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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선진경제
권의 경제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신흥경제권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지역으로의 경제협력 다변
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을 포괄하는 신
흥지역은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빠른 경
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상이한 정치‧
경제의 발전 경험과 고유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입니다.
최근 우리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이 확대‧강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
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도 지역 및 국가 정보, 세부산업 및
시장동향, 투자진출 환경, 프로젝트 발주 등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부터 현지
정치 및 사회 제도, 문화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신흥지역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신흥지역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인도, 동남
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신흥지역을 총망라
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
경제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흥지역 관련 심층 연구보고서 및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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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발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발간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약 30
편의 논문을 엄선해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신흥지역을 대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
니다.
공모된 논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통해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집에 게재
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집이 학계,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신흥지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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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김 완 중 (동아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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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경제 규모는 WTO 가입 시점인 2001년(2001년 11월 발효) 세계 6위였
으나, 2010년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이후 줄곧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2020년대면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경제 규모를 추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거시경제지표 발표나 경제정책 방향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중국경제의 주요 경제지표나 정책변화가 세계경제
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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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EU, 일본, 미국을 제치고 동남아의 제1
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 EU, 미국과 함께 동남아의 주요한 수
출대상국이며, 가장 중요한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1990년 중반 이전까지 동
남아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중국의 동남아 수입시장 점유 비율은 2000년에 한
국을 앞지르고, 2007년에는 일본마저 앞질렀다. 이는 그만큼 동남아 경제에
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아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임과 동시에 주요한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 확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첫
째, 동남아의 중국의존도 심화 내지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동
남아 시장을 놓고 한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남아 경제를 이해하고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요인을 적극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베트남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의 주요 교역국가인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산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생산 및 내수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산업별로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수
요의 변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산업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총수요 변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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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경제가 여타 국가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중국의
수출확대에 따른 여타 아시아 국가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Eichengreen et al.,
2004; Greenaway et al. 2008), 위안화환율 변화에 따른 교역상대국 무역수지
분석(Thorbecke 2006; Marquez and Schindler 2006; Rahman and Thorbecke
2006; Matoo et al. 2012),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여타 국가의 경제성장 분석
(Abeysinghe and Forbes 2001; Abeysinghe and Lu 2003; Girardin 2005),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대중 수출 분석(Kim 2011), 중국에 대한 교역
의 고용효과 분석(Scott 2011; 이일영 2005; 김완중 2013, 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소
수에 불과하다. Rasiah(2005)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동남아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Ravenhill(2006)은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이 동남아 국
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Bhaskaran(2005)은 수출 및 FDI
유치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의 등장이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Johansson(2012)은 중국의 금융정책이 동남아 자본시장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경제가 동남아 국가 전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 존재하지만, 동남아 개별국가의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중국경제가 동남아 특정 국가, 특히 동남아에
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 및 산업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는 데,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함으로써 국가간 그리고 산업간 상호연계

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관계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정부의 소비와 투자와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산업별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중국
의 WTO 가입 연도인 2001년 자료와 더불어 2011년 자료를 동시에 분석함
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 전후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떻
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인도네시아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
는 세계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변화
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인도네시아 경제구조 변화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중국의 의미
1. 인도네시아 경제구조 변화
2001년 이후 10여 년 사이에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생
산액 및 부가가치(VA)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액 기준으
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총생산액에서의 제조업 비
중은 축소된 반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3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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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
로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표 1.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각 산업의 비중 변화: 대분류
(단위: %)

2001

2011

생산액 비중

부가가치 비중

생산액 비중

부가가치 비중

1차산업

17.4

27.7

18.2

28.3

2차산업

39.7

28.2

31.4

22.7

3차산업

42.9

44.1

50.4

49.1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여전히 저소득 국가에 속하는 개발
도상국인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비중 축소 및 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더불어 1차산업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비중 축소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FDI 유치 등에 있어서 인도네
시아가 이들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제
조업의 구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중 음
식료 및 담배,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산업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주
요 산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업 중 하나였던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크게 축
소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2 참고). 중국의 WT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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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직전인 2001년 섬유 및 섬유제품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생산액 기준으로 4.8%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1년에
는 2.4%에 불과하였다. 또한 섬유 및 섬유제품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까지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였던 화학 및 화학제품의 비중 역시 크게 축소
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중 유일하게 비중이 확대된 산업은 전기
및 광학기기였다. 전기 및 광학기기의 비중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해당 산업
에 대한 내수확대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타 제
조업의 상대적 위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업 중에서
비중이 두드러지게 확대된 산업은 건설업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2001년
8.1%에서 2011년 14.5%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표 2.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상세분류
(단위: %)

