

총액

16.44

20.30

23.50%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rade Dataweb(2013).

3)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2011년 기준 34억
달러로 남아공(7억 2,200만 달러), 앙골라(7억 700만 달러), 가나(2억 500만
달러), 라이베리아(1억 1,300만 달러)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자
누적 금액으로는 모리셔스가 73억 3,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
아공이 65억 4,6000만 달러, 앙골라 56억 9,6000만 달러 등의 순서이다.
또한 유엔통계(2012)에 따르면, 201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유입된
전체 FDI는 350억 달러로 나이지리아(89억 달러), 남아공(58억 달러) 그리
고 가나(32억 달러) 순으로 유입되었다.30)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42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대한 미국의 FDI는 미국의 전 세계 FDI의 단지 1%에 불과한 실정이다.31)

표 9. 2011년 기준 미국의 SSA국가 주요 투자국

(단위: 백만 달러)

주요 투자 국가

투자 유입 금액

누적액

모리셔스

45

7,330

남아공

722

6,546

앙골라

707

5,696

나이지리아

-35

4,994

가나

250

2,334

적도기니

37

2,076

라이베리아

113

964

케냐

-40

292

잠비아

-1

138

자료: Analysis by CRS based on data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또한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FDI 분야는 광물산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누적 FDI 투입액 570억 달러 중 33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업과 제조업 등의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제조업 투자 대부분은 남아공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아공은 전체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제조업 투자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3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p. 169.
31)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3), http://www.bea.gov/surveys/fdiusurv.htm(accessed
June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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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SSA국가 산업별 투자 금액
(단위: 2011년까지 누적, 백만 달러)

자료: Analysis by CRS based on data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나. 안보와 국정체제 강화 등 정치 ․ 군사 협력
미국의 아프리카 군사적 진출은 2001년 9 ․ 11 사태 이후 지부티 캠프 레
모니어(Camp Lemonier)를 프랑스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테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2008년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북동부의 ‘아프리카 뿔’지역이나
내륙의 사헬지역에는 이슬람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1998년에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이 테러 공격을 당했고 2005년 7월 런던의 지하철
폭파 사건에는 아프리카의 테러 조직이 관여했다는 보고들이 있다.32) 또한
최근 알카에다는 리비아 카다피 붕괴 이후 불안정한 북아프리카에서 테러
리스트 단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2) Statement of General William E. Ward, USA, Commander(2013), “United States Africa
Comman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March 13) http://armedservices.
house.gov/pdfs/FC031308/Ward_Testimony031308.pd(accessed June 11, 2013)

4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이처럼 9.11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세력으로부터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2월 12일 2기 연두교서 외교 관련 연
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종전과 다른, 알카에
다 세력과 연계된 극단주의자들이 아라비아반도에서 아프리카에 걸쳐 출현
하고 있다. 이들 그룹들의 위협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협에 맞
서 우리의 자식들을 보내 관련 지역들을 점령할 생각은 결코 없다. 그 대신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같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나라들을 도와줄 것
이다. 말리 같은 국가처럼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나라들과 연계해나아갈 것
이다.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한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 행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33)
오바마 집권 2기 행정부가 1기 정부시절보다 아프리카를 중시하게 된 배
경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영향
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 1월 서부아프리카 말리에서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해 군사적 지원
과 군사협력을 하였고, 3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에 대응하기
위해 오마바 대통령이 6월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
원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2013년 1월 29일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에서 미군과 니제르군 사이에 군사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33) 주간조선, ｢제2의 나토 ‘아프리콤’ 떴다 - 오바마 2기 외교 전진기지는 아프리카｣(2013),
[2244호].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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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비밀에 싸여 있지만 ‘지역(Region) 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양국 간 군사협약의 기본정신이다. 주
목할 부분은 ‘지역’이란 단어인데, 니제르가 아니라 지역 간 안전보장을 위
해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 의미는 니제르와 함께 최근
이슬람 과격파 등장이 빈번한 나이지리아 등 주변국을 염두에 둔 것이
다.34)
특히 니제르에서의 드론을 통한 말리와 주변국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
지역에 상당한 이권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민간연구단체 스트랫포(Stratfor)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민
간자본을 포함할 경우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총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35)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중국으로서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무력 증대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리비아에서 나토군 군사개입으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36)
미군의 서부아프리카 교두보가 될 니제르는 현재 중국이 석유개발 및 우
라늄 제련 사업 등 투자를 벌이고 있는 국가로 2010년 이래 투자한 금액이
최소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니제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이지리
아는 석유 개발, 철도 건설, 의류 공장에 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활발하며
2010년 이래 총 100억 달러 투자가 이뤄진 상황이다. 미국과 니제르 사이
34) Ibid.
35) Stratfor(2013), “Chinese Investment in Africa.” (March 26)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글로벌개
발센터(CGD)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차관 등
지원성 경제 협력 규모가 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36) 중국의 카다피 리비아 정권 전복에 의한 손실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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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간 안정을 위한 군사협약은 바로 이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
다. 미국은 말리 정부군과 프랑스가 반군을 토벌하는 데 정보교환과 병력
의 항공수송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다. 중국 ․ 아프리카는 경제를 키워드
로 한 협력관계지만, 미국은 과거 식민지 종주국과 함께 군사협력을 통한
영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37).
실제로 미국 조사 기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세네갈국민의 81%가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이슬람,
국가인 세네갈에서 미국에 대한 높은 호감은 미국의 대테러방지에 대한 적
극적인 지지를 의미한다.38)
현재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부서는 아프리카사령부
(Africom)다. 아프리카사령부가 활동에 나선 것은 불과 5년 전인 2008년 10
월부터이다. 미국은 아프리카사령부의 출발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 인권, 교육,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세우기 위한 견인
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미군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군사시
설물 제공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의 경제지원에 대한 답
례차원이기도 하며 미국 역시 조급히 아프리카에 대한 해군기지 건설을 실
시하지 않고 있다.39) 그러나 미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해의 관문인 지
37) 프랑스 역시 최근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
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는 과거 프
랑스 식민지였던 말리, 니제르, 부르기나 파소, 베냉 등 16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60억 유로
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8) Pwe Research Center(2013), “In Senegal, an overwhelming majority has a positive opinion
of the U.S.” (Jun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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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지하고 있어 향후 미 아프리카 군사령부 지부티
지역 사무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이슬람 테
러단체와의 전쟁, 아프리카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과 또한 중
국의 아프리카 자원통제 확보의 야심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앞으로
오바마가 보여주려는 주된 외교 방향이기도 하다.

3. 중국 시진핑 정부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 확보와 자국 기업
의 진출 강화이다. 특히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수요량은 매년 평
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보다 2배 높은 3.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40)되고 있어 에너지 수급은 중국 해외 진출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투
자에 집중해왔고 이러한 결실은 아프리카와의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10년 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액은 150억 달러였지만, 2013년 말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9) 부시 대통령은 2008년 2월 20일 가나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에 새로운 군사 기지를 건
설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었다．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8/02/2008
0220-2. html(accessed July 21, 2013)
40) IAEA(2013), “Nuclear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iaea.org/
OurWork/ST/NE/Pess/csd15/TD-070504-csd-15.pdf(accessed September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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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들어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중시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시진
핑 국가주석이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와 함께 아프리카를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3월 25일 탄자니아 방문을 시작으
로 남아공, 콩고공화국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 지원책과 중국기업의 진출방
안 등을 논의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탄자니아 방문 연설에서 3년 이내에 아
프리카에 차관 2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아프리카 인재 3만
명을 교육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41) 중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자원을
수입하고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소위 ‘신식민주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밖에 탄자니아와 100억 달러 규모의 항만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남아공과는 철도 건설을 위해 70억 달러 차관제공을 그
리고 콩고공화국과는 브라자빌과 상업도시 포앙누아를 잇는 500㎞ 길이 도
로를 개발하고 120㎿짜리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42)
이처럼 기존의 중국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시진핑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 자원정책 등
실리적인 측면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시진핑 정부하의 대아프리카 정책변화
최근까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아프리카를 자원수급의 시장과
중국 상품 판매시장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막대한 원조와 정상방문
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 원
조국가 중 하나로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지만,
41) “China President Xi Jinping hails ties with Africa”(2013), BBC. (march 25)
42) “Xi jinping wraps up African tour, promises deeper cooperation”(2013), Shinhasa. (Marc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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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자원착취와 현지인과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충돌 등으로 서
구 매체로부터 新식민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중
국정부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
히 시진핑 新지도부 등장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이 변화를 보이기 시
작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원외교’에서 ‘무역 ․ 통상 ․ 경제개발’ 강화 전략으로의 전
환이다. 이는 다분히 기존의 자원개발착취라는 아프리카 및 서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아프리카 현지에 공장 신설, 현지 인력의 고용 창출 등을 통
해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반중 정
서를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
아 등 자원 부국 중심으로 외교를 강화해왔으나, 2013년 3월 시진핑의 탄자
니아와 콩고 방문은 이러한 자원외교에서 무역 ․ 통상 강화전략으로 다변화
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을 시사하는 것이다.43)
서구 언론에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
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2012년 12월 23일,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에서
의 공장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사업은 이
전에는 천연자원 개발, 인프라, 통신 시설의 건설이 주력이었지만, 2012년
에는 공장의 신설이나 현지 인력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 기
업의 아프리카 투자의 새로운 패턴시대가 개막됐다”고 소개했다.44)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사례로는 화견집단(華堅集団)을 들 수

43) The Economist(2013. 3. 28).
44) Le Monde Diplomatique(201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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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기업은 에티오피아에 신발 공장을 건립하여 월 2만 켤레를 수출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화견집단은 아프리카에 추가로 15
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중국 투자자와
공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80개 공장을 유치하여 2만 명의 고용을 창
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2014년 아프리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45)

표 10. 중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현황

기업

시기

주요내용

화감그룹

2013.5

․ 향후 10년간 에티오피아 신발제조업 육성에 20억 달러 투자
통해 19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 산업지구에 공장 운영으
로 현지 근로자 1,750명 고용

화견그룹

2012.1

․ 에티오피아 현지 인력 600명 채용 신발공장 가동 시작
․ 향후 10년간 15억 유로 투자계획

포튼자동차

2012.3

․ 케냐 나이로비에 5,000만 달러 투자한 공장 완공. 판매법인 신설

자료: KOTRA(2013).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실리와 관련하여 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
무역 ․ 통상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을 동시에 취하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부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시작하는 LAPSSET
(Lamu Port to South Sudan and Ethiopia) 프로젝트로 나이로비-몸바사 간
철도 무상원조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남수단과 우간다의
석유, 에티오피아의 경제외교 강화, 케냐 내에서 미국과 영국의 세력을 견
45) Sankei Biz(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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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한 경제 지원이다.46)
이처럼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조업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는 신식민주의
라는 서방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아프리
카가 소비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 생산 비용 증가에 따
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즉 중국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 생산과 운송비용을 높임으로써 공장의 국외 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
다. 아프리카의 인건비는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등 많은 분야의 중국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
한 제조업 투자 논리를 터득하고 있다. 2012년 초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길
리 기차와 후쿠다 기차가 각각 케냐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일 기차 집단이 남아공과 카메룬 진출을 발표하였고, 중국 기차는 베냉
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47)
중국기업의 투자 및 공장 신설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
도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하여 4년간 세금 감면,
전기요금 공급, 저렴한 토지 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화견집단이
아프리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또 다른 장점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유럽
과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은 아프리카 제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주고 있
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화의 규칙
속에서 장점이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46) KOTRA(2013).
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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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생협력’을 새롭게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 자원 중심
에서 농업기술,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 사회개발 부분으로 협력대상을 확대
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2년 중
아협력포럼에서 향후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진핑의 탄자니아 방문 시 공식연설(3. 25)에서도 아프리카와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였는데, “중국의 꿈이 아프리카의 꿈이다. 세계의 꿈을 같이
실현해나가자” 등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중
국은 인재양성 및 전문 인력 기술훈련 등을 확대하고 대규모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원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차관 ․ 인프라 ․ 자원을 연계하고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은 최근 들어 동아프리카 국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프리카 순방기간 동안 탄자니아
와 남아공 내 항구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넷째, 중국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를 무대로 본격적인 미디어
전략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 중앙 TV(CCTV)는 2012년 1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방송국을 개설, 아프리카 각지의 화제를 아프리카 전역에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했다. 중앙 TV는 기자와 아나운서를
케냐의 민간 방송국 등에서 선발하여 아프리카 각지 14개 주요 도시에 특
파원을 배치하는 등 아프리카 현지 언론을 웃도는 취재규모를 준비하였다.
중앙 TV가 중국 국외에서 매일 뉴스를 방송하는 것은 이번 아프리카 방송
국이 처음이다.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 보도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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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목적이다”라고 비판 하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2012년 12월에는 중국 정부의 영자 신문이 아프
리카판 신문을 창간하는 등 향후에도 아프리카에서 중국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정부하에서도 대아프리카 접근 전략에 있어 기존
의 ‘베이징 컨센서스’ 및 ‘소프트 파워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모델
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및 투자부문도 강화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점차 에너지안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우
위를 주장하는 전방위 외교 강화가 예상되며, ‘자원약탈’, ‘新식민지개척’
등 반중 정서의 확대는 향후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 진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 베이징 컨센서스 및 소프트 파워 확대 지속

1)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는 용어는 조슈아 쿠퍼 라모
(Joshua Cooper Ramo) 전 타임지 부편집장이 2004년 5월 영국 총리 산하
연구소인

외교정책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했다.48) 베이징 컨
센서스는 중국 권위주의 정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48) Kennedy(2010),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5), p. 461.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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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49) 첫째,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정책이다. 둘째, 지속가능
성과 평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에 추진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인 선부론(先富論)을 수정한 것이다. 셋
째, ‘평화롭게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
노선이다. ‘화평굴기’는 정비젠 전 중앙당교 부교장이 개발한 이론으로, 주
변국을 비롯해 각국과 평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
한 서방국가들이 제기하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상승에 따라
보다 강력한 노선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의 대두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특정 기업을 직접 관리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아프
리카를 국가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지역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짐
바브웨, 수단 등에서 중국식 경제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베이징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역할이
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및 선정(good
governance)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 개입을 강조하
고 경제와 정치를 구별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상황에서 중국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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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자본주의가 아프리카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순히 상품 판매 시장
으로서의 아프리카 접근보다 자국 화폐인 인민폐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
험무대로 아프리카를 선택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남아공에서 스탠다드 뱅크 지분 20% 인수를 통해 아프
리카에서의 금융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프리카에서 베이징 컨센서스
를 대외정책으로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강조할 때 내세우는 단어는 ‘타국에 정치적 민주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좀 더 확대해 ‘타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라
는 외교노선으로 발전시켰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빠르
게 확산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진
출 전략을 보면 철저하게 베이징 컨센서스를 따르고 있다. 인권 탄압이나
독재자가 집권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고 실리 차원
에서 교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보에 깔린 중국의 의도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려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이용해 다르푸르 학살과 관련
한 수단에 대한 제재를 저지한 바 있고 독재자로 악명 높은 짐바브웨 로버

50) Henrik Bergsager(2012), “Evaluation of the Chinese State Capitalist Model in Light of
Financial Institutions’ Oil Related Investments Overseas,” in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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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무가베 정권을 지탱해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서방국들의 비
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집권층의 만성적인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앙골라
에도 중국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은 수도 루안다를 비롯
해 앙골라 곳곳에서 주택, 공항, 철도, 도로, 병원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아프리카에 베이징 컨센서스를 확대시킴으로써 이 지역
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기반에
서도 미국과 유럽국가의 영향력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중국식 이념의 유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미 잠비아나 나이지리아 등에서 중국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
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2) ‘소프트 파워’ 확산의 강화
서구열강의 식민 지배를 겪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서방국가보다 중
국과의 교류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와 함
께 중국이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정치, 경제 및 기타 중국의 문화
및 사상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백서’에 따르면 중국
은 아프리카 각국과 협력을 모색할 때 정치적 동등, 경제적 상호협력, 신뢰
구축 등 3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백서에는 아프리카의 군사인재 육성,
유학생 교환, 중국어 교육 지원, 중국기업의 투자 장려, 채무 경감 등의 내
용이 담겨 있다.
물론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류는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닌, 길게는 중국의
명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산당 집권하의 중국과의 관계도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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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지원과 농업기술지원 등 다양한 원조를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51)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중국은 아프리카에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 원조에서 문화 이식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소
프트 파워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매년 3,000여 명의 아프리카 학생과 전문직, 공무원을
국비유학생으로 초청했고, 앞으로 이 숫자를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유학생
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각국 정치인과 고위관리의 자녀들로 이들은 향후 친
중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은 소프트파워 확대를 위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국제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했다. 이 방송국은 영어
와 중국어로 세계 뉴스뿐 아니라 중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전하고 있다. 중
국은 탄자니아에도 같은 방송국을 열 계획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개발과 투자가 공
존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에 따라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이 모
델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도 개발하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 ․ 강성 권력)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위협이 아니라 설득과 호소로 타
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힘을 뜻한다.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처음
주창한 조세프 나이(Joseph Nye)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덩샤오핑 주도의

51) Paul Opoku-Mensah(2009), “China and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Transformation or
Cooptation?” 재인용: Li Xing ed., the Rise of China and the Capitalist World Order, p. 2,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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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을 추진한 지 30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면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
국에 자신의 이념인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들어 소프트파워를 통해 얻고 있는 성과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52)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어학원
인 ‘공자학원’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까지 전 세계 104개국에
353개의 공자학원과 473개의 관련 과정을 설립했다.53) 중국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는 13억여 명으로 수치상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언어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낮다. 중국이 공자학원을 세워 전 세계
에 중국어 붐을 일으키려는 것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중국 외교백서는 “소프트파워 없이는 상대국을 설득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소프트파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서는 이를 위해 해외에 공자문화원을 계속 지어야 하
고, 중국어 교사를 더 많이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은 현지민과의 마찰ㅇ르
일으켜 반중정서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과도한 중국문화 이식
과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고는 현지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52) Joseph Nye(2012), “China’s Soft Power Deficit,” The Wall Stree. (May 8)
53) Zhe Ren(2012), “The Confucius Institutes and China’s Soft Power,” IDE discussion paper,
No. 330, p. 2,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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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강화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과 2012
년 사이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 373억 달러
에서 2012년에는 85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데, 중국의 아프리카 제품 수입은 2007년 363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13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기
도 하다.

그림 8. 중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 금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S. GAO, 2013. “Case Studies of U.S and Chinese Economic Engagement in Angola,
Ghana, and Kenya; a Supplement to GAO-13-199.”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는 무역액에 비해 금액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상무 장관을 역임한 첸덕웨이는 “아프리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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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의 투자금액은 2009년부터 60%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7억 달러를
넘는다”고 발언했다.54) 이처럼 정확한 투자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
근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국
기업의 진출 강화에 최대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 노력은 중국
의 아프리카와 경제관계에 있어 자원 확보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2011년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액은 31억 7,314만 달러로 지난 5년간
약 6배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주요 아프리카 투자부문은 석유 및 천연가
스와 인프라분야, 즉 철도, 수력발전소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밖에 철광
석, 구리, 크롬 등에 대한 투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 아
프리카 투자에서 광물자원 및 에너지 개발 비중은 2005~07년 58.2%에서
2008~12. 6월 76.1%로 상승하였고, 동 기간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감소(56억 달러 → 3억 달러)한 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증
가(0 달러 → 39억 달러) 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 못지않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크
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구기관이 발표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아프리카 51개국에 약 75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
하고, 1,673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55) 이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CGD와 버지니아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에 본부를
54) 동 시기에 중국의 주 남아공 대사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각종 투자 금액은 400억 달
러를 넘는다”고 언급하였다. 천덕웨이가 밝힌 숫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중 정부에 보
고한 투자금액이고, 남아공 대사가 밝힌 숫자는 전 세계의 조세 회피 지역에서 흘러든 중
국 펀드 투자의 추정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The Economist Newspaper(2013. 3. 23).
55) 신화사(2013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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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의 분야별 대아프리카 투자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2).