2001
생산

1)

2011

부가가치

1)

생산

1)

부가가치

1)

10.3

15.7

9.8

14.7

광업 및 채석업

7.2

12.0

8.5

13.5

음식료 및 담배

농림수산업

11.4

7.7

10.7

7.4

섬유 및 섬유제품

4.8

3.2

2.4

1.7

가죽 및 신발

0.8

0.7

0.3

0.3

목재 및 목재제품

2.2

1.7

1.3

1.1

종이 및 인쇄

1.8

1.3

1.3

0.9

코크스,정유,핵연료

2.1

2.1

1.6

1.8

화학 및 화학제품

4.5

2.9

3.2

1.8

고무 및 플라스틱

1.4

1.0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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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2001
생산

1)

2011

부가가치

1)

생산

1)

부가가치

1)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1

0.9

0.8

0.7

기초 및 조립금속

1.4

0.8

0.7

0.4

기계

0.7

0.4

0.7

0.3

전기 및 광학기기

2.9

1.8

3.2

2.2

수송기기

3.8

3.2

3.5

2.8

기타 제조업

0.8

0.5

0.7

0.5

전기,가스,수도

1.2

0.7

1.3

0.8

건설

8.1

5.5

14.5

10.2

-

-

-

-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6.7

8.1

5.8

6.7

소매* 및 가전수리

4.0

4.8

3.9

4.5

호텔,레스토랑

4.1

3.6

2.4

2.6

육상운송

2.0

1.7

2.6

1.9

해상운송

1.0

0.6

0.5

0.3

항공운송

0.7

0.3

0.6

0.6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6

0.7

0.3

0.5

우편 및 통신

0.9

1.2

2.5

3.2

금융

2.7

4.2

2.1

3.2

부동산

1.6

2.4

2.4

2.6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1.3

1.3

1.2

1.4

공공행정 및 국방

2.5

3.1

3.3

3.6

교육

1.3

1.4

2.0

1.9

보건 및 사회복지

0.4

0.4

0.4

0.4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3.7

4.2

4.5

4.7

-

-

-

-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가사 서비스

주: 1) 생산은 총생산액 중 각 산업의 비중. 부가가치는 총부가가치 중 각 산업의 비중.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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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는 수요측면(내수 및 해외수요)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 중 수출비중은 축
소된 반면 내수비중이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총생산 중 수출
비중은 2001년 19%였으나, 2011년 13.1%로 크게 축소되었다(표 3 참고). 특
히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 즉 인도네시아 제조업 총생
산 중 수출비중은 2001년 35.8%였으나 2011년 25.5%로 크게 하락하였다. 제
조업 중에서도 특히 생산비중이 크게 하락한 섬유 및 섬유제품, 목재 및 목
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에 있어 수출비중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반면 주요 제조업 중 하나인 전기 및 광학기기의 경우도 생산액
중 수출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생산 중 전기
및 광학기기 산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해당 산업의 내수가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고려할 때 생산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에서 제조업 비중 축소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비중 축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 3. 각 산업의 생산 중 수출비중의 변화: 대분류
(단위: %)

2001

2011

1차산업

19.0

20.6

2차산업

35.8

25.5

3차산업

3.4

2.7

전체

19.0

13.1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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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산업의 생산 중 수출비중의 변화: 세분류

2001

2011

3.1

3.6

광업 및 채석업

41.6

40.4

음식료 및 담배

11.4

16.7

섬유 및 섬유제품

52.1

32.9

가죽 및 신발

57.3

55.5

목재 및 목재제품

43.2

12.7

종이 및 인쇄

46.0

23.4

코크스,정유,핵연료

92.1

78.6

화학 및 화학제품

19.0

21.0

고무 및 플라스틱

51.1

52.0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22.0

7.8

기초 및 조립금속

44.2

67.3

기계

80.0

77.6

전기 및 광학기기

78.9

23.6

5.7

8.8

94.1

29.9

전기,가스,수도

0.0

0.0

건설

0.0

0.0

-

-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0.0

1.1

소매* 및 가전수리

0.0

1.1

11.7

9.0

육상운송

3.7

8.7

해상운송

4.2

17.1

항공운송

19.3

12.1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19.6

36.1

우편 및 통신

2.4

1.4

금융

7.6

0.8

농림수산업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호텔,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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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2001

2011

부동산

1.7

6.7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2.7

3.4

공공행정 및 국방

1.4

1.4

교육

1.5

1.9

보건 및 사회복지

0.3

0.3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7.0

4.3

-

-

가사 서비스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한편 지난 10여 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수출구조는 생산구조와 같은 방향
으로 변화하였다. 생산구조와 마찬가지로 총수출 중 2차산업의 비중이 축소
된 대신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다(표 5 참고). 특히 1차산업
의 경우 총생산액에서의 비중이 2001년 17.4%에서 18.2%로 확대된 데 비해
총수출에서의 비중은 17.5%에서 28.7%로 크게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 수출
중 1차산업 비중 확대는 광업 및 채석업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표 6
참고). 또한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액에서의 비중이 2001년 39.7%에서 2011
년 31.4%로 축소되었는데, 총수출액에서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74.8%에서
61%로 크게 축소되었다. 인과관계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조업에 국한하여 볼 때, 인도네시아의 생산구조와 수출구조가 유사하
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더 유사해지고 있다(그림 1 참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제조
업 중에서 수출비중(총수출에서 각 산업 비중)이 확대된 산업은 음식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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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이며, 수
출비중이 축소된 산업은 섬유 및 섬유제품,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및 인쇄,
전기 및 광학기기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 중에서 수출비중 확대는 소폭에 그
친 반면 수출비중 축소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이었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생산에서의 비중축소와 함께 수출비중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및 광학기기 역시 수출비중
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수출에서의 이러한 비중 축소는 신흥시장 중 경
쟁국인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수출과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수입에 있어서는 제조업 비중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표 5 참고). 제조업 중 수입비중이 크게 확대된 산업으로는
화학 및 화학제품,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를 들 수 있다. 그중 전기 및 광학
기기의 경우 생산비중과 수입비중은 크게 확대된 반면 수출비중은 크게 축
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우 내수확대로 생산과 수입이
확대되었으나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 인도네시아의 수출 및 수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대분류
(단위: %)

수출

수입

2001

2011

2001

2011

1차산업

17.5

28.7

28.7

9.3

2차산업

74.8

61.0

61.0

73.8

3차산업

7.7

10.3

10.3

16.9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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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산업의 생산비중(수평축)과 수출비중(수직축): 좌측(2000년), 우측(2011년)
(단위: %)
14.0

16.0

12.0

14.0
12.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0
0.0

2.0

4.0

6.0

8.0

10.0

12.0

0.0
0.0

2.0

4.0

6.0

8.0

10.0

12.0

주: 총생산 및 총수출 중 각 산업의 비중. 단 제조업에 해당되는 산업만 제시.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 이용하여 계산.
표 6. 인도네시아의 수출 및 수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상세분류
(단위: %)

농림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및 인쇄
코크스,정유,핵연료
화학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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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01
2011
1.7
2.7
15.8
26.0
6.8
13.6
13.1
6.0
2.3
1.5
5.1
1.3
4.5
2.3
10.2
9.4
4.5
5.0
3.8
4.2
1.3
0.5
3.3
3.6
3.1
3.9
11.9
5.7
1.1
2.3
3.9
1.6