둔 AidData가 조사한 것으로 1년 반에 걸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에 대
한 공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중국의 대 아프
리카 원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11
년에 아프리카 51개국에 약 750억 달러를 원조하였고, 1,673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2011년에 남수단의 독립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 되었
으므로 중국의 원조를 받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덧
붙였다.
지원 프로젝트 1,673건은 20개 분야에 걸쳐 아프리카의 각 방면에 혜택
을 주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수로 보면 보건 분야에서의 원조, 채무 감면,
정부 ․ 민간단체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상위에 놓여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수는 100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도 원조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만간 미국의 대 아프리
카 원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액은 2000∼10년에 약 900억 달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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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특징은 과거에는 자원부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등 중국기업의 사업 기회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돼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중국의 아프리
카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원조제공을 통한 사업권 확보 등으로 이어져 아
프리카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보도 판공실은 2013년 8월 29일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백서(2013)｣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무
역협력 측면에서 거둔 최근의 진전 상황을 공개했다. 특히 중국과 아프리
카 국가 간 경제무역협력을 더욱 추진하고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을 전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6)
첫째,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했다. 최근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
역은 더욱 빠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
총액은 1,984억 9,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무역의
구조도 점차 최적화하고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제품의 기술 수준과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아프
리카 물품의 수입을 확대했다.57)
둘째, 투자 및 융자 협력의 수준을 향상 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외자 유치는 침체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아프

56) CRI online(2013), “｢中国とアフリカの経済貿易協力｣白書発表,” http://japanese.cri.cn/881/
2013/08/29/142s212100.htm(accessed September 10, 2013).
57) 2013년 3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브릭스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와의 경
제교류 강화를 위해 저개발국 상품의 97%에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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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 투자는 212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직
접투자 대상 국가는 50여개국에 이르며, 에너지 ․ 광물 자원의 개발, 제조,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농업과 식량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아프리카의
농산물 교역이 급속히 발전하여왔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농산물 수출
과 아프리카에서의 농산물 수입 모두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농업기술 모
델 센터 건설에 대한 지원 및 기술 그룹 파견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발전 능력을 원조했다.
넷째, 아프리카 인프라 시설 건설을 지원했다.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4년
연속 중국의 두 번째 해외 프로젝트 투자 시장이 되고 있다. 2012년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아웃소싱한 프로젝트의 매출액은 408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 투자는 도로 교통, 통신, 전력 시설 및 아프리카 인프라 시설
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시켰다.
다섯째, 아프리카 민생과 능력의 발전을 중시했다. 최근 중국은 공공복
지 시설, 의료 위생,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인도적 원조 등의 분야에서 아
프리카와의 협력을 전개하면서 인적 교류와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일
부 아프리카 국가 채무를 면제했다.
여섯째, 다자틀 내에서 협력을 촉진했다. 중국은 AU 및 기타 지역 조직
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국제 조직이나 국가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힘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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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대응 방안: 아프리카 진출전략 변화 모색

1. 아프리카 경제 환경 변화요소들
2013년 들어 아프리카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의 진출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구성 이후 첫 순방 지역으로 러시아와 함께 아프리카
를 선택했고,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등 아
프리카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6월 요코하마
‘TICAD’ 5차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36조까지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아프리카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
리는 2013년 8월 중동과 지부티 순방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일본 총리부는 발표하였다.58)
이처럼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강대국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역시 아
프리카에 대한 진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제조품을 판매하고 우리
가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의 수입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자원부국과
시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한 뒤 인근국으로 확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는 확대되는 중산층과 많은 국가들에서 형성되고
있는 도시화 그리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티
58) 일본 정상은 2014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프리카를 순방할 예정이며, 순방대상 국가는
남아공,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등 3개국으로 예정되어 있음. Sankei(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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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아, 레소토 등 전과는 다른 환경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전략을 기존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시장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물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전략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
국, 미국정상들의 아프리카 순방 및 일본 정상의 순방예정에서 알 수 있듯
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들은 자원부국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광물자원 수출 의존
경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
망되므로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도 아프리카의 경제 변화에 맞춰 수정
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경제 모멘텀의 변화에 따라, 최근 다국적 기업의 아프
리카 진출 양상도 변모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들의 소득 향상에 따른 소
비재 시장의 규모 증대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의류제조회사인 GAP은 기존 이집트, 모로코에 이어 남아공 시장 진출을
선언하였고, 스페인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Zara도 2011년 남아공에 진출
하였다.
또한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남아공 스탠다
드 은행 및 통신사 MTM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중에
있고, 월마트는 2011년 남아공의 대형 유통업체 매스마트(창고식 도매 유
통업체인 매크로와 게임 등을 보유) 지분 51%를 25억 달러에 인수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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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아프리카 유통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로의 아프리카 진출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 진출 다
국적 기업들은 철저한 아프리카인의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는 최근 아프리카 경제 트
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소
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인의 변화하
는 소비성향 등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맥킨지 보고
서에 의하면, 아프리카인들은 가격 중시, 디지털사용 급증, 독특한 소비자
분할 등을 통해 소비성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는
과거의 소비 행태와는 크게 다르다.59)
먼저 아프리카인의 소비성향 변화를 살펴보면,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선
호가 아프리카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가
격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프
로모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의 53%가 식료품 가
게에서는 가격을 고려하여 구매하고, 49%는 옷 가게에서 저가와 프로모션
에 따라 구매 하고 있다. 가격 민감도는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남아공처럼 부유한 시장은 응답자의 1/3 정도만 저가상품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에티오피아서는 50%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
다.60)
또한 아프리카에서 IT 관련 산업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 사용도 급증하고

59) McKinsey(2012).
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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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시 거주 아프리카인의 50% 이상이 지난 4주 내에 인터넷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중국과 브라질 도시인구의 접속률과 비슷한 수치이
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은 1인당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케냐 도심
의 경우 저가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접속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은 70%로 조사되고 있어 소득에 비해 인터넷 인구는 상
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아프리카 도시지역 소비자의 56%는 인터넷이 가능
한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 중 3분의 1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61)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인들의 독특한 소비성향으로 소비자 분할(저가, 중
급, 상급)을 들 수 있다. 맥킨지 조사에서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독특한
소비자 분할이 있으며 각 소비자 분할마다 행동 패턴 및 심리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식료품의 경우, 저가중심 구매자, 양질의 현지 브
랜드 중심 구매자, 명품 브랜드 선호자, 시험정신이 강한 구매자, 신상품 선
호자와 같이 5개의 분할이 있음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할은 가격, 브랜드,
품질 및 새로운 것에 대한 시험정신의 중요도 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명품 선호자의 경우, 브랜드 상품이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믿
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험정신
이 강한 구매자는 쇼핑을 레저 활동으로 즐기고, 일반 식료품 구매자보다
2.5배가량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소비자 분할의 규모는 국가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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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북아프리카에서 신상품 선호자 및 양질의
현지 브랜드 중심 구매자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명품 선호자 및 저가 중심 구매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집트의 경우 신상품 선호자가 설문조사한 사람 중
45%를 차지하였고 나이지리아는 1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소비행태 변화는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아프리카를 단순히 값싼 제품의
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비자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2.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가. 진출 적합국가 선택
기존에도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전략은 많이 수립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진출 전략을 통해 현재에도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본 절에서
는 아프리카 진출 전략에 대해 4가지 방안을 제시 한다.
① 핵심 국가에 대한 단계적 투자에 의한 진출
② B to G/B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진출
③ 제3국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진출
④ 현지 기업 M&A(인수 합병)를 통한 여러 국가 동시 진출
특히 얼마나 시간을 두고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느냐에 따라 취해야 할
전략이 다르다. 중장기적인 진출을 생각 한다면, ①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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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고, 단기에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④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연히 업계마다 아프리카 시장의 성숙도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
의 사업 영역과 시장의 성숙도를 비교해 진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62)

또한 진출에 적합한 국가를 선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을 선별하려면 시장의 성숙도, 지역 거점으로서의 유망도, 시장과
자사 사업과의 친화성 등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먼저 시장의 성숙도는
아프리카에서도 최근 비교적 충실해지고 있는 거시 정보를 활용한다. 구체
적으로는 아프리카 각국을 경제공동체 중산층 인구와 동 비율, 젊은층 인
구 등 3가지 지표에 의해 4단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진출에 적합한 국
가를 선정한다.63)

62) ｢リスクを最低限に抑え、ビジネスチャンスは逃さない｣エントリー戦略とは？｣(2013), 日經
BizGate,” http://bizgate.nikkei.co.jp/article/12123117.html(accessed November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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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카테고리 1’은 이미 시장이 성숙해 있고 중간층 비율이 75%를
넘어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국가들이다. 경제공동체 안에서도
영향력이 특히 크고, 중간 계층의 규모가 큰 순으로 주목도가 높은 국가이
다. 구체적으로는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상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 2’는 가까운 미래에 시장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중산층 비율이 33.3%를 넘고 총 인구가 1,000만 명을 상회하는 국
가이다. ‘카테고리 1’과 마찬가지로 경제공동체 속에서 영향력이 특히 크
고, 중간 계층의 규모가 큰 순으로 주목도가 높은 국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아공,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앙골라, 세네갈 등이다. ‘카테고
리 1’ 과 ‘카테고리 2’의 시장 규모는 현재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역 전
략을 전개할 때의 거점으로 주목해야 할 국가들이다.
세 번째, ‘카테고리 3’은 경제 면에서 볼 때, 현재 국가 전체 시장의 성숙
도는 낮지만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 중산층 비율은
33.3% 이하이지만 중간계층 인구는 500만 명이 넘는다 향후 성장 동력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젊은층 인구의 규모가 큰 순으로 주목도가 높은 국가
들이다. 구체적으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국가
들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 거점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진출할 국가들이다. 우
간다처럼 주변국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의 물류망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진출 단계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단일 국가

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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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카테고리 4’는 인구가 적고,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
았으며 급격한 성장도 보이지 않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
들, 르완다와 같이 치안이 안정되어 기업의 설립이 쉬운 국가로 ICT와 같
은 분야, 모잠비크 농업 부문처럼 특정 사업 부문이 발달되어 있는 특성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진출 전략을 전개할 때 효율성과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카테고리 시장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국가들도 있다. 향후 성장 동력에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이 카테고리도 젊
은층 인구의 규모가 큰 순으로 주목도가 높다.
나. 지역 거점을 발판으로 유망 국가 진출 전략
아프리카에는 동서남북 지역마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진출 지
역을 선택할 때도 경제공동체 단위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국가에서 진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 단체로의 시장 성숙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를 세트로 묶어 진출하려는 시도도 중요하다.
아프리카 시장에 기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출하
였고, 아프리카 시장을 지역 단위로 개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릭슨, 슈
나이더 일렉트릭, 보다폰, 삼성전자, 네슬러, 유니레버 같은 기업들은 아프
리카에 지역 거점을 설치하고, 아프리카 시장을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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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거점 설치 현황64)

인프라

인프라 & 내구소비재

에릭슨

슈나이더 일렉트릭

보다폰

삼성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

-

동아프리카

케냐

케냐

-

-

세네갈

-

-

코트디부아르

-

-

나이지리아

-

-

서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세네갈

남아공

남아공

내구소비재

남아공 남아공

소비재
네슬러

모로코
이집트

유니레버

모로코

케냐

케냐

가나

-

-

-

각 기업의 지역 거점은 구체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모로코,
동아프리카에서는 케냐, 서부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남부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등이다. 각 기업의 이러한 지역 거
점이 관할하는 국가들을 봐도 각 경제공동체의 범위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
다. 그러나 지역 거점을 관할하는 거점 수에 주목하면, 나이지리아는 단일
국가로 파악되어 있으며 많아도 2개국을 관할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지역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는 예가 적은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카메룬을 비롯한 중앙아프리카 시장을 관할하려는 기업도 있
다. 그러나 이 지역 시장의 유망도는 아직 낮아 다른 지역 진출이 상당히
진행된 후의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지역 거점을 설립할 때는 유럽 ․ 일본 기업이 지역 거
점을 설립한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
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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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북아프리카 국가 간 관계 변화와 ‘아랍의 봄’에 따라 크게 상황이 변화
하고 있다. 네슬러는 북아프리카의 지역 거점을 모로코, 이집트 등 2개국으
로 정하고, 모로코를 거점으로 알제리와 튀니지를, 이집트를 거점으로 리비
아와 수단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로코 및 알제리 국경은 폐쇄되
었으므로 모로코 거점에서 알제리를 관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한
이집트는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에 놓인 튀니지이
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발단 국가이지만,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사업 통찰
력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아랍의 봄도 교육 수준이 너
무 높아 일어났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정부불안이 일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행정당국은 순조롭게 자국 기업의 리비아 및 알제리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을 전제로 한 공장 설치에 대한
우대 제도와 알제리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단을 설치하는 등 마그레브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중산층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튀니지, 아프리카 제일의 중간
계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알제리,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적지만 석유 생
산 국가이며 1인당 GDP가 가장 높고 충실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오일
머니가 국민에게 분배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리비아 등이 마그레
브의 진출 매력도이다. 알제리와 리비아의 치안이 아직은 불안정하여 한국
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비즈니스에 뛰어난
튀니지 기업과 제휴해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3개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지역 거점 전략의 하나로서 유효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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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처럼 앞서 선정된 지역 거점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현재의 국가 간
관계와 정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사의 진출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 금융기관의 투융자 대상 사업에 주목
마지막으로, 시장과 자사 사업과의 친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사의 진
출국 판별은 진출 대상국에서 자사가 중점을 두는 사업 부문이 성장기회가
있는지, 유망한 현지 파트너가 성장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력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제 금융기관의 투융자 실적이다. 특
히 신흥국의 세계 최대 주식 펀드인 국제금융공사(IFC)의 투융자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
IFC는 상업은행이 투융자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개발의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융자를 하는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조직이다. IFC의
투자 담당자는 민간 투자은행 출신이 많아 투융자 운용 실적이 최소 연
10%의 수익을 유지하는 등 매우 우량한 투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각국의 IFC 투융자 실적에 주목하여 그 나라의 산업 다각화 진행
정도나, 업종별 비즈니스 기회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IFC의 투융자 실적
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각국의 은행이 스스로의 투융자 전략
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도에 발표된 아프리카 시장 전체 투융자 실적을 보면 상당수를 금
융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IFC가 현지
은행에 일정 규모의 투융자를 실시하여 그 현지 은행이 현지 기업에 중소
규모의 투융자를 하는 구조가 잘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대적
으로 적은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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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외에 투융자 대상 기업이 많은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자원 관련,
아프리카 인구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각국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
업, 식품과 섬유 ․ 의류 등 소비재, 관광 관련, 인프라로서의 정보 통신 ․ 전
력, 각종 제조업을 지원하는 화학 ․ 소재 및 운송 ․ 창고업 등이 성장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아프리카 시장을 전체로 보면 IFC의 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성장력을 가진 기업은 식품과 섬유 ․ 의류처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관련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현
지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지탱하는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 한 ‘카테고리 1’ 및 ‘카테고리 2’ 국가에 주목하여
각국에서 어떤 사업 분야가 IFC의 투융자 대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산업 다각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자사의 비즈니스 기회의 유무까지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산업 다각화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재 등의 산업이다. 아프리카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의 도움으로
도로 ․ 항만 등을 비롯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65) 따라서 프로
젝트에 필요한 소재 등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업과 관광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시작되
어 중간 계층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며, 비 내구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의
수요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 이어 보다 질 높은 서비
스를 추구하고 교육 및 의료 등의 분야에 민간 투자가 증가해나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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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시멘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화학 및 금융
2 단계: 농업 및 식품 ․ 음료 또는 숙박 시설 ․ 관광
3 단계: 섬유 ․ 의류 및 공업 제품 등 비 내구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
4 단계: 교육 및 의료 등의 공익적인 업종
이와 같은 순으로 투융자 대상이 확대되어나간다. 각 단계에 주
목하여 각국의 산업 다각화 진행 정도를 파악하면 중점 사업 분
야가 그 국가에서 성장 단계에 있을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
망한 현지 기업을 발굴하여 진출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관계는 신정부 등장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
다. 미국의 오바마와 중국의 시진핑은 2013년 상반기에 이미 아프리카를
순방하였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책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다.66) 특히 미
국에 비해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양자 관계는 지금 아프리카의 다양성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접
근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수단, 잠비아
등 소수의 자원 부국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와

66) 미국 오바마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통해 ‘파워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시진
핑 주석도 아프리카 순방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200억 달러 지원을 재차 발표하였다.

∙ 460

미 ․ 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콩고와 같은 광물 자원이 적거나 채취가 어려운 국가들이 주목을 받기 시
작하고 있다. 이는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사업을 펼칠 중국 기업이 늘고
있다는 요인이 크다. 국영 기업이 민간 회사와 경쟁하고 있으며, 모두 국내
보다 훨씬 큰 수익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중
국의 사모 펀드도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가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중국의 공세에 마냥 끌려다니고만 있지는 않다. 중국의 신식민지 논쟁과
함께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신생 국가인 남수단에서 가장 먼저 추방된 사람은 중국인이었다.
이 중국인은 8억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원유 ‘절도’에 가담한 혐의로 추방
되었다. 알제리 법원은 중국 기업 2개사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
다며 공개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가봉 정부도 자국에 불리한 자원 거래를
취소했고, 케냐와 남아공의 환경보호 운동단체는 중국에 대해 상아와 코뿔
소의 뿔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치권도 중국을 최대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결코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BRICS에 속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를 비롯하여 터키,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과도
경제 파트너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의 장점을 취하고 상생 부족 등 아프
리카로부터 비난 받은 부정적 요소들을 교훈 삼아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가 자원의 공급지로서 그리고 향후
소비시장으로서의 부상 등 장래성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최후의 개척지’로 장래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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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위험도 많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풍토와 언어, 문화도 다른 54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명목 GDP로 보면 1위인 남아공과 53위의 상투메프린시페 간의 차이는
1,455배에 달한다. 다양한 역사적인 문제도 안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비즈
니스를 전개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하라이남 지역에는 49개 국가들이 존재하며, 아프리카에서 성장
이 두드러진 국가들도 이 지역에 있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지역은 성장의
여지가 큰 반면 공통적으로 정치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서 비즈니스 수
행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여겼던 북아프리카에서도 알제리 테러 사건과 최근의 이집트 정치, 사회불
안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JETRO가 실시한 아프리카 진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
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1위가 ‘정
치적 ․ 사회적 안정성’이었다.67) 2012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거의 모든 항
목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 사회적 안정성’에 대
해서 문제점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품 및 원자재 등의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
되고 있다.
이밖에 치안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건의 균형이 나쁜 것도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앙골라 등은
67) “最後のフロンティア｢アフリカ”(2013). MONOist, (July)http://monoist.atmarkit.co.jp/mn/
articles/1307/12/news055.html(accessed November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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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본 기업들의 아프리카 사업 수행 문제점

순위

응답항목

2012년도(%)

2007년도(%)

증감

1

정치적 ․ 사회적 안정성

87.8

72.1

15.7

2

규제 ․ 법령의 정비, 운용

77.7

85.6

-7.9

3

고용 ․ 노사 문제

72.3

79.3

-7.0

4

인프라 환경

60.8

64.9

-4.1

5

현지조달 곤란

46.6

62.2

-15.6

6

자금조달

25.0

23.4

1.6

51.4

32.4

-

기타
자료: JETRO(2013. 4).

비교적 치안이 좋지만, 몇 년 전까지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
은 진학률을 자랑하던 짐바브웨는 高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위기로 사실
상 국가가 파산한 상황으로 짐바브웨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장애요소들
이 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리스크가 있으며 따라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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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네갈 농업의 특징은 농지의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절
성 높은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낮은 농업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는 데 있다. 이러한 세네갈 농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세네갈의 주요 곡물 수
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쌀, 밀,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땅
콩과 면화와 같은 환금 작물에 비해 낮은 수익성, 부적절한 농업 생산정책,
농업 생산성 정체 등의 요인으로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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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네갈의 경우, (1) 곡물 생산에 있어 비료 사용량이 적절하지 않고, (2)
비료 이외 다른 생산요소의 적절한 사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농업 생산성이 일반적으로 낮다. 이로 인하여 2011년 기준 곡물 생산량
이 국내 수요량 대비 약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쌀과 옥수수의 수입 의존도는 각각 80%,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네갈 정부는 자급률 향
상과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세네갈 정부
의 농업 정책에는 농업 연구소를 통한 규제 및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인프
라 구축, 생산 요소(예, 종자의 개량 및 인증, 토지 개선, 비료)의 접근성 개
선, 적절한 생산자 가격 수준의 유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연구소들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농촌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는 정책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정책입안자의 빈번한 교체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농정의 연속성이 담보되기에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농업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다
양한 농업 생산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의 농업 생산 수준은 여
전히 낮고, 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산자 소득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하기에는 농업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며,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
는 농업부문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하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세네갈의 농업생산 및 농업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세
네갈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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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의 식량자급률은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약
20%, 5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쌀의 경우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세계 쌀 시장 유통 규모의 35%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식량자급을 목표로 세네갈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
업 생산성에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세네갈의 농업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주곡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
요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곡의 하나인 쌀의
총 생산 중 약 70% 정도가 세네갈 리버 밸리1)라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
는 점을 반영하여, 이 지역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쌀과 옥수수의 생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실증 분석으로는 첫째, 쌀과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곡
생산지인 세네갈 리버 밸리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쌀과 옥수수의 생산함
수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두 번째 실증 분석으로는
가격이 농업생산의 유인으로써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농업생산
증대에 있어서의 가격 정책의 효과성을 검정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농
업생산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일수록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격정책의 중
요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실증
분석으로 세네갈 농업정책 중 가격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쌀과 옥수수
1) 세네갈은 서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면적 196,722m2, 총 인구 약
1,200만 명의 나라로 농업이 최대산업이다. 2000년 대 후반 국제곡
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곡물수입에 어려움이 더해지자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한 ‘식량증산운동(GOANA)’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네갈
강 유역(지도 참조)에 이러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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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대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장 통합에 대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은 필리핀 도매시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Coxhead,
Rola and Kim 2001), 정부의 가격 정책 변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2가지 실증분석 결과는 세네갈 주곡 생산에 있어
서 정책 변수의 영향 분석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금까지 세네갈의 농업생산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로는 쌀 생산 기술 관
련 생산성 증가 방법에 대한 농학적인 연구(Haefelea et al. 2001, Poussina et
al. 2003, Krupnika et al. 2012, Wopereis-Puraa et al. 2002)가 주로 이루어졌

다. 또한 농업생산에 중요한 R&D의 효과에 대해서도 세네갈 리버 밸리 지
역의 쌀 종자 개량 연구의 사회적 편익 추정에 대한 연구(Fisher, Masters
and Sidibé 2001) 등이 시도되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농학적인 관점에서
세네갈 농업생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세네갈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분
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는 세네
갈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 정책변수의 영향과 도시 및 농촌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변수의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농업생산
증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세네갈의 식량자급
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농업정책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주곡(쌀과
옥수수)의 농업생산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을 식별하고, 가
격 기준 도시와 농촌 시장의 통합 정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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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에 분
석의 초점을 둔다.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러한 정책연구의 결과는 세네갈
정부의 효율적인 농업 생산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실증 분석에 앞서 세네갈
농업 및 농업정책의 현 위치를 개략적으로 논의하고, 제III장과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인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과 농촌과 도시시장 통합 정
도에 대하여 VAR 모형을 활용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시도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요약 및 세네갈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세네갈 농업 및 농업정책

1. 일반 현황
세네갈의 농업은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생산성을 확보
하고 있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성 차이로 인한 단수격차(yield gap)는 쌀 생산 잠재 수량의 49.75%, 옥
수수 생산 잠재 수량의 79.7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곡 생산지인 Senegal River Valley에서의 단수격차는 쌀과 옥수수의 경우
각각 37.9%와 58.75%로 국가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간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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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와 같은 단수격차는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원인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소
요 자금의 규모가 크고, 현재 세네갈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농가와
정부의 역할보다는 외부자금이 유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십 년간 국내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 다양한 농업 정책 시도가
허사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소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까지 아프리카에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개
발되어 시도되었다. 세네갈에서도 이러한 전략들이 시도되었으나, 국내 농
업생산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변동 등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농업생산 증대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세네갈의 2010년 기준 인구는 약 1,35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PAR 2010).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 특히 젊은 층의 인구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의 일자
리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업/비농업 관련 일자리의 제공이
세네갈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농촌에서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관점에서 세네갈의 농업생산 증대 정책은
필수적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기술의 발전에
대한 제약은 또한 현재 세네갈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야말로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생산 정책(토지 개량, 직접
보조금 등)은 농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세네갈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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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정책 관련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주곡인 쌀과 옥수수
의 생산자 가격 및 중요한 투입재인 종자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
래에는 세네갈 농업생산성 정체의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는
중요 변수인 생산자 가격과 종자가격 그리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접 보조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생산자 가격
1995년 시장체제의 도입 이전에 세네갈의 주곡 가격은 모든 유통단계에
있어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농업생산물은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 쿠
폰으로 농민으로부터 수확물 형태로 정부에 의하여 구매되었다. 문제는 이
러한 신용 쿠폰의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정부의 빚으로 귀결된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 측
면에서 보다 유리한 시장인 도시 시장으로 이들 농업생산물을 운송할 여력
이 없고, 이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다. 또한 농업생산이 자연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수준이 낮고 소득의 변동성 또한
높아 생산 및 가격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한 편이다.
생산자 가격은 주곡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농업생산 의사결정에 있어서 생산자 가격이 차지하는 비
중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세네갈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정부의 공식적
인 수매가격의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불
확실성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쌀의 거래에 관한 한 이러한 점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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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농촌/도시 시장 모두에서 가격의 생산 조절 기능은
작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세네갈에서 주곡 농산물의 가격은
시장법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정부 대리인인 식량안보국(the Office of
Food Security)2)과의 거래에서만 정부수매가격이 강제적으로 작동하였다.
식량안보국은 농업생산물의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해진 정부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최저가격제를
통한 가격 조절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곡 도매인
이 직접 농촌지역의 농민에게서 수확기 이전에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
기 때문이다. 주곡 도매인과 농민과의 거래에서는 지금 부족 상태에 있는
농민의 거래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따라서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농업생산물을 구매자가 설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 즉 가격이 수확기에 생산지에서 결정되는 방식
은 시장체제하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가격이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는 방식과 대비될 수 있다.
한편 국내산 쌀의 생산 정체는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으며,
세네갈 정부는 수입산 쌀에 대한 관세 정책, 수입산 쌀의 운송에 대한 보조
금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하여 국내 쌀 부족분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러
한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에서의 수입산 쌀 가격은 대부분의 기
간 동안 국내쌀 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The Office of Food Security는 생산자 가격지지(price support)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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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의 생산자 가격 추이
198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세네갈의 전국 쌀 생산자 가격은 37 FCFA/kg
에서 154 FCFA/kg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97 FCFA/kg으로
조사되었다. 쌀 생산자 가격은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 사이에서 많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전체 분석기간의 평균 대비 변동성을
보여주는 가격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시장체계/사회주의체계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쌀 생산자 가격 증가율 및 변동성

Social Regime
Regime

Before
Liberalization

After Liberalization

Liberal
Regime

Total

Periods

1980-1995

1996-1999

2000-2011

1980-2011

Growth rate (%)

8.16

-1.68

9.01

4.08

Coefficient of
variation

28.61

4.06

13.67

36.21

자료: MA/DA/SAED(2012).

1980~2011년 동안 쌀의 생산자 가격은 약 4%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
으며, 시장체제하에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
의 경우 조기 시장체제 편입의 결과 생산자 가격의 하락(-1.68%)을 초래하
였으며, 이는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예, 토마토, 콩, 채소 등)로의 생
산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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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수수의 생산자 가격
1980년에서 2011년 사이 옥수수 생산자 가격은 42 FCFA/kg에서 159
FCFA/kg 사이에서 변동하였으며, 평균 생산자 가격은 97 FCFA/kg으로 조
사되었다. 가격 변이계수로 측정된 옥수수 생산자 가격의 변동성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옥수수 생산자 가격이 2007년의 위기와
GOANA(Great Agricultural Offensive for Food and Abundance) 정책에 의하
여 영향을 받았으며, 그 이후 150 FCFA/kg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옥수수 생산자 가격의 상승은 도시 지역 축
산업의 발달과 조류독감에 따른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생산자 가격은 사회주의체제하(특히 농
업부문의 시장자유화 이전)에서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시장체제하에서는 가격 결정에 있어서 변동성 높은 경제적 환경 변수의 작
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옥수수의 생산자 가격 증가율 및 변동성

Social Regime
Total

After Liberalization

Liberal
Regime

1980-1995

1996-1999

2000-2011

1980-2011

Growth
rate(%)

6.67

3.92

4

4.28

Coefficient of
variation

24.37

5.66

2.1

29.48

Regime

Before
Liberalization

Periods

자료: MA/DA/SAE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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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 가격
농업부문의 자유화 이후에도 종자에 대한 분배와 규제는 일반적으로 농
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종자에 대한 통제와
품질 보증은 종자부(seed department)가 담당하였다. 농업부문의 자유화와
함께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업정책에는 기업과 농민
을 포함하는 종자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Stads and Sene 2011). 이러한
정책은 종자개량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수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세네갈 리버 밸리의 쌀과 옥수
수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Ndiaye 2007, DAPS 2011). 이러한 종자 부문의
발달은 경제 성장 측면에도 중요한데, 이는 축산업 부문에서 급증하고 있
는 수입 옥수수 수요를 감안할 때 우수 종자의 개발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네갈에서 개량된 우수 종자의 보급은
정부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된다. 빈곤 타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과 농
업부문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감안하여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뭄 조
절 위원회(CILSS: the Committee for Drought Control in the Sahel)를 통하여
전통적인 종자와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네갈의 경
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네갈에서는 지역시장에 보급되기 전에 개량된 신품종은 ISRA(Senegalese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 종자 역시
정부에 의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ISRA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비승인/수입금지 종자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적으로 종자 승인 및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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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3)
세네갈에서의 주곡의 종자 가격은 주로 시장가격의 약 50% 정도인 정부
보조금만큼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현금성 작물(예, 땅콩)과 비교하여 주곡의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
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 대상 주곡 종자의 품질 문제, 적시 가용성
문제가 지적될 필요가 있다(Sylla 2009). 종자 생산자들은 전국의 종자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종자의 배급이 적시에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
이다. 농민들 중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정부보조 대상 종자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쌀과 옥수수 종
자 보조금 정책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쌀의 종자가격
1980~2011년 동안 쌀의 종자가격은 100에서 226 FCFA/kg 사이에서 결
정되었으며, 평균 종자가격은 173 FCFA/kg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동안
쌀의 종자가격은 약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는 쌀의 종자가격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시장체제 하에서의 종

3) 하나의 예로써, 2000년 초기에 ISRA가 적절한 검사 절차 없이 특정 옥수수 종자의 수입 및
보급을 허락했는데, 이 종자는 결국 사료용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주의함(또는 부
정부패)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며, 이와 상반되게 세네갈의 종자회사들은 ISRA의 승인
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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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격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가격 변동성 측면
에서 사회주의 체제 기간 대비 시장체제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입쌀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산 쌀의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쌀의 개량된 종자에 대한 농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
러한 공급의 확대는 종자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또한 정부는 농민에게
쌀 종자의 직접 생산을 장려하여 쌀의 자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표 4 참고).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쌀의 종자가격
은 하락 추세와 함께 변동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표 3. 쌀의 종자가격 증가율 및 변동성

Social Regime

Liberal
Regime

Total

1996-1999

2000-2011

1980-2011

3.83

3.04

-6.19

-0.7

19.51

3.86

25.91

22.13

Regime

Before
Liberalization

After
Liberalization

Period

1980-1995

Growth rate (%)
｣Coefficient of
variation

자료: MA/DA/SAED(2012).

표 4. 세네갈 리버 밸리의 쌀 종자 생산 추이

YEARS

ALL VARIETIES
AREAS (ha)

OUTPUT (ton)

1999-2000

692.28

2373.03

2000-2001

641.59

19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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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ALL VARIETIES

YEARS

AREAS (ha)

OUTPUT (ton)

385.66
269.48
501.33
552.01
830.13
402.76
855.97
1370.16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905.40
1316.83
1784.29
3177.06
3153.82
953.91
2530.16
3014.49

자료: Saint-Louis DRDR(2011).

나. 옥수수의 종자가격
1980~2011년 동안 옥수수의 종자가격은 125에서 185 FCFA/kg 사이에서
결정되었으며, 평균 종자가격은 169 FCFA/kg으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동
안 옥수수 종자가격은 약 0.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가격
변동성 관점에서 옥수수 종자의 경우 쌀 종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옥수수 종자가격 증가율 및 변동성

Regime

Social Regime
Before
Liberalization

After
Liberalization

Liberal
Regime

Total

Period

1980-1995

1996-1999

2000-2011

1980-2011

Growth rate (%)

0.28

-0.78

-3.16

-0.89

Coefficient of variation

2.5

1.07

12.68

7.89

자료: MA/DA/SAE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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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자에 대한 직접보조정책
종자에 대한 정부 보조정책은 세네갈 농업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저소득 농민의 소득
을 지지하고,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랫동안 약 50%의
보수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짧아진 우기, 메뚜기 떼
의 습격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extreme weather events)으로 인하여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고).
표 6. 쌀과 옥수수 종자 보조금 추이

Suppliers price (A) Producers Price (B) Subsidy (%)
(FCFA/Kg)
(FCFA/Kg)
(1–B/A)*100
Rice
145
2008
Maize
600
180
70
Rice
475
100
79
2009
Maize
600
180
70
Traditional
Rice
475
100
79
2010
Seed
Maize
600
125
79
Prices
Rice
103
2011
Maize
375
125
67
Rice
2012
Maize
425
125
71
Rice
2008
Maize
3500
1050
70
Rice
Hybrid
2009
Maize
3500
1050
70
Seed
Rice
2010
Prices
Maize
3500
1050
70
Rice
2011
Maize
3350
500
85
주: FCFA, CFA franc is a monetary unit used in West Africa and FCFA 1 = $ 501.312.
자료: MA/DA/SAED(2012).
Years

Seed
natur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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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료에 대한 직접보조정책
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의 목적은 작물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있
다. 그러나 세네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료 보조금 정책의 효
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주로 농민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민은 최소 50%에 달하는 비료 보조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경작지의 소유를 증명해야하며, 소유한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비료의 양이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비료 배급 시기가 자금이 부족한 시기와 겹쳤을 때,
농민은 구입한 비료를 블랙 시장에서 이웃 국가 또는 자격이 없는 농산업
종사자에게 되팔아 자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최대 수확량 확보를 위한 비료 권장 사용량이 정부에 의하여 정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 비료의 과잉투여 문
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비료 가격과 정부 보조금 추이

Years

Formula NPK 18-46-0 NPK 9-23-30 NPK 15-15-15
(FCFA/Kg)
(FCFA/Kg)
(FCFA/Kg)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Subsidy

205
216
378
398
205
245
250
255
50.0%

196
221
262.7
420
398
437.8
437.8
412
52.4%

157
195
270
380
340.5
374.5
374.5
362.3
55.8%

Urea
(FCFA/Kg)

Subsidy level
(%)

250
250
256.3
280
260
286
286
385
68.8%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주: FCFA, CFA franc is a monetary unit used in West Africa and FCFA 1 = $ 501.312
자료: MA/DA/SAE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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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쌀과 옥수수의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

1. 모형
첫 번째 실증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자비와 품목별 생산자 가
격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확률적 생산함수(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한다. 확률적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는 정부 보조금 등 정책변수의 효과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률적 생산함수 추정 기법을 활
용한 이유는 아직 세네갈에서의 주곡 생산기술이 최적화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기 위함이다. 세네갈에서의 쌀과 옥수수 생산의 경우, 생산 경계선
(production frontier)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확률적 생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세네갈 쌀과 옥
수수의 생산기술/정책변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Aigner, Lovell, and
Schmidt 1977; Meeusen and Van den Broeck 1977; Battese and Coelli 1995;
Greene 2005).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의 조사 자료로
서 1980년에서 2011년까지 32개년의 연간 자료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모
형은 아래와 같다.

Yit = f((Xitn, β)*exp(eit(uit,vit)))+α1itPFarmit + α2itPSeedit ···· (1)

여기서 f((Xitn,β)*exp(eit(uit,vit))는 확률적 생산함수로서 Cobb-Douglas 형
태를 가정한다. i는 쌀 또는 옥수수를 표기하는 하첨자(i= 1 or 2)이고, 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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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표시하는 더미변수로 1980년이 1의 값을 가지며 2011년이 32의 값
을 가진다. 따라서 연도더미는 분석기간 동안의 기술진보에 대한 대리변수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Yit 는 t 기의 쌀/옥수수 생산량, 투입재 벡터 X는
토지, 비료, 종자, 노동 등을 포함한다. PFarmit 는 t 기의 쌀/옥수수 생산자
가격, PSeedit 는 t 기 쌀/옥수수 종자가격을 의미한다. 한편 eit=uit+vit 로 표
기되며, u와 v 두 개의 독립적인 오차항으로 구성된다. v 는 기후와 병충해
와 같이 농민의 제어 밖에 있는 요소의 확률적 변이를 설명하는 대칭적인
확률적 오차항을 표기하며 iid N(0, σv2)으로 가정한다. u는 한쪽 방향 오류
항목을 표기하며, u≤0은 확률적 프론티어인 f(X, β)exp(e)를 기준으로 기
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u=0 인 경우에는 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하고, u<0인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u 는 iid 반
정규분포(half-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추정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의 프론티어 생산함수를 로그 변환
하여 식 (2)를 도출한다.

lnYit=β0i+β1ilnlandit+β2ilnlabit+β3ilnfertit+β4ilnseedit+α1ilnPFarmit+

α2ilnPSeedit+eit, ·········································································· (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쌀과 옥수수 종자 가격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포
함된 가격이며, 따라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책변수로 이해될 수 있
다는 것이다.4) 시장가격 대비 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
4) 종자가격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책변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생산함수
의 추정에 이러한 투입재 가격이 포함되어 내생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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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도별로 50%에서 75%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 옥수
수 품종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하여 실증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2. 추정결과 및 시사점
[표 8]에는 세네갈 리버 밸리의 쌀에 대한 확률적 프로티어 생산함수 추
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자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계수
의 추정치가 기대한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8. 프로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쌀)

Variables

Descriptions

Parameters

Coefficients

St. errors

Cons

Constant

β01

3.276***

0.001

lnland

Log of land

β11

.779***

0.001

Lnlab

Log of labor

β21

.001***

0.002

lnfert

Log of fertilizers

β31

.226***

0.001

lnseed

Log of seed

β41

-.062***

0.003

Lnpf

Log of producer price

α11

.062***

0.001

Lnps

Log of seed price

α21

-.206***

0.001

sigma_v

7.38e-09

1.54e-06

sigma_u

.286

.036

the number of observation = 32, Log likelihood = 16.817
주: *** 1% level of significance.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생산함수 추정모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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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추정계수인 0.7785는 탄성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1%의 경작면적
이 증가할 경우, 다른 요소의 투입이 일정하다면 약 0.7785%의 쌀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토지가 쌀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요소임을 나타낸다. 노동과 비료 투입재의 경우에도 쌀
생산량과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는데 탄성치는 각각 0.0004, 0.2258로 추정
되었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는 상반되게 종자에 대한 쌀 생산의 탄성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세네갈 리버 밸리의 쌀
생산 기술을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는 추정결과임을 알 수 있다. 농민의 대
부분은 저소득층이며 따라서 인증된 종자를 사용하기보다는 현재의 수확기
에 내년에 사용되어야 할 종자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음의 값을
가지는 종자의 생산에 대한 탄성치는 자급용 쌀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농
민들이 비인증 종자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일관되게, 생산자 가격의 쌀 생산에 대한
탄성치는 양의 값(0.0619), 보조금이 포함된 종자가격의 쌀 생산에 대한 탄
성치는 음의 값(-0.2059)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에는 세네갈 리버 밸리의 옥수수에 대한 확률적 프로티어 생산함
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는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부합되는
부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또한 종자와 생산자 가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함수 추정결과와 상반되게, 옥수수의 경우 종자의 탄성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세네갈 리버 밸리에서
의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화된 옥수수 생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이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옥수수 생산자 가격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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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옥수수 생산자 가격의 증가는 생
산자로 하여금 생산 증대를 유도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9. 프로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옥수수)

Variables

Descriptions

Parameters

Coefficients

St errors

Cons

Constant

β02

-7.576

28.437

lnland

Log of land

β12

-6.885

23.829

Lnlab

Log of labor

β22

6.642

22.871

lnfert

Log of fertilizers

β32

1.016

2.847

lnseed

Log of seed

β42

.564**

.230

Lnpf

Log of producer price

α12

.424***

.087

Lnps

Log of seed price

α22

-.0546

.239

sigma_v

.077

.036

sigma_u

.121

.072

the number of observation = 32, Log likelihood = 26.670
주: *** 1% level of significance, ** 5% level of significance.

위의 추정결과는 쌀 생산에 있어서 토지요소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임
을 보여주었다. 세네갈 리버 밸리의 옥수수 생산과는 상반되게, 쌀 프론티
어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종자를 제외하고 모든 생산요소가 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자요소의 생산에 대한 영향 분
석결과는 쌀과 옥수수의 경우 상반되게 나타났다. 쌀의 경우 종자가 쌀 생
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옥수수의 경우 종자가
옥수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
과는 종자의 품질 향상이 쌀과 옥수수 생산에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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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종자생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
자원이 인증된 개량종자의 생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료는 작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다. 비료의 적절한 사용
을 위해서 권장 사용량이 적절한 시기에 시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비료 보조금이 적시에 생산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쌀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 요소의 영향은 양의 값을 가지며,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
과는 양질의 젊은 노동자원이 이농을 선택하지 않고 농촌에 남아 생산 자
원으로 활용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자 가격의 탄성치가 쌀
과 옥수수 모두 정의 값으로 추정된 결과는 생산 증대를 위해서 생산자 가
격 지지 정책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정부
고시 최저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으로 일일 또는 주간 시장에 판매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생산 유인책으로서 정부 최저가격 수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Senegal River Valley의 실증 자료를 이용한 확률적 생산함수
추정결과는 세네갈의 쌀 및 옥수수 자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주곡의 자급을 실현하기 위해 쌀과 옥수수 생산에 많은
정책적 수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 도구에는 세네갈이 쌀과 옥수수 생
산에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생산 효율성 추구와 지속가
능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다방면의 수단이 포함된다. 특히 농업 인프라 구
축, 생산 요소(정부 보증 종자의 개발, 종자 개량, 농지 개발, 비료, 농업기
계의 확충)의 확보 및 신용 시장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 나아가 정책 입안
자들은 생산자 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생산자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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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물량의 저가 판매에 따른 위험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수확기
에는 자녀 교육과 융자 상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산물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쌀과 옥수수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는 세네갈의 주곡 자급 달
성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농민 모두 주곡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주곡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사용과 생산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이 두 작물의 해외수입 의존도를 줄여
나감과 동시에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에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로의 이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수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농업의 집약화/전문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생산요소, 특히 비료와 개량종자의 효율적인 사용
과 농업기계화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세네갈 리버 밸리에서는 수
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므로 관배수 시설을 확보하여 연중 2가지 작물 생산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와 동시에 잠재적 이농인구가 농촌
에 정착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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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쌀과 옥수수 가격에 대한 Granger 인과성 검정

1. 모형
두 번째 실증연구인 세네갈 정부의 가격정책 효과 분석은 Granger-인과
성 검정을 이용한 도시-농촌 시장의 시장 통합의 방향성 계측을 통하여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Saint-Louis(도시에 위치
한 지역)와 Mpal(농촌에 위치한 지역) 시장의 시장통합(market integration)
의 방향성을 Granger-인과성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oxhead,
Rola and Kim 2001). 분석에 사용된 실증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분석 자
료로는 2000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의 쌀과 옥수수의 월별 가격자료
를 활용하였다.

벡터 자기회귀 모형:
PUAt=α1PRBt+β11PUAt-1+β12PUAt-2+...........+β1nPUAt-n+vPUt
PRBt=α2PUAt+β21PRBt-1+β22PRBt-2+...........+β2nPRBt-n+vPRt ···· (3)

여기서 PU는 도시시장 가격, PR은 농촌시장 가격을 표시하며, A는
Saint-Louis 시장, B는 Mpal 시장을 표시한다. t 는 시간을 표시하는 변수로
월을 나타낸다. vPUt과 vPRt는 오차항이며 서로 상관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한
다. 식 (3)은 식의 오른쪽에 내생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
(structural equation)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이를 축약모형(reduced for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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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키면 식 (4)와 같이 된다.

PUAt=Ф11PUAt-1+Ф12PUAt-2+...+Ф1nPUAt-n+Ф21PRBt-1+Ф22PRBt-2+...+Ф2nPRBt-n+ε1t
PRBt=φ11PRBt-1+φ12t-1PRBt-2+...+φ1nPRBt-n+φ21PUAt-1+φ21PUAt-2+...
+φ2nPUAt-n+ε2t

················································································· (4)

여기에서 Ф 와 φ 는 추정계수, ε1t 와 ε2t는 비상관적인 오차항을 표시한다.
VAR모형의 추정에는 자료의 정상성(stationarity)에 대한 검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Dickey-Fuller 검정결과, 위 가격자료에는 정상성이 식별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수준 변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1차
차분한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차분된 가격자료는 정상성을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 (4)의 추정에는 적정시차가 결정
되어야 한다. 적정시차의 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SC 기준을 사용한 결과, 적
정시차=2로 추정되었다.5) 따라서 식 (4)는 아래의 식 (5)로 확정될 수 있다.

PUAt = Ф11PUAt-1+Ф12PUAt-2+Ф21PRBt-1+Ф22PRBt-2+ε1t
PRBt = φ11PRBt-1+φ12PRBt-2+φ21PUAt-1+φ22PUAt-2+ε2t ···················

(5)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Granger 인과성 검정에서 사용된 귀무가설을 설정
하면 아래와 같다.
H01: Ф21 = Ф22 = 0 : Mpal market price fails to Granger-cause Saint-Louis

5) Dickey-Fuller 검정결과 및 적정시차 분석결과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논문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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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ice,
H02: φ21 = φ22 = 0 : Saint-Louis market price fails to Granger-cause Mpal

market price.

2. 추정결과 및 시사점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는 [표 10]에 요약되어 있다.