수입
2001
2011
2.7
4.3
26.0
4.9
13.6
6.1
6.0
5.3
1.5
0.5
1.3
0.2
2.3
1.8
9.4
9.3
5.0
11.0
4.2
2.0
0.5
0.6
3.6
6.4
3.9
10.0
5.7
12.0
2.3
5.8
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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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수출
전기,가스,수도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우편 및 통신
금융
부동산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가사 서비스

2001
0.0
0.0
0.0
0.0
0.0
2.5
0.4
0.2
0.8
0.7
0.1
1.1
0.1
0.2
0.2
0.1
0.0
1.3
-

수입
2011
0.0
0.0
0.0
0.5
0.3
1.7
1.7
0.7
0.5
0.9
0.3
0.1
1.2
0.3
0.3
0.3
0.0
1.5
-

2001
0.0
0.0
0.0
0.5
0.3
1.7
1.7
0.7
0.5
0.9
0.3
0.1
1.2
0.3
0.3
0.3
0.0
1.5
-

2011
0.1
0.0
0.0
0.7
0.3
1.0
1.9
1.4
1.3
0.6
0.5
0.7
5.8
0.3
0.6
0.2
0.1
1.5
-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구조를 생산공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는 국제분업구조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포지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은
주로 중간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local
company)들의 상대적 기술 열위, 인도네시아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업
구조상 생산지로서의 인도네시아 포지셔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1차산
업과 제조업 수출에 있어서 높은 중간재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수출산업인 제조업의 수출에 있어서 중간재 비중이 2000년 6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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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3.6%로 더욱 높아졌다. 또한 2011년 기준 총수출의 28.7%를 차지하
고 있는 1차산업(주로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최종재
가 아닌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의 부족과 현지기업의 기술력 부족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 역시 전 산업에 있어 중간재 비중이 절
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에 있어 중간재 비중은 2000년
과 2011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표 7과 표 8 참고).
표 7. 인도네시아의 각 산업별 수출입 중 중간재 비중 변화: 대분류
(단위: %)

수출

수입

2001

2011

2001

2011

1차산업

98.8

99.2

95.3

90.5

2차산업

61.3

73.6

73.1

71.8

3차산업

73.4

65.0

78.3

82.1

전 산업

68.7

80.0

76.9

75.2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표 8. 인도네시아의 각 산업별 수출입 중 중간재 비중 변화: 상세분류
(단위: %)

수출
2001

수입
2011

2001

87.7

91.1

광업 및 채석업

100.0

100.0

99.7

99.3

음식료 및 담배

53.6

84.6

55.3

51.9

섬유 및 섬유제품

44.5

43.4

96.3

92.8

가죽 및 신발

19.4

12.4

67.8

49.5

목재 및 목재제품

96.3

96.4

96.0

93.6

종이 및 인쇄

97.5

98.0

96.1

93.5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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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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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수출
2001