표 10. 지역 옥수수 및 쌀 가격에 대한 Granger 인과성 검정결과

Crops

Causality test

R2

Prob>chi2

Comments

Rice

Saint-Louis → Mpal
Mpal → Saint-Louis

0.8461
0.8351

0.009
0.364

causation

Maize

Saint-Louis → Mpal
Mpal → Saint-louis

0.8141
0.7343

0.667
0.000

causation

Granger 인과성 검정결과는 도시에 위치한 Saint-Louis 시장과 농촌에 위
치한 Mpal 시장 간에 한 방향으로 시장통합의 증거가 식별되었음을 보여준
다. 쌀의 경우 도시의 Saint-Louis 시장 가격이 농촌의 Mpal 시장 가격을
Granger 인과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경우 이와 상반되게, 농촌지역의 Mpal
시장 가격이 도시지역의 Saint-Louis 시장 가격에 대하여 Granger적 관점에
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의 경우 Granger 인과성의 방
향(Saint-Louis → Mpal)은 농촌지역 쌀가격은 도시지역 쌀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쌀가격이 상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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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쌀가격도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옥수수의 경우 Granger 인과성의 방향(Mpal → Saint-louis)은 농촌지
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Granger 인과성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쌀의 경우, 수입쌀에 대한 보
조금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면 수입쌀이 주로 유통되는 도시지역 쌀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도시시장 쌀가격의 상승은 국내산 쌀이 주로 유통
되는 농촌시장 쌀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며(Granger 인과성), 이는 농촌지역
쌀증산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즉, 수입쌀 보조금
의 철폐는 수입 쌀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러한 수입쌀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한 국내산 쌀의 수요 증대는 또한 국내산 쌀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
이다. 이러한 도시시장에서의 국내산 쌀가격 상승은 농촌지역 쌀가격의 상
승을 야기하여 쌀생산 증대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네갈의 수입쌀 의존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젊은 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며, 수입쌀 보조금
철폐분을 농업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게 되면 쌀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이농의 유인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장기적으로 확보되면, 세네갈 쌀의 자립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의 경우, Granger 인과성 방향은 농촌시장인 Mpal에서 도시시장인
Saint-Louis 시장으로 식별되었다. 즉 농촌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도시시장
의 옥수수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산 옥
수수가 소비자에게 보다 선호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수입산 옥수수에
경쟁할 수 있는 국내산 옥수수의 효율적인 생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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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쌀의 선측인도가격(FOB)과 국내 쌀 가격(수입가격+정부보조금+수
송비)의 상관계수는 0.3189, 옥수수의 선측인도가격(FOB)과 국내 옥수수
가격의 상관계수는 0.3189로 각각의 경우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낮은 상관관계에는 쌀의 경우 수입쌀
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정책 옥수수의 경우 국산 옥수수 선호도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에서 쌀과
옥수수의 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인 Saint-Louis 시장(상관계수
=0.7025)과 농촌지역인 Mpal 시장(상관계수=0.6852)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세네갈에서 쌀과 옥수수가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수입쌀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국산 옥수수 선호도
는 시장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인과성 방향이 쌀의 경우 도시시장에서 농촌시장으로, 옥수수의
경우 농촌시장에서 도시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가격
의 Granger 인과성 결과가 도시 시장인 Saint-Louis 시장의 가격이 농촌 시
장인 Mpal 시장의 가격을 Granger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은
도시시장에서 쌀의 가격은 대부분 수입쌀 가격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정부의 수입쌀에 대한 가격 보조금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쌀 수입 관련업자의 일반적인 렌
트 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쌀에 대한
수입 보조금을 국산 쌀의 품질향상 및 증산을 장려하는 보조금으로 전환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저가 수입쌀에 대한 수요를 국산 쌀의 수
요로 전환시켜 국내 쌀 생산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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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가격의 Granger 인과성 결과가 농촌 시장인 엠팔 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도시 시장인 세인트-루이스 시장 가격을 Granger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은 농촌 시장에서 국산 옥수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고, 도시 시장에서 수입산 옥수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세네갈의 수입산 대비 국내산 옥수수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경험적인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선호되고 있
으므로 내수 충족을 위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
산물 가공과정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시 및 농촌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
내산 옥수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네갈의 식량자급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농업생산에 대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으로는 농업생산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정책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네갈의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하였고, 가격정책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 시장과 농촌 시장의 시장통합 방향성을 검정
하였다. 프론티어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이유는 저개발국인 세네갈의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의 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쌀의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 종자의 추정계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 추정계수의 부호가 경제학 이론과 부합하게 추정되었다. 종자 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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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는 자급용 쌀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 농민
들의 비인증 자체 생산 종자의 빈번한 사용을 반영한 추정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옥수수의 프론티어 생산함수 추정결과, 종자의 탄성치가 쌀의 경
우와 상반되게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네갈 리버 밸리 지역에서 일
반화된 옥수수의 전문화된 생산 기술을 반영한 추정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쌀과 옥수수 생산함수 추정결과의 차이는 세네갈 리버 밸리 생
산기술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정책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쌀의
경우 도시시장에서 농촌시장으로, 옥수수의 경우 농촌시장에서 도시시장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시장통합의 증거는 쌀
의 경우 수입산 쌀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도시시장의 쌀가격이 국내산 쌀
이 주로 유통되는 농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검정 결과는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국내 쌀 생산 증대 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시장의 쌀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농촌시장 쌀 가격의 상승
을 통한 생산유인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수입쌀이 주로 유통되는 도시시장과 국내산 쌀이 주로 유통되는 농
촌시장의 분리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수수 가격의 경
우, 농촌 시장인 Mpal 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도시 시장인 Saint-Louis 시장
가격에 Granger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
촌시장에서 국산 옥수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네갈의 수입산 대비 국내
산 옥수수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경험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내
옥수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산 옥수수 생산성 제고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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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추정결과 및 세네갈 농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볼 때, 결론적
으로 세네갈 농업 부문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의 상부/하부 구조와 연결되
어 있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추진
에는 농가의 생활수준, 소비자의 요구, 환경 보호 및 개선, 생산의 지속 가
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목표가 달성 가
능할 때 저임금-낮은 저축률-저위의 농업생산성이라는 세네갈 농업의 악순
환 고리를 끊고 농업생산성 향상-식량자급 달성-지속가능한 세네갈 경제성
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세네갈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정책변수
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전략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개발국 농업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
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기한 농업정책적 측면도 상당히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농업정책의 일관된 추진 전략에 대비하
여 생산기술의 개발 및 전파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
다는 점에서 이러한 농업정책변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
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국제농업개발의 관점에서도 한국 농업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측
면과 자본 투자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의 협력분야는 세네갈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
인 교육과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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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서론

빈곤이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빈곤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타 지역과는 달리 빈곤퇴치의 속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유엔(UN)
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에 따르면(UN 2013) 전 세계 약 70억 인
구 중, 12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

* 권유경(2013)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게재함.

50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역의 경우, 인구의 약 48%정도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
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빈곤을 감소시켜나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1990년대 빈곤인구가 2억 9,000만 명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더불
어 최근(2010년)에는 4억 1,400만 명으로 더 늘어나 이례적인 양상을 나타
낸다(UN 2013).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유엔(UN)이 분류한 최
빈국 49개국 중 34개국이 포함된 곳으로(World Bank 웹사이트 2013) 인구
대비, 타 지역에 비해 국제사회의 가장 많은 재원이 원조에 투입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OECD/DAC 2013). 이 지역 저개발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적
자원개발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자연환경,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 부패,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
만 비슷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정 정도 개발을 이루고 있는 인도네
시아, 태국 등과 같은 다른 동남아시아들과 비교해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
발과 관련하여 이러한 설명을 적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박영호 외
2008, pp. 47~4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대부분은 농업기반 국가로 1차 산업에 집중된
모노컬쳐형(monoculture)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타 개발도상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HIV(Human Immune Deficiency Virus)및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유행이 심각하며 식민지 시절 유럽 국가들의 일방적인
국경 구분으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도 민족, 언어, 문화, 종교 등이 통일성
을 지니고 있지 않아 민족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성폭력과 같은 여성의 성적희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며 여성
의 성기 절제(FGM: Female Genital Mutilation)등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곳이다. 게다가, 일부지역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하여 특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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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아동을 ‘마녀’라고 지칭하며 굶어죽이기도 하는데 이 대상은 주로
여아가 될 확률이 높아, 이 지역만의 독특한 젠더불평등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03).
물론 이와 관련한 현상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고착된 다양한 사회문
화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의 경우 부족
간의 정쟁(政爭)이 빈번한 사회 속에서 남성인구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미
망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그 사회의 주된 종교 윤리를 기반으로 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부족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다산
(多産)이 요구되고 이는 농경사회 속에서 부(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
적인 노동력 확보를 한다는 경제적인 의미와 결합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더욱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성기 절제의 경우에
도 이것이 성관계 시 남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
구하고 이 행위가 여성이 정숙하고 순결하다는 증거의 의미라 믿는 사회적
풍토 아래 부족 고유 전통의 모습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할례를
행하는 이들의 생활수단 유지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국
제사회의 숱한 지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존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대화의 영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의 주변국으로의 이주 현상은 전통적으로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이중적 젠더 관념 속에서 여성을 남성에 비해 보다 그 지역
에 고립시키는 등 젠더불평등 양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이 지역
특유의 젠더불평등은 사회문화와 환경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여성이 남성에
게 반(反)하여 행동하기 어려운 문화를 유지시키게 되는데 이는 분명 타 지
역과는 구별되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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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불평등과 국가의 성장발전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은 1975
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1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개발과 여성’이 본격
적으로 이슈화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여성은 단순히 개발의 수
혜자가 아니라 개발과 평화의 기여자임을 강조하면서 여성 없는 개발은 불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Devaki 2005, pp. 65-71, 재인용: 이선주 외 2010,
p. 21).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젠더불평등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여성이 주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을 개발하여야만 전
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불평등과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경
제생활 속에서 실제 남녀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을 비교하며 여성의 불평
등한 현실을 보다 강조하고 젠더불평등이 개발을 위해 주요하게 고려되어
야함을 시사한다(Blackden and Canagarajah 2003; Balckden et al. 2006;
Klasen 1999). 그리고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젠더불평등의 여러 영역 중에
서도 특정 분야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여성의 교육 부족을 문제의 중심으로
삼거나(Morrison, Raju and Sinha 2007),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의 영
역을 구별함으로써 여성이 수입과 직결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자
체가 부족한 것을 핵심원인으로 접근하기도 한다(Blackden and Woden
2006). 또한 국제기구와 원조기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젠더불
평등의 실상을 요점적으로 나타내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고(Dfid 2010; OECD 2010a, 2010b;
UNFEM 2010) 원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젠더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Ausaid 2007; ILO 2009, 2010; OECD 2008, 2011; U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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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UNDP 2013c).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많지 않은 젠더 관련 연구 중에서 여
성할례와 같은 특정 현상을 다루고 이것이 한 개인이 거부하기 힘든 전통
이라는 틀 속에서 그 폭력성과 강제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 다룬 인
권 측면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홍진주 2002; 조부연 2005; 서상현
2010). 유숙란(2006)은 종족 갈등이라는 독특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성평등
체제를 구축한 르완다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여 다른 연구들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아쉽게도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타 연구들과 연구방법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다. 게다가 젠더불평등과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논의 또한 아
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성주류화 양상을 정리하거나 관련한 해외 전략 사
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관련 분야를 지원할 때 참고할 모형을 제시하는 수
준이다(김영혜 외 2008; 이선주 외 2010). 즉, 다시 말해 국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질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개발의 속도나 질의 측면에서 젠더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연관
성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젠더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일
반적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이 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지수를 통해 상관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출신자 혹은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 두 개념이 실
제 생활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완하여 사하라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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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에서의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연구의 결
과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 지역의 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호연관성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젠더불평등
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젠더불평등 현황
젠더(Gender)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사회문화적 개념으
로 장소, 시간, 문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며 여성과 남성
간에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나 규범을 적용하여 여성성, 남
성성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FAO 2011, pp. 16-17). 그리고 젠더불평등
(Gender Inequality)은 사회경제구조, 문화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성보다 여성이 혜택 받지 못하
는 것에 초점을 둔다(ILO 2009, p. 4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젠
더불평등에 대해 집약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FAO 2011) 아프리카 지
역의 경우 젠더불평등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 이 지역 여성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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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량생산과 관련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단 1%만이 토지를 소
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며, 이 점은 유엔여성
(UNWOMEN)의 세계 여성 토지소유권 비교를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림 2-1 참고).

그림 2-1. 세계 여성의 토지소유권 비교

자료: UNWOMEN(2011), p. 40.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50% 이상 더 길며 남성의 문해율이
47%인 데 반해 여성은 30%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접근에 있어
서도 남성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HIV/AIDS 성인 감염자 중 61%는 여성이
며 최근 감염된 15-24세 청소년의 75%가 여성이었는데 이는 타 지역모두
에서 남성의 HIV 감염비율이 높은 반면 유일하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
역만이 보균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2-2 참고,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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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IV 감염인수와 감염 중 여성비율의 지역별 비교

자료: UNAIDS(2010). p. 131.

2011, p. 18; UNWOMEN 2011, p. 40; UNAIDS 2010, p. 131).
이와 같이 젠더불평등은 사회의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젠더불평등은 다른 요소들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만 그간의 빈곤 측정이 소득에 기초하고 경제적 요소에만 치우쳐 있었던
경향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는 의문제기가 약했거나 상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기회의 빈
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
농경이 주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이 식량생산에 상당한
공헌을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생산수단과 관련한 한정적인
토지인프라 접근, 여성에게 더욱 취약한 HIV/AIDS 질병, 여성의 남성 대비
열악한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젠더불평등은 한 성별이 다른 성별에 비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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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의 측면
에서 볼 때 젠더불평등이 이 지역의 빈곤과 주요한 상호영향성 아래에 놓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젠더불평등의 특성은 사회전
반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주제로서 가시성을 지니기 어려워
그간 연구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을 뿐 연구주제로서의 중요성까지 낮은 것
은 아니었다. 오히려 젠더불평등이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특
성을 고려한다면 빈곤을 연구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더욱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객관적 젠더불평등 수준:
젠더불평등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의 젠더불평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젠더불평등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젠더불평등과 관
련한 대표적인 지수로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성
(性)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와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leopment
Plan)에서 매해 발표하고 있는 젠더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가 있다. 두 지수 모두 보건, 교육, 경제적, 정치적 능력 등 사회에서 젠더별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지표를 가지고 산정되는 방식으로 그 분류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성격차지수가 전 세계 135
개국에 대한 지수를 발표한 반면 젠더불평등지수는 148개국이 발표되어 자
료의 양이 보다 많다(WEF 2013; UNDP 2013a).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
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미비한 인프라 시설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보다 많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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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지수(GII)를 본 자료에서 다루고자 한다. 게다가 유엔개발계획의 젠
더불평등지수(GII)는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icator)

1)

이후 이들의 기존 측

정 방식의 문제점을 2010년부터 개선하여 발표되고 있으므로 젠더불평등
의 주요 특성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
용하였다.
젠더불평등지수는 생식보건(Reporductive Health), 권한(Empowerment),
노동시장 참여(Labour Market) 세 가지 관점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한
다. 생식보건부문은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 수’와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하는 출생아 수’를 집계하고 권한 부문은 ‘국회에서의
여성의석수 비율’과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비율’
을 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을 통해 경제 참여 수
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
평등하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49개 국가에서 지표의 누락으로 젠더불평등지
수가 산정 불가능한 1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33개국 중, 젠더불평등이 가
장 심한 국가는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순이었으며 모리셔스,
르완다, 나미비아는 상대적으로 젠더불평등이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고).

1)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남녀평등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icator)의
경우, 원문그대로 하면 ‘젠더격차지수’, ‘젠더개발지수’로 표기되어야하나 의미전달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대로 ‘성격차지수’, ‘남녀평등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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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젠더불평등지수(불평등도가 높은 순) (단위: %)

생식보건
순
위

국가명

GII

권한

모성
청소년
여성
사망
임신
(10망명당 (천명당 의석수
명수)
명수)

13.3

경제참여

중등교육
여

남

7.6

39.9

89.9

여

남

2.5

1

니제르

0.707

590

193.6

2

콩고민주공화국

0.681

540

170.6

8.2 10.7 36.2

70.2

72.5

3

라이베리아

0.658

770

123.0

11.7 15.7 39.2

57.9

64.4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654

890

98.6

12.5 10.3 26.2

72.5

85.1

5

말리

0.649

540

168.9

10.2 11.3

9.2

36.8

70.0

6

모리타니아

0.643

510

71.3

19.2

8.0 20.8

28.7

79.2

7

시에라리온

0.643

890

104.2

12.9

9.5 20.4

66.3

69.1

8

코트디부아르

0.632

400

105.7

11.0 13.7 29.9

51.8

81.2

9

카메룬

0.628

690

115.1

13.9 21.1 34.9

64.2

77.4

10 잠비아

0.623

440

138.5

11.5 25.7 44.2

73.2

85.6

11 베냉

0.618

350

97.0

8.4 11.2 25.6

67.4

78.2

12 콩고

0.610

560

112.6

9.6 43.8 48.7

68.4

72.9

13 부르키나파소

0.609

300

117.4

3.2

77.5

90.4

14 케냐

0.608

360

98.1

9.8 25.3 52.3

61.5

71.8

15 수단

0.604

730

53.0

24.1 12.8 18.2

30.9

76.5

16 감비아

0.594

360

66.9

7.5 16.9 31.4

72.4

83.1

17 모잠비크

0.582

490

124.4

39.2

6.0

86.0

82.9

18 말라위

0.573

460

105.6

22.3 10.4 20.4

84.8

81.3

19 토고

0.566

300

54.3

11.1 15.3 45.1

80.4

81.4

20 가나

0.565

350

62.4

8.3 45.7 61.8

66.9

71.8

15.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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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생식보건
순
위

국가명

GII

권한

모성
청소년
여성
사망
임신
(10망명당 (천명당 의석수
명수)
명수)

중등교육
여

남

9.2

88.2

90.3

여

남

5.6

21 탄자니아

0.556

460

128.7

22 짐바브웨

0.544

570

53.4

17.9 48.8 62.0

83.0

89.5

23 세네갈

0.540

370

89.7

41.6

4.6 11.0

66.1

88.4

24 레소토

0.534

620

60.8

26.1 21.9 19.8

58.9

73.4

25 스와질랜드

0.525

320

67.9

21.9 49.9 46.1

43.6

70.8

26 우간다

0.517

310

126.4

35.0 23.0 23.9

76.0

79.5

27 가봉

0.492

230

81.0

16.7 53.8 34.7

56.3

65.0

28 보츠와나

0.485

160

43.8

7.9 73.6 77.5

71.7

81.6

29 브룬디

0.476

800

20.9

34.9

9.2

83.7

82.1

30 남아프리카공화국

0.462

300

50.4

41.1 68.9 72.2

44.0

60.8

31 나미비아

0.455

200

54.4

25.0 33.0 34.0

58.6

69.9

32 르완다

0.414

340

35.5

51.9

8.0

86.4

85.4

33 모리셔스

0.377

60

31.8

18.8 45.2 52.9

44.1

75.5

47.6

43.8 66.9 66.6

-

-

5.2

7.4

34 세이첼

-

35 카보베르데

-

79

69.2

20.8

-

-

50.8

83.3

36 적도기니

-

240

114.6

10.0

-

-

80.6

92.3

37 상투메프린시페

-

70

55.4

18.2

-

-

43.7

76.6

38 앙골라

-

450

148.1

38.2

-

-

62.9

77.1

39 마다가스카르

-

240

122.7

15.9

-

-

83.4

88.7

40 나이지리아

-

630

111.3

6.7

-

-

47.9

63.3

41 지부티

-

200

19.5

13.8

-

-

36.0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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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생식보건
순
위

국가명

GII

권한

모성
청소년
여성
사망
임신
(10망명당 (천명당 의석수
명수)
명수)

경제참여

중등교육
여

남

여

남

42 코모로스

-

280

51.1

3.0

-

-

35.1

80.4

43 에티오피아

-

350

48.3

25.5

-

-

78.4

89.8

44 기니아비소

-

790

96.2

10.0

-

-

68.0

78.2

45 기니아

-

610

133.7

0.0

-

-

65.4

78.3

46 에리트리아

-

240

53.7

22.0

-

-

79.8

90.0

47 챠드

-

1100

138.1

12.8

-

-

64.4

80.2

48 소말리아

-

1000

68.0

13.8

-

-

37.7

76.8

49 남수단

-

-

-

24.3

-

-

-

-

자료: UNDP(2013a, pp. 156-159)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3개국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 젠더불평등지수는 0.570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10만 명당 모성사망률은 462명, 청소년 1,000명당 출산아 수는 91.7명
이었다. 그리고 여성의석수는 약 19.8%였으며 25세 이상 중등교육 이수율
은 여성 22.8%인 반면, 남성 31.6%로 여성이 낮았고 경제참여 또한 여성의
비율 64.2%, 남성이 78.1%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고). 그러나 지표의 누락으로 젠더불평등지수가
산정되지 않은 국가들 중 소말리아, 차드, 기니아비소 등과 같이 33개국 중
젠더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보다도 열악한 지표를
가진 곳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젠더
불평등지수 및 상황은 보다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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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33개국의 평균 젠더불평등지수 및 구성지표

생식보건
항목

평균

GII

0.570

(단위: %)

권한

모성사망
(10망명당
명수)

청소년임신
(천명당
명수)

여성
의석수

462

91.7

19.8

중등교육
여

남

경제참여
여

남

22.8 31.6 64.2 78.1

자료: UNDP(2013a, pp. 156-159)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
일반적으로 빈곤은 개인과 가정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기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의미의 편리성을 위해 빈곤선
(Poverty line)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빈곤선은 기초 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결핍된 상태를 뜻하며 세계적으로는 이 기준
을 하루 1.25달러로 보고 이 기준 미만의 인구를 절대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절대빈곤인구는 약 12억 명(2008년 기준)으로 그 중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인구는 약 4억 1,400만 명을 차지, 절대빈곤층의 비
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인구의
약 27%가 영양실조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세미만 아동
약 1억 명이 영양실조 상태인 가운데 이 중 21%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
역의 아동들이다(UN 2013).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지방의 빈곤이 도시에 비해 더욱 심한 편이며 가
나, 잠비아, 카메룬 등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 빈곤 발생률이 약 3
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 높은 인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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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또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여성 1명당 평균적으
로 약 4.37명을 임신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5명을 훨씬 넘기기도 하는 등 출
산율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분쟁은 개발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
며 빈곤극복을 어렵게 만드는데 1980년대와 90년 사이 아프리카 지역의 반
이상이 분쟁에 시달렸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빈곤과 인간의 비참함은
극에 달했다(UNDP 2013b). 그리고 세계의 10대 취약 식량빈곤국2) 중 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아프리카 국가로 이 지역의 빈곤 상황이 타 지역보
다 매우 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APP 2011, p. 40).
현대사회에서 빈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으로부
터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처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빈곤에 보다 다차
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빈곤이 단순히 소득측정같이 양
적성장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 인간개발이라는 측면에까지 전반적으로 의
미가 확대되면서 빈곤은 보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ECD/DAC의 경우
현대의 빈곤을 5가지가 결여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 2-3]과 같다.

2) 세계의 10대 취약 식량빈곤국은 ① 아프가니스탄, ② 콩고민주공화국, ③ 브룬디, ④ 에리트리
아, ⑤ 수단, ⑥ 에티오피아, ⑦ 앙골라, ⑧ 라이베리아, ⑨ 차드, ⑩ 짐바브웨로 아프가니스탄
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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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DAC 빈곤삭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빈곤의 정의

- 식량안보, 물질적 복지 및 사회적 지위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 소비하고,
경제적 능력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
(Economic
토지, 숲, 가축, 어업장, 신용, 취업 등 생산적인 재정 ․ 물리적 자원에 접근
capabilities)
할 수 있는 측면과 연관
인적 능력
(Human
capabilities)

- 건강, 교육, 영양, 안전한 식수, 주거에 기초한 개념 등의 생활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
- 예로, 읽고 쓰는 능력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
․ 정치 참여의 핵심일뿐더러, AIDS 같은 질병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정치적 능력
(Political
capabilities)

- 인권, 발언권, 공공정책및 정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역량을 말
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빈곤의 주
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사회 ․ 문화적 -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 위엄, 사회에 귀속되는 문화적인 조건 등을 포함함
능력
(Socio-cultural - 지리적, 사회적인 도태는 많은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의 빈곤의 주요 원인
capabilities)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보호능력
(Protective
capabilities)

- 경제 및 외부 충격에 견뎌낼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빈곤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불안정성과 취약성으로는 배고픔, 식량안보, 질병, 범죄, 전쟁 등을 들 수
있으며, 더 넓은 의미로는 경제 위기, 자연재해, 폭력적 분쟁까지도 포함함

자료: OECD(2001), p. 38; 정우진(2011), pp. 13~14.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대사회에서의 빈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
기 어려운 다차원적인 결핍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
였다. 이것과 가장 관련이 높은 지수로는 매해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
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평균수
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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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다운 생활수준 전
반을 가늠하고 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기
본 요소들을 기초로 생활의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이유
로 인간개발지수가 낮다는 것은 다차원적 의미로 개발이 덜 된 상태를 나
타내고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 아닌 인간 생활 범주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
생하는 빈곤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개발지수는 빈곤과 인간 삶의 질과 관계된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고 또한 어떤 요소들이 빈곤과 더 밀접한지
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보다 다양한 다차
원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다차원적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가 새로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10개의 지표를 혼합 작성하
다보니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국가에 한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대상 지역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여러 국가의 자료는 아직
불충분한 편이다(Alkire and Santos 2010). 이에 인간개발지수가 빈곤의 구
체적인 부분까지는 드러내기에는 부족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국가의
빈곤 상황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특히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과 빈곤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로서 본 연구에 사
용하고자 한다. 인간개발지수의 사용 지표로는 출생 시 기대수명, 25세 이
상 성인의 평균 재학기간과 학령층 아동의 학업 기대년 수, 1인당 소득을
측정하여 계산하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낮고 1에 가까울수
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2013) 발표된 유엔개발계획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인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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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살펴보면 지표 누락으로 인간개발지수 산정이 불가한 소말리아와
남수단을 제외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차드 순으로 삶의 질이 낮아 다차원적으로 빈곤에 가까운 것으
로 보였으며 세이셸, 모리셔스, 가봉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고).

표 2-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인간개발지수(삶의 질이 낮은 순)

순
위

국가명

25세 이상
학령층
1인당 GNI
성인의 평균 아동의 학업
(US$)
재학기간
기대년 수

출생시
기대수명

HDI

-

51.5

-

2.4

-

2 남수단

-

-

-

-

-

3 니제르

0.304

55.1

1.4

4.9

701

4 콩고민주공화국

0.304

48.7

3.5

8.5

319

5 모잠비크

0.327

50.7

1.2

9.2

906

6 차드

0.340

49.9

1.5

7.4

1,258

7 부르키나파소

0.343

55.9

1.3

6.9

1,202

8 말리

0.344

51.9

2.0

7.5

853

9 에리트리아

0.351

62.0

3.4

4.6

531

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352

49.1

3.5

6.8

722

11 브룬디

0.355

50.9

2.7

11.3

544

12 기니아

0.355

54.5

1.6

8.8

941

13 시에라리온

0.359

48.1

3.3

7.3

881

14 기니아비소

0.364

48.6

2.3

9.5

1,042

15 라이베리아

0.388

57.3

3.9

10.5

480

16 에티오피아

0.396

59.7

2.2

8.7

1,017

1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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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순
위

국가명

HDI

출생시
기대수명

25세 이상
학령층
1인당 GNI
성인의 평균 아동의 학업
(US$)
재학기간
기대년 수

17 짐바브웨

0.397

52.7

7.2

10.1

424

18 수단

0.414

61.8

3.1

4.5

1,848

19 말라위

0.418

54.8

4.2

10.4

774

20 코모로스

0.429

61.5

2.8

10.2

986

21 코트디부아르

0.432

56.0

4.2

6.5

1,593

22 르완다

0.434

55.7

3.3

10.9

1,147

23 베냉

0.436

56.5

3.2

9.4

1,439

24 감비아

0.439

58.8

2.8

8.7

1,731

25 지부티

0.445

58.3

3.8

5.7

2,350

26 잠비아

0.448

49.4

6.7

8.5

1,358

27 우간다

0.456

54.5

4.7

11.1

1,168

28 토고

0.459

57.5

5.3

10.6

928

29 레소토

0.461

48.7

5.9

9.6

1,879

30 모리타니아

0.467

58.9

3.7

8.1

2,174

31 세네갈

0.470

59.6

4.5

8.2

1,653

32 나이지리아

0.471

52.3

5.2

9.0

2,102

33 탄자니아

0.476

58.9

5.1

9.1

1,383

34 마다가스카르

0.483

66.9

5.2

10.4

828

35 카메룬

0.495

52.1

5.9

10.9

2,114

36 앙골라

0.508

51.5

4.7

10.2

4,812

37 케냐

0.519

57.7

7.0

11.1

1,541

38 상투메프린시페

0.525

64.9

4.7

10.8

1,864

39 콩고공화국

0.534

57.8

5.9

10.1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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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순
위

국가명

HDI

출생시
기대수명

25세 이상
학령층
1인당 GNI
성인의 평균 아동의 학업
(US$)
재학기간
기대년 수

40 스와질랜드

0.536

48.9

7.1

10.7

5,104

41 적도기니

0.554

51.4

5.4

7.9

21,715

42 가나

0.558

64.6

7.0

11.4

1,684

43 카보베르데

0.586

74.3

3.5

12.7

3,609

44 나미비아

0.608

62.6

6.2

11.3

5,973

45 남아프리카공화국

0.629

53.4

8.5

13.1

9,594

46 보츠와나

0.634

53.0

8.9

11.8

13,102

47 가봉

0.683

63.1

7.5

13.0

12,521

48 모리셔스

0.737

73.5

7.2

13.6

13,300

49 세이셸

0.806

73.8

9.4

14.3

22,615

자료: UNDP(2013a)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또한 인간개발지수가 없는 소말리아와 남수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47개
국의 평균 인간개발지수를 산정한 결과(표 2-5 참고), 0.464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56.8세였다. 그리고 학령층 아동의 학업 예상기간
은 9.5년인 반면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재학기간은 4.5년으로 나타나 대체
적으로 학업을 완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1인 평균 GNI는 3,300 달러를 조금 상회하였는데 유엔이 선
정한 최저개발국 49개국 중, 이 지역 국가가 34개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World Bank 웹사이트 2013) 자원수출 등의 이유로 특정 몇몇 국가의 소득
이 매우 높게 나타나 평균자체가 올라간 것이지, 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소
득 수준이 3,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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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47개국 평균 인간개발지수 및 구성지표

항목

HDI

출생 시
기대수명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재학기간

학령층 아동의
학업 기대년 수

1인당 GNI
(US$)

평균

0.464

56.8

4.5

9.5

3,397

자료: UNDP(2013a)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호연관성 분석
- 젠더불평등지수(GII)와 인간개발지수(HDI)를 중심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젠더불평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었던 젠더불평등지수와 현대의 다차
원적 빈곤의 특성을 잘 나타낸 인간개발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젠
더불평등지수의 측정이 불가능한 국가를 제외한 33개국의 젠더불평등지수
와 인간개발지수는 [표 2-6]과 같았다.

표 2-6. 33개국의 젠더불평등지수와 인간개발지수

생식보건
순
위

국가명

1 니제르

GII 모성 청소 여성 중등교육
년 의석
사망
임신 수 녀 남

0.707 590 193.6 13.3 2.5

HDI
녀

남

평균 예상
기대
1인당
재학 되는
수명
GNI
기간 재학

701

8.2 10.7 36.2 70.2 72.5 0.304 48.7 3.5 8.5

319

0.658 770 123.0 11.7 15.7 39.2 57.9 64.4 0.388 57.3 3.9 10.5

480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654 890
5 말리

경제참여

7.6 39.9 89.9 0.304 55.1 1.4 4.9

2 콩고민주공화국 0.681 540 170.6
3 라이베리아

권한

98.6 12.5 10.3 26.2 72.5 85.1 0.352 49.1 3.5 6.8

0.649 540 168.9 10.2 11.3

9.2 36.8 70.0 0.344 51.9 2.0 7.5

722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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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생식보건
순
위

국가명

권한

GII 모성 청소 여성 중등교육
년 의석
사망
임신 수 녀 남

경제참여
HDI
녀

남

평균 예상
기대
1인당
재학 되는
수명
GNI
기간 재학

6 모리타니아

0.643 510

71.3 19.2 8.0 20.8 28.7 79.2 0.467 58.9 3.7 8.1 2,174

7 시에라리온

0.643 890 104.2 12.9 9.5 20.4 66.3 69.1 0.359 48.1 3.3 7.3

881

8 코트디부아르 0.632 400 105.7 11.0 13.7 29.9 51.8 81.2 0.432 56.0 4.2 6.5 1,593
9 카메룬

0.628 690 115.1 13.9 21.1 34.9 64.2 77.4 0.495 52.1 5.9 10.9 2,114

10 잠비아

0.623 440 138.5 11.5 25.7 44.2 73.2 85.6 0.448 49.4 6.7 8.5 1,358

11 베냉

0.618 350

97.0

8.4 11.2 25.6 67.4 78.2 0.436 56.5 3.2 9.4 1,439

12 콩고공화국

0.610 560 112.6

9.6 43.8 48.7 68.4 72.9 0.534 57.8 5.9 10.1 2,934

13 부르키나파소 0.609 300 117.4 15.3 0.9

3.2 77.5 90.4 0.343 55.9 1.3 6.9 1,202

14 케냐

0.608 360

98.1

15 수단

0.604 730

53.0 24.1 12.8 18.2 30.9 76.5 0.414 61.8 3.1 4.5 1,848

16 감비아

0.594 360

66.9

17 모잠비크

0.582 490 124.4 39.2 1.5

6.0 86.0 82.9 0.327 50.7 1.2 9.2

906

18 말라위

0.573 460 105.6 22.3 10.4 20.4 84.8 81.3 0.418 54.8 4.2 10.4

774

19 토고

0.566 300

54.3 11.1 15.3 45.1 80.4 81.4 0.459 57.5 5.3 10.6

928

20 가나

0.565 350

62.4

21 탄자니아

0.556 460 128.7 36.0 5.6

22 짐바브웨

0.544 570

53.4 17.9 48.8 62.0 83.0 89.5 0.397 52.7 7.2 10.1

23 세네갈

0.540 370

89.7 41.6 4.6 11.0 66.1 88.4 0.470 59.6 4.5 8.2 1,653

24 레소토

0.534 620

60.8 26.1 21.9 19.8 58.9 73.4 0.461 48.7 5.9 9.6 1,879

25 스와질랜드

0.525 320

67.9 21.9 49.9 46.1 43.6 70.8 0.536 48.9 7.1 10.7 5,104

26 우간다

0.517 310 126.4 35.0 23.0 23.9 76.0 79.5 0.456 54.5 4.7 11.1 1,168

27 가봉

0.492 230

81.0 16.7 53.8 34.7 56.3 65.0 0.683 63.1 7.5 13.0 12,521

28 보츠와나

0.485 16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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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5.3 52.3 61.5 71.8 0.519 57.7 7.0 11.1 1,541
7.5 16.9 31.4 72.4 83.1 0.439 58.8 2.8 8.7 1,731

8.3 45.7 61.8 66.9 71.8 0.558 64.6 7.0 11.4 1,684
9.2 88.2 90.3 0.476 58.9 5.1 9.1 1,383
424

7.9 73.6 77.5 71.7 81.6 0.634 53.0 8.9 11.8 13,102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표 2-6. 계속

생식보건
순
위

권한

GII 모성 청소 여성 중등교육
년 의석
사망
임신 수 녀 남

국가명

0.476 800

29 브룬디

20.9 34.9 5.2

경제참여
HDI
녀

남

평균 예상
기대
1인당
재학 되는
수명
GNI
기간 재학

9.2 83.7 82.1 0.355 50.9 2.7 11.3

544

30 남아프리카공화국 0.462 300

50.4 41.1 68.9 72.2 44.0 60.8 0.629 53.4 8.5 13.1 9,594

31 나미비아

0.455 200

54.4 25.0 33.0 34.0 58.6 69.9 0.608 62.6 6.2 11.3 5,973

32 르완다

0.414 340

35.5 51.9 7.4

33 모리셔스

0.377

31.8 18.8 45.2 52.9 44.1 75.5 0.737 73.5 7.2 13.6 13,300

60

8.0 86.4 85.4 0.434 55.7 3.3 10.9 1,147

자료: UNDP(2013a)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3개국의 젠더불평등지수와 인간개발지수의 상관분석을 측정한 결과
-.676으로 0.01 수준에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젠더불평등과 인간
개발, 다차원적인 빈곤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표 2-7 참고).

표 2-7. 33개국의 젠더불평등지수와 인간개발지수의 상관분석

인간개발지수(HDI)
젠더불평등지수(GII)

-.676**

주: ** p<.01
자료: 필자 작성.

[그림 2-3]에서도 살펴보다시피 젠더불평등지수가 높은 니제르, 콩고민
주공화국, 라이베리아는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것으로, 그리고 젠더불평등
이 상대적으로 덜한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는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젠더불평등과 인간개발, 즉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빈
곤은 상당한 상호연관성을 지닌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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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젠더불평등과 빈곤

자료: 필자 작성.

Ⅲ.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사례분석

1. 사례연구대상 및 방법
젠더불평등과 빈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젠더불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내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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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특징

사례국가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대상자의 국적 성별

기타

E.

가나

여

보건부 근무, 관료

G.

가나

여

보건국 근무, 관료

I.

나이지리아

남

한국유학생, 수도
아부자(Abuja)출신

G-A.

나이지리아

여

여성부 근무, 고위급 관료

5

A.

나이지리아

여

나이지리아 현지 원조기관 근무,
변호사 출신

6

J.

나이지리아

여

국민고충위원회 근무, 관료

7

V.

탄자니아

여

한국유학생, 수도
도도마(Dodoma)출신

8

M.

미국

여

탄자니아 NGOs 근무

9

M-J.

콩고민주공화국

여

여성부 근무, 고위급 관료

10

주민1

콩고민주공화국

남

반둔두(Bandundu)주
야사봉가(Yasa-Bonga)지역주민

11

주민2

콩고민주공화국

여

반둔두(Bandundu)주
모상고(Mosango)지역주민

N.

콩고민주공화국

여

한국 유학생, 수도
킨샤사(Kinshasa)출신

13

H.

한국

여

콩고민주공화국
세계식량계획(WFP) 근무

14

Y.

한국

여

콩고민주공화국 한국대사관 근무

15

Y-E.

일본

남

콩고민주공화국 일본원조기구
근무

1
2

가나

3
4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12

콩고민주
공화국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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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해당지역 출신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필자가 아
프리카지역 출장 시 면담한 해당 지역의 정부관료 및 지역주민, 해당 지역
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 단기 연수로 한국을 찾은 정부 관료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서부아프리
카에 해당하는 가나, 나이지리아, 동부 아프리카지역에 속하는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의 15명을 중심으로 면담 실시되었으
며 자료 작성 시 부족한 자료들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강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의미가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국문으로 번역하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 ․ 원문 혼용 혹은 원문 그대로 담
았다.

2. 사례 분석 -젠더불평등지수의 구성 지표를 중심으로가. 생식보건 부문의 젠더불평등과 빈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33개국의 생식보건 부문의 지표를 살펴보면
(표 2-2 참고)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률은 평균 462명으로 세계 평균
145명의 약 3배에 해당(UNDP 2013a, p. 159),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는 우선 인프라 시설 자체의 부족과 종교 문화
적인 이유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사례 1, 2, 3).

#사례 1
이 지역에 기초보건소가 하나 있어요. 큰 병원에 가려면 몇 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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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어가야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하는데 아이가
곧 나오려하면 주로 마을의 어르신이 도와줍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주민 1

#사례 2
각 주(state)마다 큰 병원과 단위별 보건소가 있지만 마을에서 가깝지
않아 가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죠. 출산이 다가와 몸이 더욱 무거워진 상
태에선 남성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여
성의 외출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요.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우면 local assistant들이 도와줘요. 산모가 순산하면 괜
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죠. 실제로 산모
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local assistant만으로 출산하다가 산모와 아이가 굉
장히 위험해지는 걸 봤어요. 산모가 영양 부족을 겪어서 저체중아를 출
산하기도 하고 출산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나이지리아, J

#사례 3
전문 인력을 통한 출산은 지방과 수도에 따라 매우 다른 편이예요. 특
히, 북부로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수도나 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인
데 기본 의료시설이 특히 부족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이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은 전통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
을 하는데 워낙 전통산파들이 노령이 많아 출산 시 바로 산모에게 접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출산해본 경험이 있는 분
이 도와주게 되는데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출산 시 발생하는 비상사
태에 적절하게 대처(manage)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나, E

부족한 인프라 상황이 <사례 1>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친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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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할 경우, 혹은 <사례 2>와 같이
여성의 외출을 쉬이 허락해주지 않는 종교적 환경을 만나면 여성은 보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그리고 <사례 3>처럼 인프라의 부족과 종교적 환
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안전한 출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병원
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숙련된 조산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대체적으
로 비(非)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 따르면 콩고민주공
화국의 경우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여성은 51.5%, 두 끼를 먹을 수 있
는 여성은 44.7%, 세끼 모두 식사할 수 있는 여성은 3.8%로 보고되고 있는
데(Women For Women International 2010, p. 19) 최빈국에 속하는 콩고민주
공화국의 사례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확대할 순 없겠지만 대체적으
로 임산부의 영양 부족은 [사례 2]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임신한 여성의 저체
중아 출산은 물론이며 출산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부족한 인프라,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생식보건 환경으로 인해 극단적으
로 여성이 사망에 이를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남은 아이들은 친
척집으로 보내지는 등 건강한 양육이 힘든 상태에 노출된다. 특히 이러한
아동들은 고아로 남거나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지역
사회의 치안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사례 4, 5).

#사례 4
병원을 못가는 경우,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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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죽는 경우도 꽤 있어요. 대부분 여성이 집안일이랑 농사를 도맡
아 할 때가 많은데 여성이 사망하면 당장 남은 아이 키우는 거며 가정에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요. 남자들이 집을 나가면 부인이 어떻게든 아이
를 키우잖아요. 근데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돈 번다고 집을 나가버려요.
친척집에서 아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거의 고아처럼 지내는 거죠.

콩고민주공화국, N

#사례 5
출산하면서 여성이 사망하니까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친척집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친척집이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수준이 다
그만그만하죠. 친척집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이를 버리게 되고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의 아이들(street children)’이 되요. 그런 아이들
이 생계를 위해서 떠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
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한마디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만 치안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콩고민주공화국, H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2000년 들어 ‘아동 마녀사냥’이 성행되고
있는데 ‘아동 마녀’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로 ‘여아’를 ‘마녀’로 몰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부카부(Bukavu), 카두투
(Kadutu), 이반다(Ibanda)와 같이 국가 내에서도 가난이 보다 심각한 지역에
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어(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03, p. 11) 빈곤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젠더불평등적인 요
소를 발견할 수 있다.
생식보건 부문의 두 번째 지표인 청소년의 높은 임신율은 특히 젠더불평
등과 빈곤이 교묘하게 교차되는 영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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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현상은 미혼의 임신과 기혼의 임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둘 모두 빈곤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드러내었다(사례 6, 7, 8).

#사례 6
배가 상당히 부른 아이가 찾아왔어요. 얼핏 봐도 임신한 지 6, 7개월은
된 거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임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애 집에 가봤
더니 부모는 어디 갔는지 없고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조사해보니
애가 학교 다니면서 군인들을 자주 만났더라구요. 우갈리3) 사먹으라고
돈 주고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용품 사라고 돈 주고... 그 과정에서 성
(性)이 대가로 오고갔는데 그것 때문에 임신한지도 모르더라구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탄자니아, M

#사례 7
최근에 청소년 임신율이 더 늘었습니다. 가나에선 여전히 부모가 성
(性)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 닫힌 분위기인데 개방적인 서구 성
(性)문화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무자비하게 들어오다 보니 아이들이 오히
려 성을 정확한 정보 없이 쾌락적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 교복, 심지어 식사하는 것까지 부
족할 때 십대 소녀들은 성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
거죠. 성(性)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유혹은
항상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가나, G

3) 우갈리(Ugali)는 지역에 따라 옥수수 가루, 혹은 카사바가루를 잘게 찧어 쪄먹는 음식으로
동아프리카지역에서 주식으로 많이 사용되며 우리의 백설기처럼 생겼으나 그만큼 달거나
쫄깃하지는 않고 주로 뜨거울 때 손으로 꾹꾹 움켜쥐어가면서 먹는 음식이다(권유경 2012,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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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요즘은 여자들도 교육을 점점 많이 받고 해서 도시지역에서 조혼이
상당히 줄어든 편이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조혼은 꽤 많아요. 가
진 재산이나 부족의 풍습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염소나 소 가축
을 신부 집에 지불해요. 신부의 피부색깔이나 얼굴, 나이 등에 따라 가축
의 수는 달라질 수 있죠.

탄자니아, V

청소년의 임신은 빈곤한 상황 속에서 가족의 돌봄 없이 방치된 아동들이
생활하기 위해 성(性)을 대가로 지불하는 식으로 나타났다(사례 6). 그리고
성(性)을 이야기하는 것에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방적인 서구 성(性)문화 유
입의 영향으로 성을 경시하고 이것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성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
어 청소년 임신율을 높이고 있기도 했다(사례 7). 또한 일찍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발생하기도 했다(사례 8).
아프리카에서 결혼은 풍부한 노동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제이며 즉 여
성을 풍부한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도구,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신부 지참금 문화는 아프리카에 만연해 있다. 즉, 신부가 하
나의 물건처럼 값이 책정되고 결혼이라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권유경
2012, pp. 129~132, pp. 237~238). 이러한 풍습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빈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사례 9). 그
러나 대부분 어린 소녀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
때문에 독립적 성향을 가지고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 남편이 사망한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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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작년(16살)에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결정하셨죠. 학교는 다 마치지
못했지만 우리 집에 식구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집을 일찍 떠
나면 식구들에게 부담이 좀 덜 되니까요.

콩고민주공화국, 주민 2

#사례 10
어렸을 때 결혼을 해도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신부를 데려갔다
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누가 케어해주겠어요. 아이는 있지, 남편의 자식들이 돌봐주겠어
요? 오히려 시집오기 전 친정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배운 게 없으니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직업 구하기도 쉽지 않죠.

나이지리아, G-A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생식보건
부문에서 부족한 인프라 환경이나 여성에게 엄격한 종교문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젠더불평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출산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망의 위험을 높였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남은
가족들, 특히 자녀들은 건강하게 양육되기 어려웠고, 앞서 살펴본 [표 2-3]
의 DAC의 다차원적인 빈곤의 관점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보호능력의 결여
에 영향을 미쳐 치안의 불안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등 빈곤한
환경에서 발생한 젠더불평등이 오히려 다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빈곤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조혼과 가난한 상
황 속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빈곤을 유지시키거나 심화시
키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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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한 부문의 젠더불평등과 빈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33개국에서 여성의 평균 의석수는 약 19.8%
를 차지, 남성의 1/5이 채 안 되는 수치이다(표 2-2 참고). 이러한 낮은 비중
속에서 여성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아 보인다(사례 11, 12).

#사례 11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부를 한직(閑職)이라고 생각해요. 주요
장관의 딸들이나 근무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거죠. 최근에 워낙 국
제기구에서 ‘젠더’, ‘젠더’ 하니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실
제 부처들 모임 때는 그다지 힘이 없어요.

콩고민주공화국, Y

#사례 12
저희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매우 예산이 적은 편이예요. 이동수단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 일을 진행하기는 매우
힘든 편입니다. 최근에 여성에게 취약한 질병에 대해 의식 개선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M-J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법제라든지 의식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개선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설 수 있는 여성정치인조차도 원활
히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은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빈곤을 개선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쿼터제(quota system)로 시행하고 있는 르완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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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성 의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여성자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환경들을 개선하고 여성 능력 고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모든 인구 보건의 기초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젠더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성(性)에 기반한 폭력 근절을 위해 이와 관련한
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경제 전반에서 여성의 노동이 수입으로 이뤄지지 않
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토지접근권이나 임금법 등을 조정하는 등의 전략
추진을 통해 빈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권유경
2013, pp. 82~94). 이러한 르완다의 사례는 여성의 정치 영역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빈곤 개선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드러
내고 피력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교육 부족과도 연
결 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로는 불충분한 인프라로
인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물, 연료 등을 구하는 데 여아가 투입되기 때문
이다(사례 13, 14).

#사례 13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
는 거 같아요. 우기 때는 물이 충분하니까 애들이 가사노동에 덜 투입이
되고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 애들이 몇 킬로씩 걸어가서 집에 필
요한 물을 길러 오죠. 이런 상황이니 학교에 나오기 힘든 거죠.

탄자니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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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킨샤사(Kinshasa)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적인 식음수를 구하는 것도 어
려운 곳이 많습니다. 식수공급의 경우, 여성과 여아가 주로 노동하는 영
역이죠. 물은 음식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 기본이니 여아는 교육보다는
가사에 투입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M-J

World Bank(2003)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물과 관련한 영역이 여
아에게 일임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여아들의 학교 출석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모로코(Morocco)에서 물 공급과 위생시설 개선
을 수행한 결과 이 지역에서 여아의 출석률이 4년 동안 20%나 상승한 결과
를 보여 여아의 노동력이 이 영역에 얼마나 투입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 나이의 결혼은 낮은 교육이수와 연결되고 이는 또다시 미래 인적자
원의 양육의 질과 직결된다(사례 9, 15).

#사례 15
결혼하고 아이를 금방 출산했는데 아이가 아플 때는 찬물에 우선 씻
기고 주변의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낫지 않
으면 병원을 가보겠지만 주로 근처의 친구들에게 의지해요

콩고민주공화국, 주민 2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lan)에서 엄마의 교육 정도와 5
세 이하 아동의 체중미달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부르
키나파소 모두에서 여성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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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5세 이하 아동의 체중미달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나
타낸 바 있다(UNDP 2012, p. 39, 그림 3-1 참고).

그림 3-1. 엄마의 교육 정도와 5세 이하 아동의 체중미달 사이의 관계

자료: UNDP(2012), p. 39.

Thirwall(2003)의 연구내용에서도 여성의 교육이 다음 세대(generation)의
질적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
르면 교육은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가질 시간에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만들며 이는 동시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한다.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피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
게 하고, 교육 받은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더 많이 교육 받기를 바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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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성에게 지위, 협상력, 독립성 등을 증진시켜 의사결정권을 강하게 하
여 이는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Thirwall 2003, 재인용: Siegel 2005,
p. 9).
실제 교육에서 젠더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한 경향이 있으며 반
면에 고소득국가일수록 교육에서의 젠더평등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에 있어 젠더평등이 90% 이하인 나라들 중 어떤 나라도 1인당 GDP의
비율이 1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는 결과(DFID 2010, p. 3)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교육에 있어서 젠더불평등은 개인적으로는 저임금노동으로 인한 빈곤
을,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quality)를 격감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
여 빈곤층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다. 경제참여 부문의 젠더불평등과 빈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중 33개국의 경제참여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8.1%인 데 반해 여성이 64.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참여가 낮다(표 2-2 참고). 그러나 니제르, 말리, 수단 같은 경우에는 여
성이 30%, 남성이 70~80%의 경제참여를 보여 실제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불평등은 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표 2-4 참고). 이러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화된 노동(사례 16)과 여성의 노동
을 가사노동에 국한되게 보는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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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대부분 여성들은 식사준비와 하루 쓸 물 나르기, 빨래를 하면서 농사
일도 함께 하는 거죠. 특히 식사 준비할 때는 전기, 가스 사용이 거의 힘
드니까 매일 땔감을 근처에서 구해와야해요. 수확한 농산물을 밖에 나가
서 파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Y-E

#사례 17
남자들은 절대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자들은 직장에서 똑같
이 근무하고 왔는데도 가사일이며 아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
아서 하죠.

나이지리아, A

전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지역에서 교육이 부
족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여성들은 주로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젠더불
평등은 성별에 따라 투입되는 노동의 성격과 노동력의 시간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실제 아프리카의 베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노동의 성격과 시간의 정도는 차이
가 컸다. 4개국에서 베냉을 제외하고는 소득활동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가사 등의 비(非)소득활동 부문에
서는 여성은 남성 평균의 3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했다. 특히 소득활동에 있
어서 남녀 활동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베냉의 경우 비(非)소득활동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아, 여성의 전체 노동시간과 노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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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Blackden and Woden 2006,
p. 17, 표 3-2 참고).

표 3-2. 아프리카 4개국의 성별에 따른 노동의 성격과 시간 차이
(기준: 하루 당 분(minutes))

베냉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소득활동

235

235

115

190

175

290

116

296

가사 등의 비소득활동

208

67

228

75

221

47

277

73

전체노동시간

443

302

343

265

396

337

393

369

전체 노동시간 중
소득 활동의 비중(%)

53.0

77.8

33.5

71.7

44.2

86.1

29.5

80.2

자료: Blackden and Woden(2006), p. 17.

또한 동일한 노동 영역(농업활동)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계의 수입과
지출은 <사례 14>와 같이 남성이 주도하는 양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소비 행태는 대체적으로 다른 양
상을 드러내는데 여성들은 수입이 생기면 가족의 건강과 교육, 영양과 관
계되는 일에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술, 담배, 여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Morrison, Raju and Sinha 2007, p. 4). 대체적으로 여성은 수입의 90%
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사용하지만 남성은 단 30~40%만을 가정과 지역사회
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을 위해 소비한다는 것이다(Borges 2007, 재인
용: Women For Women International 2010, p. 25).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여성이 수익 창출과 거리가 먼 가사노동에 남성
에 비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수입 창출에 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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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부족하게 하여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주
장(Blackden and Woden 2006)과 여성이 소득을 가지는 것이 가족과 지역사
회에 재투자하게 하여 보다 빈곤을 빠르게 회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
(Women For Women International 2010; Morrison, Raju and Sinha 2007)은
꽤 의미있다.
여기에 여성이 더욱 가사노동에 국한되도록 만드는 종교, 사회문화적 관
습은 여성을 경제활동과 수입 창출에 있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게 만든
다(사례 18, 19).

#사례 18
무슬림의 경우 여성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경우
가 많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죠.

나이지리아, I

#사례 19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동료라기보다는 부
인이나 주부처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도 같이 했
던 남학생과 함께 같은 회사에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입사했었는데 저
한테만 파트타임(part-time) 수준의 일을 시켰어요.

나이지리아, A

[사례 19]의 경우, 무슬림보다 상대적으로 남녀평등교육을 제공하는 기
독교에 국제법을 공부한 전문직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 여성이 남편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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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어떤 문서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sign)조차 할 수가 없고 전통
적인 관습에 의해 여성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며 각종 은행거래와 재정과
관련된 것은 모두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등(OECD 웹사이트 2013)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남성은 재산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인으로서 그들의 아내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남편과 가족을 위한 노동에 더욱 국한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불리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각종 법은
직접 노동인력으로서 여성의 수입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 지역사회의
재투자를 저해하여 빈곤개선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젠더불평등이 빈곤을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아프리카지역의 젠더연구는 할
례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편중되었다. 그리고 연
구 방법 또한 문헌연구가 대다수로 그 지역 출신, 혹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목소리를 담고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젠
더 문제를 빈곤과 연결시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을 다루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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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연구는 젠더불평등지수와 복합적 의미의 빈곤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젠더불
평등과 빈곤의 상호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젠더불평등지
수를 측정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동 ․ 서 ․ 중앙에
해당하는 4개의 국가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국으로 온 유학생 등 1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젠더불평등과 빈곤이 상호 영향하에 발생하
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인프라 환경 요
인과 사회문화적 성격이 교묘히 교차되어 젠더불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하였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젠더불평등은 빈곤과 아주 밀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젠더불평등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식보건 부문에서의 젠더불평등 해결이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한 가정이 매우 쉽게 파멸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인적자원에 대한 손실뿐 아니라 미래의 인
적자원의 성장 또한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어린 나이의 임신,
출산 현상 또한 여성들을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자립이 어렵고 건강
한 양육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지역에서 생식보건 부문에 대한 교육 및 환경개선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
은 이 지역 전반의 빈곤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에게 제약이 되는 제도 변경과 환경 개선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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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그리고 수요자에 적합하게 개선시키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여성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사
회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장애가 많았다. 그
러나 르완다에서 여성의 정치활동 강화가 활동 영역의 확장뿐 아니라 여성
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그 결과
빈곤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여성의 정치 참여는 사
회개발에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나가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
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연관된
인프라로서 이 지역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식수이
다.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은 식수와 연료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노동의 영역은 여아에게 집중되는 경향
이 있어 교육 이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여성의 교육은 조혼에 대한 자기 결
정권, 양질의 양육,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교육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 이분화적인 소비습관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보다 경제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종교, 문화적 이유로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우선, 농업이 경제활동과 수입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이 농업활동을 할 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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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 장애가 되는 여성 토지 접근권 및 소유권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액대출지원을 여성이 보다 접근
하기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의 지원 확대는 인식 개선을 지원하
는 것보다 이 지역의 변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바람으로 각국의 경제사회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만 머물 수 없
게 된 지금, 전 세계에서 빈곤이 극심하고 발전이 더딘 지역 중 하나인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국가의 사례만 분석
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간 문화 혹은 인권적 측면으로 다루어진 젠
더를 젠더불평등적 관점에서 빈곤과 연결하여 다루고 실증사례를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 시도에 있어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
에서 젠더불평등과 빈곤의 상관성을 넘어 본 연구에서 부족했던 이 둘 간
의 인과성이 보강되어 연구된다면 보다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이 지역의 빈
곤해소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활동에 대한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분야에서 이 지역의 효과적인 빈곤감소
를 위해 한국이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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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식보건 부문 중에서도 우선 모자보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
역 내 출산 보조인력 양성을 들 수 있다. 사례분석에서 이 지역의 많은 산
모들이 종교문화적인 혹은 인프라환경적인 이유로 출산 시 산과 기술이 있
는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이 어려웠고 이와 관련한 사망이 증가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원조를 수행함에 있어 전(全) 지역에 병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인프라를 단시간에 복합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또한 종교문화
적인 부분과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에 지역 내
에 출산 보조 인력을 양성하여 임산부의 출산 시 돕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
망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보건시설의 접근을 어
렵게 하는 문화 및 환경적 요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정 내 어머니의 사망을 줄이
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정의
안위는 물론 지역의 안보(security)와도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식보건 부문 중 청소년임신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기초 교육 중 성(性)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탄자니아 사례에
서 보면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서도 임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모르거나
가나 사례처럼 성(性)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공공연하지 않은 닫힌 분위기
속에서 성을 당장의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수단으로 생각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빈곤이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서 이 둘 모두 성(性)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가족이
라는 사적인 영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
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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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초등, 중등교육과 관련한 환경개선원조를 할 때 교과 과정 중
자연스럽게 청소년층의 남녀 모두에게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한다면 각 국가의 성(性)에 대한 고유한 문화나 사회의식을 크게 변형하
지 않는 수준에서 청소년 임신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정보로 성을 만나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성을 수단으로 쉽게
생각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 사회의 젊고 건강한 청년
층 및 미래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발전에 의미
있을 수 있다.
둘째, 권한 부문 중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여성정치인의
수를 늘리도록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여성의 실질적 목소
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원조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정치인 혹은 기업인 등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직
적접인 역량강화를 초청연수 혹은 해당 지역에서 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련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젝트나
연수가 한 성(性)만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결국 사회 내 양성 간의 차이를 줄이고 이것이 발
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작용할 것임을 양성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인
식 개선 과정이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와 종족의 문화가 뚜
렷하게 작용하여 독특한 가부장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지역에서 이들의 문화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발전을 향할 수 있도
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여성들은 꼭 정치인이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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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자체가 한 사회를 변화할 원동력으로서, 해당 사회 내에서 하나의
롤(role)모델로서 다른 여성들이 활동할 때 제약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권한 부문 중 여성의 교육지원은 여러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장 핵심 분야로 볼 수 있다. 여성을 교육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이들이 교육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탄자니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음수를 구하고 이와 관련한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여아
들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문화적으로 여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면 여아가 학교로 나오면서 이러한 영역들
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식음수와 관련
한 시설들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를 식수 및 위생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지역 내 수인성 질병 관리 및 예방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여아들이 학교 교육을 수행하고 탈락하지 않는 데 보다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발전의 잠재성을 지
닌 건강한 청년층 양성 및 미래 인력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빈곤을 개
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경제활동 부문에서 여성 노동력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업에 종
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에게 토지 접근 및 소유가 원활하
지 않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부녀자들이 함께 공
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부족한 인프
라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마을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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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활동은 가사에 대한 의무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문화의
영향으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이 함
께 모여 활동하게 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구
체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의 상이한 강점을 고려하여 제시될 수
있겠지만 공동작황, 기 수확한 상품의 가공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것
이 단순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로 이어지는 시장접근까지 포함시
킴으로서 여성이 직접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작업
의 시간은 단순히 소득 창출뿐 아니라 가정 보건, 위생 교육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場)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
을 다양한 방면에서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에 체계적인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경제 성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한다.
본 내용은 젠더불평등지수의 구성 지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했던 내
용을 기반하여 그 사회 본연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수준
에서 이 지역의 효율적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
조(ODA)활동에 대해 제언해보았다. 그러나 젠더불평등의 문제가 단순히
이 지표들과 연관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 존재하고 상호작용
하는바, 각각 중심지표에만 집중, 분리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 아래, 각각의 영역이 보다 긍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
고받을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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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현재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로서 공식적 외교
이외에 공공외교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외교가 커다란 이
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로 정부 부처 산하에 공공외교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자국외교
에 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일반 시민들도 타국

* 한국외대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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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국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해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면 그 나라 외교정책은 힘
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외교는 전통적이며 관습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상대국의 사회,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한 국가의 위상과 이
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총제적인 외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1)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미
세계 각국은 이 차세대 성장 사업인 콘텐츠 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콘
텐츠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가 브랜드 전략과는 연결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역시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
며, 일례로 K-pop, 드라마, 영화 등은 한국 공공외교의 큰 자산이 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는 어쩌면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재패니즘
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는 유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1) 문화콘텐츠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합성어로
서, 문화적 특성과 콘텐츠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 둘은 동시에 구현되어야하
는 특성을 지닌다. 즉 문화가 콘텐츠에 종속되거나 콘텐츠가 문화에 종속되는 식의 종속관
계가 아닌 문화와 콘텐츠가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
소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1) 문화와 콘텐
츠적 특성을 동시적으로 구현해야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
다. 3) One Source Multi Use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관련 연구는 유
기적인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5) 문화콘텐츠의 양적/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박기수(2006). pp.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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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는 이러한 문화, 예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넘어 다양하고 광범
위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상대국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역이니만큼, 단지 정부만이 아
니라 민간단체, 기구, 국민 개개인이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외교 자산을 활
용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은 당연히 한 국가의 국가브랜드를 제
고하는 동시에 현존하거나 장차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미연에 방
지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외교에 대한 공식적인
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포럼을 통해 그 향방과
실효성을 짚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외교부가 2012년 1월
20일, 기존의 ‘문화외교정책과’를 외국 대중의 마음 사는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한 것은 주목
할 만하다.
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급격한 경제성장, 가전제품, 근면하고 검소한 국민성,
올림픽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쟁 ․ 분쟁지역, 군부독재, 시위 등의 부정
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
반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경제산업의 발전, 평화롭고 안
정된 나라, 친절하고 개방적인 국민성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과거에 비해 한국의 국가 이
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국가, 북핵문제가 가
장 부각되는 이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염성원(200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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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1월에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정식 출범된 바 있다. 이 기관은 사람과 제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이미
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제사회 기여 확대, 문
화자산의 가치 확산, 글로벌 소통 강화, 범국민 역량 통합이라는 비전과 전
략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강점인 첨단과학, 선진 기술 등의 하드파워
를 기반으로, 21 세기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문화, 이미지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자 했다.3) 이 위원회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했으며, 본 논
의의 중심인 공공외교와 상응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터키에서의 한국 이미지는 먼저 한국전쟁이며, 그 다음으로 터키에서 한
국기업의 선전, 그리고 2002 월드컵 3, 4위전에서 한국 관중들이 거대한 터
키국기를 펼쳤던 감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터키
의 지식인들조차 한국의 IT 기술 등을 비롯하여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많
이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문화 중심의 소프트
파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터키 내에서 한국은 경
제적 위상에 비해 국가 브랜드가 약하다는 점을 숙지하고, 공공외교에 힘
을 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 국민 간 유대가 강해지면 터
키에서 한국 관련 정책을 시도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
에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3) http://www.koreabrand.net/gokr/kr/cms/selectKbrdCmsPageTbl.do?cd=0119&m1=1&m2=4;
http://www.koreabrand.net/gokr/kr/cms/selectKbrdCmsPageTbl.do?cd=0160&m1=1&m2=5
(검색일: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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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외교 논의 동향을 짚어보고, 대터키 공공외
교의 현황 그리고 일련의 제안 사항들을 제시해보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이 글은 대터키 공공외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첫걸음 역할의
연구로, 미흡하나마 그 미래와 비전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상대 국가로 터키를 선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12년 5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Goreign Policy는 터키를 글로
벌 경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4대 강국 중 하나로 꼽
았다. 아랍 세계의 모델로 떠오른 터키가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사례
가 되는 등 국제 정치 무대에서 터키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터키의 전통적인 세력권인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
이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석유 ․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송과 안보 측면에서 터키의 역
할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졌다. ‘유럽 연합 가입’이라는 숙원 문제
에 있어서도 터키는 EU에 자기 목소리를 낼 입지를 다졌다.4) 이렇듯 터키
가 주변의 중동,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 한국의 대터키 공공외교 연구는 향후 터키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
가들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의 사례 연구 자료로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4) 이희철(201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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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공공외교 논의 동향

정보 통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작금에 외교의 주체가 더 이상 특
정 정부부처, 정책 결정자 혹은 관련 종사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
민 개개인 전체에 해당되는 공공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각국은 다
양한 인적 및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 사회에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외교5)는 폴 샤프의 정의에 의하면, “(국가/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
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과 직
접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또한 한스 투흐는,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지 위하
여 정부가 타국의 대중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밝히며 상대 국
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6) 그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공공외교는 한 나라의 외교정책과 무관하게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에 부합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 브랜
드 구축과 공공외교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 외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국내 정세로 인해 불가피하
게 북핵 문제, 한 ․ 미 동맹 같은 안보에 직결되는 현안에 매달려왔다고 말

5) 외교부 사이트에 나온 ‘공공 외교’의 개념, 역사적 배경, 논의 동향에 관해서는 http://www.
mofat.go.kr/trade/cultural/public/index.jsp?mofat=001&menu=m_30_170_100을 참고.
6) 얀 멜리센(200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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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분단국가라는 맹
점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모색 및 추진하고 있는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
미지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세계화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내외적인 압력을 받은 정부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7)
최근 북한의 위기 조장으로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발
빠르게 보도를 했고, 우리는 국제 선상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의 화약고 이
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
정한 이미지는 분단 이후 계속되어 왔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세계에 알
려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히려고 했던 안정된 이미지가 삽시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제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야만 했다.
한국은 외교부를 위시하여 다른 관련 부처뿐 아니라, 시민 단체, 대학,
학자들,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동참하여, 한국의 이미지, 정책 그리고 공공
외교 정책의 목적을 공식화하여, 이것들을 의미있는 총체로 만들어 외부에
제시하고, 세계의 다양한 여론에 성공적으로 알릴 전문적인 공공외교 기관
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및 개선하고 조정
할 준비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단체 및 기관들은 한국의 이미지, 문화, 역

7) 위의 책,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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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즉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것들을 현대통신매체로 외국 여론에 옳고, 바
르게 전파하여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 국가의 이미지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국제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과 연상되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유럽과 북미
에서는 한국전쟁과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답했다는 사례를 봐도, 한국의
첨단과학기술이나 문화적 측면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았다는 점, 즉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세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
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웃 국가인 일본과 과
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때때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
한 문제들은 공공외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외교의 도움을 받는
다면 국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원을 통해 한국의
날, 전시, 콘서트 등의 문화 행사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얼마
나 성공적인지에 관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 한국인에 대
한 대외 이미지 구축은 오로지 외교부나 관련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그 이
유는 세계가 이제 지구촌으로 바뀌었고, 단지 정부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들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대 국가의 정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의 각 개인은 공공외교 안에 있고, 국민들 개개인을 설득하는 것이 지
극히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공공외교의 중요한 일부인 문화, 언어, 전통, 생활 방식을 전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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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론을 설득하여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떠나 다양한 콘텐츠로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공공외교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외교가 단지 상대국
정부만을 상대로 한 반면, 최근의 공공외교는 상대국 국민과 직접 접촉하
여 그들에게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 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오늘날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외교부 내 공공외교 관련 부
서 신설, 해외 문화원 활성화, 자국어 교육기관 증설 등 공공외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외교포럼 개최, 해외한국
학진흥,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해외 문화원 증설,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PKO(평화유지 활동) 파견 등의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8)
외교부는 지난 2012년 5월 1일~31일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
안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공모에서 수상한 주요 내용을 보면, ⓛ 국내외 도
시 간 결연을 통해 지역 축제, 스포츠, 문화 , 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 ②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 개발과 공공외교
조직/예산 확대 및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 등 제안 ③ ‘한국’이라는 브
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SNS를 활용 ④ 해외 한류 소재 드라마 제작의 후원, 외국인 한복 디자인
오디션 개최, 국내외 초중고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공공외교 연구재단 및
연구회 설립 등 제안 ⑤ 해외 한인 유학생들이 단합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교포들이 지닌 정치력과 영향력을
8) 외교부 http://www.mofat.go.kr/trade/cultural/public/index.jsp?mofat=001&menu=m_30_170_100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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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⑥ 한국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공공외교 서포터즈로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외에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활용 ⑦ 공공
외교 전문 인력 양성, 공공외교 논문대회 개최, 해외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
하는 민간기업의 활동 지원 등 제안 ⑧ 우리나라 공공외교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외교를 전담할 단일화된 총괄 조직 필요9) 등이 있다.
또한 외교부의 문화외교국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2012년 9~10월간 ‘바
람직한 국가이미지 정립을 위한 내외국인 대상 에세이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에게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람직
한 국가이미지 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에세이의 주제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국
및 한국인의 특징, 정체성 및 장점, 지양해야 할 우리나라의 모습과 개선
방안,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 가치, 국가이미지, 브랜드
또는 슬로건(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 등이었다.10)
2013년 4월에는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에서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등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공공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십분 활용
하여 현장에 접목시키는 실제 효과가 있어야 공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한편 공공외교는 분명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지
만 외교부와 문화부 간의 이견이 없지 않다. 예컨대, 외교부는 “국제 사회

9) 외교부 보도자료, 제12-547호, 배포일시(2012. 6. 29) 참조.
10) 외교부 보도자료, 제12-983호, 배포일시(2012. 1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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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에 대한 일관적 메시지가 미약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는 활
동의 총괄적 조율 시스템이 부재하여 법제정을 통해 공공외교를 정무 ․ 경
제 ․ 외교와 함께 세 번째 축으로 정립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면, 문화부는 “헌법상 국가에 부여한 전통문화 계승 ․ 발전, 민족문화 창달
을 위해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적 진흥은 필요하나 추진 중인 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정책을 수립 ․ 시행 및 총괄 조정하게 되어 있어 문화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
진에 관한 특별 법안과 내용에서 적용 대상 범위가 유사해 상충될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11)라며 입장 차이를 밝히고 있다. 양 부처 간의 원활한 의
견 조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법률, 예컨대 공공외교
문화 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 국제문화교류진흥에 관
한 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등 네 건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국제교
11) http://mentshin.com/50161123296; 양부처의 입장 차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사화된 사례
로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해 8월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예술 ․ 원조 등을 매개로 외국인 ․ 외국단체와 협력하는 ‘공공외교’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외교부가 맡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가 ‘공공외교’라고 부르는 ‘국제문화교류’를 문체부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당 길정우 의원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문체부
가 3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
안이다. 이에 일각에선 “문체부가 부탁해 법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길 의원은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문체부와 외교부 입장을 다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안 처리는 답보상태다.”등이 있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0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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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단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공공외교 포럼(Korea
Public Diplomacy Forum)’공식 출범식과 이를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지난
2010년 5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등 공공외교는 정부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부상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지금 각국은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
해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를 앞다투어 추진 중이다. 외교
의 패러다임이 정무 ․ 경제 등 전통적인 하드파워에서 문화예술 같은 소프
트파워 중심의 공공외교로 바뀌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 시민들도
타국과 그 국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한다. 어떤 국가에 대
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면 그 나라 외교정책은 힘을 받기
어렵다. 공공외교는 문화, 미디어 매체, 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되 단
순한 문화행사와는 달리 양국관계 강화와 우리의 위상 제고라는 총체적인
외교정책 목표 안에서 메시지와 방법론을 전략적으로 다룬다.”12) 라고 밝
히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공공외교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문화와 전통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
고 경청하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이미지 대응에는 정확한
메시지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SNS의 발달로 어떤 나라가 처한 중대
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이미지의 고착 속도는 한순간이다. 특히 부정
적인 담론은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한 번 마음에 새겨진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 셋째, 공공외교는 우리 외교의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12) 김성한(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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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진 좋은 이미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
아갈 미래 비전과 가치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책임을 다하
는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평화와 개발협력 촉진국’, ‘선 ․ 후진국
간 중계역할’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넷째, 공공외
교 추진을 위해 국회 ․ 언론 ․ 시민사회 ․ 해외동포까지 모든 국민이 함께 중
지를 모아야 한다.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진 한국은 국가이미지 전략에서
여타 국가와는 다른 한국형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13)
재외공관들은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대중
들에게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공공외교가 국가뿐 만 아니라 아니라 국민도 주체가 된다는 자
각 아래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인바,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시적
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타국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한 ․ 터 관계

지형학적 위치에서 보면 터키와 한국은 각각 아시아의 가장 서쪽과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역사 이래 양국은 서
로 영향을 미칠 기회가 그다지 없었다. 하지만 한민족의 조상인 예맥족은
13)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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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몽골계, 튀르크 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종족은 같은 조상에
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터키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진 괵튀르크인들(기원전
522~745)에 관하여 중국의 Sui-shu라는 이름의 역사서에는 “수의 왕이 괵투
르크 국가의 키민 카안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고구려의 대사도 키민 카안
과 접견하고 있었다.”14)라는 언급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짤막한 언급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괵튀르크와 고구려가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공
식적인 기록은 현재까지 연구되어 발표된 바 없는 듯하다.
한국과 터키는 1957년에 공식적인 수교를 했고, 이후 양국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2002년 월드컵 3, 4
위전에서 전 세계에 보여준 양국 간의 우호적인 대결을 들 수 있는데, 이
우호 관계에는 터키의 한국전 참전이 그 바탕에 있다.
한국전쟁 발발에 기인한 유엔군의 참전은 한국과 교류가 적거나 없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 교류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나 터키군의 한국전
참전은15)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 친밀감과 호
의를 갖게 된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터키는 1948년 대
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57년에 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같은 해
터키에 한국 상주 공관을 개설했다. 이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한국 전쟁 이

14) Woo(1993), p. 1, 재인용: Hatice Köroğlu Türközü(2013), p. 107.
15) 한국전쟁 당시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 터키 수상은 유엔 안보리의 한국전 지원
요청을 즉각 수락하고, 6월 29일 전투병력 파병을 통보했다. 한국전의 긴박성을 감안해
1950년 7월 18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터키정부는 1개 여단 병력
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7월 25일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백상기
(2007),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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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요인으로 터키는 정
서적으로 우리와는 오랜 혈맹 관계이며,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
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16)
사실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이란 바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터키 군이 보고
전해준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피로 맺어진 형제’
라는 뜻을 가진 칸카르데쉬(Kankardeş)라고 부른다. 한국을 형제국이라 보
는 터키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사람을 진정 좋아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터키 사회의 각 분야에
서는 한국 전쟁과 인연이 맺어진 소위 친한파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17) 또
한 한국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형성은 한국전에 참가한 터키 군대에 의해
이슬람이 소개되고, 한국인 무슬림이 출현하는 195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8)
무역 면에서 본다면, 한 ․ 터키 FTA 협상은 2010년 3월에 개시되어, 2012
년 협정 체결, 국회 비준을 거쳐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KOTRA
는 이 같은 FTA 발효로 가격 인하와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비
관세 효과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터키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국이며, 44번째 수입국이다. 지난해
16) 터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 타이완(1948년), 영국, 프랑스, 필리핀
(1949년), 스페인(1950년), 독일(1955년), 이탈리아, 베트남(1956년)에 이어 1957년에 열 번
째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발 빠르게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
었다. 우리나라가 터키에 상주 공관을 개설한 것은 1957년 6월 17일인데, 대사관을 기준으
로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1949년 3월 25일), 대만(1949년 7월) 다음에 세 번째로 터키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영국에 1950년 2월 17일, 우리나라 외교사상 일곱 번째로 상주 공관
을 개설한 것이다. 이희철(2002). p. 269.
17) 위의 책, p. 269.
18) 이희수(1991),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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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터키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38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19)
터키 대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자신들의 성장모델로 열심히 벤치마킹하
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 제품과 한류 문화 상품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
기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오랜 기간 터키시장을 장악해온
프랑스 르노의 아성을 깨고 판매 1위에 올랐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저
터널인 보스포루스 터널 건설에 SK건설이 참여하고 있다.20) 또한 2012에
는 터키 매출 50대 기업 안에 삼성, 현대 그리고 포스코가 들어갈 만큼 터
키에서 한국기업의 선전은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8월 포스코는
터키 현지에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을 준공했다. 이 준공식에서 정준양 회
장이 “POSCO ASSAN TST는 한국 터키 간 오랜 유대관계의 결실”이라며 “터
키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21)고 언급
한 바 있는데, 여기서 강조한 유대관계의 근간에도 역시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인연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2년에 양국 간 “문화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의 일환
으로 1972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터키학과가 설립되었으며, 터키에서는
한국학과 관련하여 1989년에 앙카라 문과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었
다. 현재까지 양국 연구자들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분야의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등, 각계에서 양국 교류에 관련하여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 http://www.econotalking.kr/xe/index.php?document_srl=89641&mid=market_2010(검색일:
2013. 9. 6).
20) 송기홍(2010), ｢터키는 ‘중국 견제-유럽 진출’ 교두보｣. 중앙선데이. (12월 5일)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81123231&code
=950312(검색일: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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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터키 공공외교 실태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의 국가이미
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나라, 즉 터키
를 이해하는 쌍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외교에서는 자국의 문화와 전
통을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상대 국가의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쌍
방향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지극히 필요하고 중요한 태도이자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국
가 및 지역 간 상호교류가 증대 및 확산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만남 역시 부각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 역사 및
사회 제반의 문제를 이해하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타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 문화 이해는 기본적으
로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및 정신세계를 파악하는 측면에
서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진정성 있는 교류와 융화를 가능하
게 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
문화가 한 사회의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지닌 사유, 행동 등 그 집단에서
습득하여 계승해온 독특한 생활 방식이라고 한다면, 문화코드는 문화적 약
속이며, 문화적 관습체계이고, 문화적 관습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

22) 이난아(201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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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에 의해 획득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사회 규약 혹은 관례라고 할
수 있다.23) 우리가 터키에 공공외교를 펼치는 선상에서 특히 공공외교의
실무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터키의 문화코드24)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코드에 대한 이해는 추후 다양한 목적으로 어떤 지역
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대터키 공공외교를 시행할 때, 먼저 터키가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품고 있는 나라이자, 다인종 국가이며,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세속
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당히 복합적이며, 다양한 층위의 국가라는
이해가 숙지되어야 할 것이다.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터키의 한국전 참전이나 눈
부신 경제적 발전 등과 같은 역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일반화된 것들이 많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국가 간의 무역이나 경제 활동, 그저 지
나치듯 소비되는 단편적이고, 신화적이며, 역사적인 몇몇 사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오류나 왜곡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세계가
다른 하나의 세계와 맞닿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의 교집합으로 만나 서
로의 모든 것으로 만날 수 있는 합집합으로 통합되고 융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무형적으로 더 높고 이상적인 차원의 결합이 필요
하다.25) 이러한 만남은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을 통해 승화되고 일반화

23) 정유연(2005), pp. 9~10.
24) 터키의 문화코드에 관해서는 이난아(2013), ｢터키 문화 코드에 관한 소고｣, 글로벌문화콘
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p. 21~51 참조.
25) 이난아(2009),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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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데,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2012년 9~10월 기간 동안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국
가 이미지 공모’를 한 바 있는데, 세계적으로 총 59개국이 참가하였고, 이
중 최다 공모국 순위에 터키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한국 국가이미지 공모결과

순위

국명

공모 수

비율

1

인도네시아

58

13.4%

2

필리핀

54

12.4%

3

터키

44

10.1%

4

인도

30

6.9%

5

러시아

26

6.0%

6

중국

25

5.8%

7

모로코

22

5.1%

8

불가리아

15

3.5%

8

케냐

15

2.8%

10

미국

12

2.1%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고.

위 공모전에는 한류 붐이 일고 있는 나라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표 1]에
서 볼 수 있듯이, 터키는 한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 상위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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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터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터키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 한류 분야는 단연 K-pop, 드라마,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한류’라고 이름 붙여진 한국영화나 드라마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파급
효과는 터키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몇 년 전부터 터키 안방에 방
영된 다양한 한국 드라마는 터키에서 마니아층에 의해 인기를 얻었으며,
시대극이나 현대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 특히 <대조영>,
<해신>, <주몽>, <대장금>, <선덕여왕> 등 역사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얼마 전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등이 한국어 열풍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한국노래와 가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
산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생긴 한류 팬클럽만 10여 개, 터키 전역에서 50
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 한류 열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듯 애초에 터키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시작
한 터키 젊은이들은 이제 드라마, 영화, 음악을 넘어 한국 역사, 문화, 언어,
음식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한류 팬 클럽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국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26) 201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터키에
서의 한류 팬클럽 회원은 17만 명이었는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20만
명을 초과하는 등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26) 이난아(2012),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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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터키 국영방송국인 TRT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류는 2007년 www.korea-fans.com이라는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를 발족시켰다. 터키 내 최대 규모 한국 팬클럽인
www.korea-fans.com에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작으로 노래 등 다양한 장
르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터키 내에서 한국 문화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13년에는 터키 텔레비전 FOX 채널에서 2004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한국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Bir Aşk Hikayesi(어느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어 방영되고 있다. 유투브를 검색
해 보면 양국의 드라마의 차별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영상 밑
에 수많은 리플들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 한국 드라마의 저력
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pop 분야에서, 가수 싸이의 경우 유투브에서 가장 많은 재생 수를 기
록한 나라 중 하나가 터키이다. 흥겨운 가락을 좋아하는 터키에서 싸이의
인기는 그가 참가한 이스탄불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싸이
는 이스탄불 블루 나이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터키 관중들을 한껏 들뜨게
했으며, 특히 터키 인기 프로그램 ‘당신이 재능 그 자체입니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게스트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무대에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강
남스타일’ 춤을 선보이는 등 그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28)

27) http://www.youtube.com/watch?v=DdXY3TmQ6FQ(검색일:2013. 9. 14).
27) 자세한 기사는, http://gundem.milliyet.com.tr/hulya-dan-gangnam-dansi/gundem/gundemdetay
/23.02.2013/1672373/default.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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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보이>, <살인의 추억>, <악마를 보았다> 등을 비롯한 한국 영화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터키에 많이 소개되어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예술적인 성취에 비해 그다지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김기덕
감독이 터키 최고 권위의 국제 영화제인 ‘국제 안탈야 황금 오렌지 영화제
(UluslararasıAntalya Altı Portakal Film Festivali)’에서 2006년 ‘특별 감독상’
을 수상한 성과는 한국의 영화 예술 분야가 터키 내에서 충분히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9) 김기덕 감독은 특히 <경주 이스탄불 세계 문화엑스포 2013>
에서 영화 관련 분야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미마르시난 예술대학 영화 텔레
비전 학과 주관으로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과 더불어 일주일간 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또한 그의 최신작 <뫼비우스>가 한국과 터키에 동시에 개봉되
는 등, 김기덕 감독에 대한 터키의 인기와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
터키에서의 한류의 파급력은 그야말로 대단하지만, 단순히 위에서 언급
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대터키 공공외교 전략을 세운다면 지속적인 성과
를 보기 힘들 것이다. 터키 역시 터키 드라마가 중동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수출되어 중동에서 터키 붐이 일어나고 있다. 터키 역시 중동지역의 드라
마 종주국이며, 한국은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이 역시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다양한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강화하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9) 이단아, 위의 논문,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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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터키 영화관에 걸린 ‘뫼비우스’ 간판.

자료: 필자 촬영.

2. 한 ․ 터 공동의 역사를 통한 공공외교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관으로 ‘터키 소재 한국현대사 아카이브 자
료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 참전으로 지속되고 있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다지
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터키
내 출간 한국전쟁 관련 잡지, 단행본,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 신문, 우표,
참전 용사 소장 물품, 일반 수집가들의 수집품 등 아카이브 발굴, 수집 및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 수집은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추
후 터키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한 ․ 터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탄탄히 다지고자 하는 데 또 다른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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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다양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
국민 서비스기관인바, 일차적으로 국내 관람객이 한 ․ 터 우호 관계의 시발
점으로 여겨지는 한국전쟁 아카이브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소통 강화의 기
회가 될 것이며, 추후 한국을 방문하는 터키인들의 방문지로 대한민국 역
사박물관을 추가시킨다면 더 좋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류 팬 클럽사이트인 www. korea-fans.com을 보면 2013년 ‘한국여행 특
별 가을 투어’ 공고가 나와 있는데, 이 투어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터
키군인들이 묻혀 있는 부산유엔묘지가 필수 방문코스로 되어 있다.30)
이렇듯 터키의 한국참전이 양국 우호 관계의 근간이 되는바, 터키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터키 소재 한국전쟁 아
카이브을 한국에 소개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양국 간의 교류와 두 나라 국
민의 상호 이해 분위기 조성 그리고 공동 번영 지향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지름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3. 이스탄불-경주 국제문화엑스포 2013
2013년 9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이스탄불 세계 문화 엑스포
2013’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 교류 역사상 가장 거대
하고 포괄적인 행사이며 추후 대터키 공공외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사료되어, 이 지면에서 특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30) http://www.korea-fans.com/forum/konu-special-autumn-tour-to-korea.html(검색일: 2013. 8.
23).

∙ 576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경주-이스탄불
세계 문화 엑스포 2013’은 한류 축제의 장으로서 중요하며, 특히 터키와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전시, 영상, 체험 등 8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조직
위원회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정부의 국제과제인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첫 사례로 동서양 문화를 새롭게 융화하고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문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문화는 혼인데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하
다”며 “유럽-중동-아시아 3각 교차점인 터키에서 한국의 문화원형질을 근
한 달간 집중적으로 선보일 이번 엑스포는 지자체에서 글로벌 문화융성을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31) 이 행사는 대한민국과 경상
북도의 브랜드를 터키에 알리고, 양국의 문화와 경제 교류에도 이바지하는
행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문
화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이 행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지 한국과 경주의 문화콘텐츠를 터키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터 예술 합동교류전, 한-터 합작연극, 한-터 오
케스트라 합동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는 바, 문화는 쌍방의 교류로 인해 활성화
되고, 공공외교 자체가 쌍방향의 소통이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양국의 예
술가들이 합동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며,
2년 후 경주에서 개최될 같은 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31) http://news.heraldcorp. com/view.php?ud=20130524000017&md=20130525003504_AR(검색
일: 201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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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선상에서 또 다른 좋은 사례는 행사 기간 중에 한 ․ 터 문화교류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한 ․ 터 영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는 31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경주-이스탄불세계문화엑
스포2013’의 주요 행사로 마련된 ‘터키-한국 영화 주간’이 양국 영화인이
함께하는 첫 번째 영화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
원회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이스탄불 시내 3개 영화관에서 ‘터
키-한국 영화 주간’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 제말레싯레이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는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김
기덕 감독과 한국감독조합 대표인 이준익 감독, 개막작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참석한다. 또 배우 박중훈과 강수연, 예지원, 한가인 그리
고 영화제작자 이은, 최용배, 원동연, 엄용훈 등 한국영화계 인사들이 함
께 참석해 한류 팬들과 양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스탄불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네 마제스틱 극장과 미마르시난 대학
교에서 열리는 영화 주간 행사에서는 두 나라의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27
편(한국 17편, 터키 1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영화는 1,000만 관객
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 <도둑들>, <괴물>, <왕의 남자> 등 흥
행작과 <달빛 길어 올리기>, <두레소리>, <라디오 스타>, <러브 픽션>,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한국 문화를 담은 영화가 터키관객을 만났다. 개
막작 <건축학개론>을 포함해 17편의 한국 상영작을 선정한 배장수 프로
그래머는 ‘200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와 한국 문화의 면면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터키 상영작은 2012년 몬트
리올 국제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비평가상을 받은 <화재가 발생한
곳>, 2011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옛날 옛적 아니톨리아에>,
2008년 산세바스찬영화제 작품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판도라의 상자>

∙ 578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그림 2. 터기-한국 영화 주간 포스터

자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1388

등 총 10편이다. 터키 상영작을 선정한 영화평론가 이흐산 카빌 프로그
래머는 ‘터키 영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들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9월 13일 미마르시난 대학교에서
는 김기덕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감독과의 만남)와 ‘한터 영화 세미나’
가 마련되었다.
‘한터 영화 세미나’에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터키의 TV-영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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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서협회(TESIYAP)의 만남이 진행돼 영화를 통한 양국의 문화발전 방
향에 대해 논의하고 김기덕 작품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 평가하는 시간
도 가졌다.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터키-한국 영화 주
간은 양국의 영화산업을 잇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행사에
는 양국 제작자는 물론 유명 감독, 배우들이 대거 참석해 우의와 협력을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마르시난
대학교(시네마-TV센터)에서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시간>, <사마
리아>, <빈집>을 비롯해 한국의 예술영화 10편이 특별 상영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 은 회장은 “올해까지 터키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는 30여 편이고, 한국에서 개봉된 터키 영화는 1982년
<욜(Yol)>과 <우작(Uzak)> 등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의 영화적인 교류는
활발치 못했다”며 “터키-한국 영화 주간’을 계기로 양국 영화계의 활발
한 교류와 다방면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32)

이렇듯, ‘한-터 영화 주관’이 단지 한국의 영화만을 편향적으로 알리지 않
고, 양국의 영화가 동시에 관객과 만나고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무척 긍정
적이며 고무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이스탄불 세계 문화 엑스포 2013’에 대한 성과 및 총평가는 조직위
원회의 공식 성과 발표 이후 다른 지면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3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1388(검색일: 201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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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터키 공공외교 제안

터키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터키인들이 이미 관심
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 개척을 통해 터키 내 한
국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터키 대중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한류의 한계는 그 향유자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 즉,
특정 마니아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공공외교는 타국 국민 전체
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바 ‘전 연령층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문화 알
리기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존의 한류 팬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친한 인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만 한국문화가 터키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인바, 터키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추후 터키 지역 전문가들, 한인사회, 터키 한류 인사
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실효성, 기대효과 등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이러한 제안들은 문화적 교환이 단
순히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양국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라는 사고가 저변
에 깔려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제안들은 추후 전문가들
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주체를 국가, 기업, 민간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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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문화- 한국 ․ 터키 퓨전음식 경연대회
현재 한국에서는 한식의 세계화 혹은 대중화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지 한국음식을 세계에 알린다는 단순한
취지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음식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경쟁
력을 제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식습관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매우 크다. 어떤 한 지역
의 식습관을 알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식습관의 이해는 다방면으로 실용성을 확대
시킨다. 현지 식습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현지 문화의 일부를 이해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지인과의 접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현지 문화와 식습관을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 사람은 현지
인과의 이질감을 쉽게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33)
터키음식은 프랑스음식, 중국음식과 더불어 세계3대 음식의 반열에 올라
있다. 터키 땅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 싸여 있고, 다양한 기후와 지형으로
인해 해산물, 과일, 채소들이 풍성하며, 이러한 식재료들은 터키의 음식 문
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음식 문화가 지극히 발달되어 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일력 한 장 한 장에는 그날의 시, 역사적 중요성,
기도 시간이 나와 있었고,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시
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며, 그날그날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음식과 그 요리법, 역
사 속 이야기, 유머, 인생에 대한 금언도 들어 있었다.”34)라는 언급에서 볼

33) 김대성(2006),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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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매일 한 장식 뜯는 달력에조차 음식과 요리법이 소개될 만큼 음
식은 터키인들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또한 일간지마다 그날
의 음식과 요리법이 있는 것만 봐도 터키인들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반도 국가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지역별로 기후 차
이가 있어 각 지방마다 다양한 식품자원이 생산되어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 역시 잘 발달되어 있다. 한국은 현재 한국음식 세계화에 주력하
고 있는바, 이러한 양국의 공통분모를 살려 분기별로 ‘한국 ․ 터키 퓨전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가족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
쌍방 간의 문화교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국민이 음식
문화를 통해 더욱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양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터키 한국문화원에 한국요리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바, 이미 준비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가족
혹은 일원에게 전북 전주에 개원한 국제한식조리학교 견학이라는 상품을
견학 후기를 제출한다는 조건하에 수여한다면 기대효과와 함께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과거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한식의 세계화라고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인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우리의 음식 문화를 접목하지 않으면 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여 우리 식문화를 다른 식문
화와 접목 및 조화시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34) 오르한 파묵(2010),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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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문화- 한국 ․ 터키 전통예술을 반영하는 디자인 공모전
터키는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이며, 특히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예술을 전
수하고 실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양국
의 이러한 공통분모에 착안하여 전통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한국 ․ 터키 퓨전 전통문양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안 역시 터키 사
회 전반에 걸쳐 한국문화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의복, 문양 및 장신구를 홍보하고,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에 공감을 얻어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반 기업 사이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감성
마케팅’ 기법을 공공외교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양과 터키의 전통 문양을 혼합해 새로운 디자인의
퓨전 의복이나 장신구를 기획하도록 하여 양국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사
업은 그들의 마음을 사고 직접 만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의 전통의복과 문양 및 장신구를
공부해야 하므로, ‘배워서 알고 느끼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를 공모전으로 확장시킬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터키인들은 예로부터 의상과 장신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
히 전통적인 멋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바, 이 기획
은 이러한 터키인들의 성향과 잘 부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 분야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관련 분야 학생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공부를 해야 하므로 공모전에 대한 피드백은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전통문화, 예술, 영상 미디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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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 여러 가지 매체로 상대국 국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다가가는 방안
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타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교육, 대중매체, 제품, 주위의 영향 등 대부분
간접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때, 영화, 드라마, 가
요, 스타 등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형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음식이나 패션에 대한 인식은 대중매체를 통한 무형적 방식과
동시에 직접적 접촉이라는 유형식 방식을 통해 동시에 형성되는바35) 현지
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공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강국 이미지 활용-한국 ․ 터키 인터넷 축구 게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공공외교 방면에서도 효과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데 동
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IT기술이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교 정책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
라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부 사이버 홍보 전략팀은 각 국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홍보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공외교
는 정부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
35) 최창현(200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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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바, 타국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관심 분야가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라는 이미지는 터키에서도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
이다.
터키는 현재 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
다. 일례로 터키의 Facebook 회원 수는 2013년 2월 16일 기준 3,243만
8,000명36)이다. 이는 터키 통계청에서 밝힌 2012년 말 기준 터키 전체인구
약 7,562만 7,384명37)의 약 42%이다. 터키주재 대사관, 문화원, 총영사관은
터키의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잘 활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터키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 터키인의 축구 열광은 빼놓을 수 없
다. 터키의 국민 스포츠는 축구라고 할 만큼 축구는 터키인의 일상에 깊숙
이 자라잡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축구팀이
있으며, 그들 대화의 대부분이 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터키는 약 200여 개의 프로축구 팀이 있으며, 매년 프로 축구 최강팀을
선발하기 위한 리그 경기가 열린다. 축구 리그는 3부로 구성되어 있어, 거
의 매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축구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터
키의 주요 일간지들은 마지막 두 면을 축구 뉴스로 꽉 채운다. 축구 뉴스가
없으면 신문이 팔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터키 프로축구 최강팀은 유
럽 축구 연맹(UEFA) 리그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터키의 명

36) http://www.webrazzi.com/2013/02/16/turkiye-mobil-facebook-kullanici-sayisi-1-2-milyonyukseldi/(검색일: 2013. 9. 1).
37) http://www.tuik.gov.tr/PreHaberBultenleri.do?id=13425(검색일: 2013. 9. 6).

∙ 586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문 프로팀인 갈라타사라이 팀이 1999~2000년 유럽축구 연맹컵 시합에서
우승하여 터키의 축구실력을 과시하였다.38)
터키인들은 축구 시즌이 되면 경기 대전표에 따라 생활 리듬을 맞출 정
도로 광적이다. 가끔 광적인 팬들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지원하는 팀이 이기면 경적을 울리며 팀의 깃발을 날리면서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도 흔히 눈에 띈다. 터키인들은 처음 만났을 때 어느 프로 축
구팀을 응원하느냐는 질문을 꼭 한다. 만약 자신과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
람을 만나게 되면, 금세 형제애가 싹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뀐다. 터
키인들은 축구 뉴스와 함께 일어나고 잘 정도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축구 문
화는 터키인들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에 지난 2002 월드컵에서 우리가 터키와 치렀던 3, 4위전의 감동을 좋
은 연결 끈으로 삼아 ‘한국 ․ 터키 인터넷 축구 게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
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본다면, 일례로 FIFA 같은 게임을 인터넷상으로 양
국가 간에 신청을 받아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선
착순으로 몇 명까지 게임 신청을 받고, 한국과 터키 간의 시차를 감안하여
적합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양국 청장년층의 축구와 게
임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면, 한류의 주 향유 연령대인 10대~20대 여성 이
외에도 다른 성별과 인구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8) 이희철(2002),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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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키 한류 팬클럽 활용 및 지원-한국방문후기 공모
터키 내 한류 팬클럽은 현재 그 회원수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은 자발적으로 터키 내에서 한국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를 하
면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은 이들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조직위원회는 한류 팬클럽
회원들을 이 행사의 홍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코리아 팬즈, 케
이팝 터키 등 터키 전역에서 활동 중인 한류 팬클럽 대표와 국립 앙카라대
학교, 이즈미르 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 기관 및 단체의 임원들이다. 조직
위는 이스탄불-경주엑스포를 열흘 앞두고 막바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20
만 명에 달하는 소속 그룹 회원들을 통해 이 행사에 대한 활발한 SNS 홍보
를 당부했다.39) 실제로 터키 전역에서 활동 중인 한류 팬클럽 대표들로 구
성된 ‘이스탄불-경주엑스포 홍보위원’과 한류 팬클럽 회원 300여 명은 이스
탄불-경주엑스포 홍보 부스가 설치된 지역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터
키 내 한류팬클럽 회원들에게 이스탄불-경주엑스포 진행 상황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40)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이들 한류 팬클럽 회원들은 자신들 스스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더 많이 알고, 한국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
문하고 있다. 이들은 터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의 촬

39)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_org.html?bcode=233619(검색일: 2013. 8. 2)
40)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457&yy=2013(검색일:
201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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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 한국 음식 체험을 하며, 서울,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경주, 터키군 참
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 부산유엔묘지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
방문후기 공모’를 통해 한국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견 등을 수렴
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에서 활발하게 한국을 알린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등의 고무적인 피드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
는 데 있어, 현재 앙카라 소재 한국문화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향
후에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
례로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문화원을 통해 전 세계에 자국을 알리고
있고, 노르웨이나 캐나다도 인권, 평화, 자연보호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
하면서 공공외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바 있다. 물론 한국이 현재 한류로
전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후발주자
에 해당한다. 또한 한류가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터키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중에서 스물한 번째로 개원한 것
이며, 유럽 내 한국문화원으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스페
인에 이어 일곱 번째 개원이다. 문화원의 역할은 물론 한류 확산과 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기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터키 앙카라 소재 한국문화
원은 현재 태권도, 한국요리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터키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터키의 한류 팬클럽 행사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다른 문화원 역시 그러하겠지만, 터키 한국
문화원은 한국문화를 터키에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의 문화 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을 좋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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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팬들도 있지만, 여러 사정상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 한국문화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이 시점에서 공공외교가 외교 대상국가의 ‘현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때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이 터키에서 진행한 공공외
교를 들여다보면 단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알리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국가적 전략이나 목표와는 긴밀
하게 연계되지 않은 행사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단체와 기관들이 한국
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터키에 전파하는 일은 물론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
만, 중장기적 전략 없이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면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5. 한 ․ 터 문화 및 문학 교류 지원
앞서 한 ․ 터 문화교류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행사는 2013년 8월 31일에
개막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문화
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 영상, 체험, 특별 행사 등 40여 개 행사가
진행된 이 엑스포는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행사에 관하여 이동우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엑스포는
경주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부터 K팝, IT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전반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올림픽”이라며 “문화를 통해 경제 분야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41)

∙ 590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예를 들면 2013년 이스탄불 경주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지원으로 허
철 감독의 <Kısmet(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개막식에서 선을 보
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전쟁 터키 참전용사의 손자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알게 되는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회고담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터
키군의 인도적인 활약을 주요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다큐는 엑스포
행사 기간에 단발적으로 터키인들에게 선보일 것이 아니라, 터키 내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 소개 관련 다양한 행사에도 소개되어 양 국민 간의 공
동의 역사의식과 교감 및 화합을 위한 자료로 쓰여야 할 것이다.
한편 1972년에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양한 문화 방면에서
양국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화 방면 교류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양국 문학 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간 상호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문학을 통한 이해와 만남 역
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 역사 및 사회 제반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며, 이로써 동시대를 살아가
고 있는 타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문
학을 통한 상호이해 및 교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 및 정신세계를 이
해하는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진정성 있는
교류와 융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42)
현재까지 행해졌던 양국 문학교류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한국문학번
역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터키 앙카라대학이나 에르지예

4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338931(검색일: 2013. 9. 7).
42) 이난아(2009),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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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학에 방문 문학인으로 한국작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07년에 한국 문
학번역원은 이스탄불 튀얍 도서전에 스탠드를 열고, 작품들이 터키어로 번
역된 한국 작가들과 터키작가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몇 명
의 터키 작가와 출판인들이 한국에 초대되어, 한국 작가 및 번역가들과 만
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한 ․ 터 문학 관련 행사로는 2011년에 앙카라 한국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 ․ 터 문학 심포지엄이 열렸고 2013년에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 엑스
포’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터키 작가들이 함께 모였다. 특히 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 기간 중 개최된 한 ․ 터 문학 심포지엄은 소설,
시, 번역 등 문학 전반을 망라한 한 ․ 터 양국의 심도 있는 문학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심포지엄은 이스탄불 시와 한
국어학과가 개설돼 있는 앙카라대학교와 에르지예스 대학교, 경북도와 경
주 시,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총력을 기울인 국제 문학 행사로서, 이 행사
를 계기로 터키와 한국의 문학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심포지엄 폐막식에서 양국 문학관계자들은 양국 문학교류 활성화를 도
모할 ‘한 ․ 터 문학 심포지엄 성명서’43)를 발표했다.

43) 이 성명서에는 ① 터키에서 한국 문학작품, 한국에서 터키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하고, 광
범위하게 알리기 위한 작업팀 구성 제안 ② 양국의 작가, 시인, 문학 평론가 그리고 학자들
이 자주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할 새로운 모임 개최 ③ 양국의 저명한 문학가들이 상
대국 방문 시 이들의 작품 홍보를 위한 행사 주관 ④ 양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할 신진 번
역가 양성 ⑤ 한 ․ 터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학 위원회 구성 ⑥ 학문과 문학 관련
작업 공동기금 마련 및 민간부문 지원 유치 ⑦ ‘한 ․ 터 문학 심포지엄’연례 개최 ⑨ 양국
문학가들의 상대국 체류 프로그램 마련 ⑩ 양국 출판사의 만남을 도모하는 행사 개최 ⑪
터키와 한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석할 새로운 행사 개최 및 양국 문학의 소재와 주제 면에
서 비교연구 작업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행사당일 이스탄불에서 낭독한
한 ․ 터 문학 심포지엄 폐막식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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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경우를 보면 터키문학을 한국에 알리고자 하는 대대적인 행사는
없었다. 단지 터키문광부 산하 TEDA(터키 문학 해외 소개 기관)가 터키 문
학을 번역하는 한국 번역자들을 ‘세계 번역가 대회’에 초청해 다른 나라에
서 온 터키 문학 번역가들 그리고 터키 출판사들과의 교류를 도모한 적이
있을 뿐이다.
한편 양국의 상호 문학 번역 소개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현재 터키어에
서 한국어로 번역된 터키 문학 작품 수는 40편이 넘고, 한국어에서 터키어
로 번역된 한국문학작품 수는 10편이 겨우 넘는다. 양국의 문학을 소개하
는 번역가들은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연구와 강의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번역에 매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터키 문화 관광부 산하에 있는 TEDA
와 한국문학번역원이 협력하여 양국의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과 문학인들
간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한국과 터키의 다양한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공통분모이라는 면을 문학 방면에서 예를 들어
보면, 2010년에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이 터키어로 번역 및 출간되었는
데, 이 작품에 대하여 한 터키 평론가는, “원미동 사람들에 나오는 이야
기를 읽을수록 한국과 한국인들이 터키인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인간관계, 사건, 문제, 접근 방식들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책을) 읽은 지 얼
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원미동 마을이 아니라 베이릭뒤즈44)를 읽고 있다고

44)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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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이 이야기에 동일화되고, 한국 고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의 것이 되고 만다.”45)라는 비평을 하고 있다. 이 비평에 의거하면 한국인
과 터키인들의 사고방식, 삶, 문화가 유사하다는 것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면서 한국문화와 문학을 터키에 소
개해야 할 것이며, 터키 문학 역시 한국에 소개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할 것
이다.
인간이 한 국가의 가치관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고차원적인 매개
는 말과 글 일 수밖에 없고, 문학은 말과 글로 빚어 낸 최상의 예술적 가치
이며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문학은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
한 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근원과 민족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문학 교류는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징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문학 방면에서의 교류가 더욱 더 활
성화 될 수 있는 사업기획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터키연구소 설립
현재까지 국내에는 독립적인 ‘터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지금
까지 정부나 몇몇 학술 기관은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하
지만, 단발적인 사업은 그 실효성 면에 있어서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45) h t t p : / / w w w . s a b i t f i k i r . c o m / e l e s t i r i / % E 2 % 8 0 % 9 C u z a k - v e - g u z e l - m ahalle%E2%80%9D-aslinda-cok-yakinimizda-mi(검색일: 201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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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고려한다면, 대터키 공공외교 차원에서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
급하게 ‘터키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터키 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 ․ 터 관계에 박차
를 가할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터키 연구소를 통해 앞
서 한 ․ 터 공공외교 제안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예컨대 한국 ․ 터
키 퓨전음식 경연대회, 한국 ․ 터키 전통예술을 반영하는 디자인 공모전, 인
터넷 강국 이미지 활용한 한국 ․ 터키 인터넷 축구 게임 사업, 터키 한류 팬
클럽 활용 및 지원 사업, 한 ․ 터 문화 및 문학 교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양국 간 학자 교류, 학
술대회 등도 도모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와 학문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연구
소로서, 그리고 일반대중과 학계가 함께 호흡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뿐 아니라 유교와 같은 한국의 정신세계를 알리는 작업도 터키 연구소
가 병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나 학술, 공연 등도 중요하지
만, 터키가 수피즘의 창시자인 메블라나 같은 인물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일례로 2010년 유네스코 지정 ‘메블라나 해’ 지정에 성공하는 등 커다란 노
력을 하는바, 우리 역시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터키 연구소가 구심점이 되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제안에 덧붙여, 현재 터키에 적용하고 있는 프로
그램과 함께 더 적극적인 시도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한국 정부나
기업, 단체는 터키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한국에서 유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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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친한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학생 교환 프로그램, ‘노하우’ 교환, 기술 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있
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
고 있지만, 그 실효성 점검, 방향 제시 그리고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터키 내 문화 ․ 학술 ․ 언론 ․ 오피니언 리더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그들이 귀국하여 자발적으로 한국을 알리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로서 공식적 외교
이외에 공공외교가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외교 분야에서 시
행될 사업, 전략적인 소통과 소개 및 활동 측면에서 공공단체,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사이에 협력과 조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연구
소를 비롯하여, ‘맞춤형 공공외교 부서’ 설치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는 대중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은 현재 다양한 문화코드를 앞세워 개성 있는 문화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바, 우리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Ⅵ. 나가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한 국가의 국제 관계의 향방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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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무는 외교관, 외교정책 결정자의 역할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세
계 각국은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공외교는 전통적 정부
주도 외교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외교 활동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즉, 기존의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전 방위 걸쳐 상
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공공외교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 중심의 문화 외교 혹은 공공외교의 바탕이 되는 부
분은 양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정서적 친근감이다. 모든 것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고, 전달되므로 먼저 기존의 터키 지한파들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상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그 사회 전반에 걸친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가여야만 더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광고마케팅 전문가인 패트릭 핸런(Patrick Hanlon)은 미국 경제전
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김치와 북한과 대치해
있는 국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강
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46) 국내에 사는 우리들은 체감할 수 없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해외거주 한국인들은 한두 번 쯤 들어 본 말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체가 비단 정부가 아니라 기업, 민간 등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터키 공공외교에 대해 점검해보면서 대터키 공공외교에 대
해 시각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정책을 시도해
46) http://news.heraldcorp. com/view.php?ud=20130212000478&md=20130215004719_AO(검색
일: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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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때, 우리의 문화 및 전통 가치의 일방적 제시나 상업적 접근은 지양해
야 할 것이며,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쌍방향 소통이 필수적이
다. 또한 공공외교를 펼칠 때, 어느 한 경로를 통해서 펼칠 것이 아니라 온
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터키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 삼
성 ․ 현대 등 세계적인 유수 글로벌 기업, K팝, K드라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 태권도, 한식도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위에서 언급
한 한 ․ 터 관계의 역사를 보건대, 터키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관리와 창조는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반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산임에 틀림없다.
한편 터키 역시 2010년 1월 30일에 이미 총리 산하 부서에 공공외교 조
정부서를 설립하는 등 자국의 공공외교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면 이 부서에서 터키의 어떤 면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지를 분석하면 한
국의 대터키 공공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터키가
자국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 우
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터키 한국의 공공외교가 성공한다는 의미는 중앙아시아 등 터
키문화권 국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터키와의
연대가 아주 강하며,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를 ‘터
키 세계’라고 칭하며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실상 터키 보다 정치적, 경제
적으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중앙아시아는 터키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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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이며, 중앙아시아 역시 터키의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라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문
화적 영향력도 확산시키고 있어, 대 터키 공공외교의 성공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전망된다.
일례로,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교육, 문화, 경제, 기술 분야에서 협
력을 해나가기 위해 1992년에 터키국제협력단을 설립하고 이들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회원국 간 다양한 문
화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공화국 문화기구(TŰRSOY)를 1992년
에 설립했다. 이 튀르크계 공화국의 유네스코라고 불리는 튀르크계 공화국
문화기구는 사무국을 터키 수도 앙카라에 두고 있다.47)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는 자국의 정신적인 문제 예컨대 가치와
문화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성과는
깊고, 길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의 전파는 단시간에 완성되
지 않지만 한 번 확산되면 그 생명력은 길다는 의미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7) 이희철(2012), 문명의 교차로 터키의 오늘. p. 212,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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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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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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Central-South America·Middle East·
Africa·Turkey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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