수입
2011

2001

2011

코크스,정유,핵연료

73.7

84.3

80.4

88.0

화학 및 화학제품

91.6
87.5

92.8
92.1

93.3
82.0

92.5
83.9

76.5
91.2

73.9
98.3

92.3
95.8

94.8
95.4

42.2
43.7
88.4
5.7
-

47.9
51.7
71.7
9.8
-

49.0
46.0
69.6
26.9
72.7

55.8
53.9
49.8
39.5
81.9

70.9
79.0
77.4
61.8
89.2

59.9
62.7
81.5
78.9
70.4
88.7

89.1
94.1
89.0
50.0
71.1
83.2
76.8
67.9
87.0

73.3
55.6
85.8
41.3
70.7
83.5
77.8
67.1
86.2

78.3
84.2
69.2
100.0
48.7
62.9
25.0
66.9

82.8
6.8
71.0
99.9
42.4
64.4
36.8
36.5

72.9
85.2
100.0
98.3
59.6
64.4
33.3
75.9

83.0
84.7
93.3
91.9
62.1
64.0
43.6
76.1

-

-

-

-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우편 및 통신
금융
부동산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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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네시아의 최종수요(final demand)를 지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인
도네시아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고). 그러나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투자지출(또는 총고정
자본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차산업에
대한 최종수요에 있어 투자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 비중은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더욱 확대되고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
아 민간소비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음식료 및 담배
산업으로 총민간소비에서의 비중이 2001년 21.4%였으며, 2011년에도 20.6%
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산업은 농림수산업, 도매업 순이다.
2001년과 비교해서 2011년 민간소비 비중이 크게 확대된 산업은 제조업에
서는 전기 및 광학기기, 서비스업에서는 교육산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전기 및 전자제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인도네시아
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투자지출에 있어서는 건
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인도네시아 총투자지출에서 건설산업의 비
중은 2000년 85%에서 2011년 90.4%로 확대되었다. 반면 제조업에 대한 투
자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 인도
네시아의 경쟁력 약화를 반증함과 동시에 향후 경쟁력 저하를 시사한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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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도네시아의 각 산업에서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비중
(단위: %)

2001

2011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체

68.6

64.2

58.8

61.8

53.7

90.6

40.8

53.8

비영리민간소비

0.0

0.0

0.0

0.0

0.0

0.0

0.0

0.0

정부지출

0.0

0.0

13.1

7.0

0.0

0.0

14.6

9.4

총고정자본형성

0.3

2.8

32.6

18.4

0.9

5.8

45.6

30.8

민간소비

4.1

5.0

1.3

2.9

3.4

9.7

1.0

3.3

순수출

27.0

28.0

-5.8

9.8

42.0

-6.1

-2.0

2.8

총수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재고변화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표 10. 인도네시아 최종수요의 각 항목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1)
(단위: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지출

재고변화

순수출

13.3

0.0

0.1

1.2

-8.6

광업 및 채석업

0.0

0.0

0.1

15.4

41.4

음식료 및 담배

21.4

0.0

0.0

-2.9

6.2

섬유 및 섬유제품

3.0

0.0

0.0

7.9

43.1

가죽 및 신발

0.6

0.0

0.0

2.6

8.1

목재 및 목재제품

0.0

0.0

0.0

1.4

19.9

종이 및 인쇄

0.5

0.0

0.0

3.3

11.1

코크스,정유,핵연료

0.0

0.0

0.0

7.9

19.3

화학 및 화학제품

3.1

0.0

0.0

14.7

-22.3

고무 및 플라스틱

1.0

0.0

0.0

2.0

10.8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0.2

0.0

0.0

1.5

3.6

기초 및 조립금속

0.0

0.0

0.1

8.4

-4.7

기계

0.0

0.0

0.4

4.3

-15.9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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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지출

재고변화

순수출

전기 및 광학기기

0.8

0.0

0.5

6.5

32.1

수송기기

5.3

0.0

4.2

1.3

-22.6

기타 제조업

0.0

0.0

0.0

0.8

10.0

전기,가스,수도

1.2

0.0

0.0

0.0

-0.1

건설

0.0

0.0

85.0

0.0

-0.3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0.0

0.0

0.0

0.0

-0.1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8.7

0.0

4.1

12.0

-1.8

소매* 및 가전수리

5.2

0.0

2.4

7.2

-0.4

10.4

0.0

0.0

0.0

-1.0

육상운송

2.8

0.0

0.7

2.2

-5.3

해상운송

1.5

0.0

0.5

1.6

-2.2

항공운송

1.5

0.0

0.1

0.3

-6.4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8

0.0

0.1

0.5

-1.2

우편 및 통신

1.1

0.0

0.0

0.0

0.1

금융

3.3

0.0

0.0

0.0

-2.0

부동산

1.7

0.0

0.1

0.0

0.1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0.6

16.5

0.0

0.0

-6.2

공공행정 및 국방

1.2

61.8

0.0

0.0

-1.1

교육

2.6

13.7

0.0

0.0

-1.6

보건 및 사회복지

0.7

4.6

0.0

0.0

-0.1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7.5

3.5

1.6

0.0

-1.5

-

-

-

-

-

호텔,레스토랑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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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네시아 최종수요의 각 항목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
(단위: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지출

재고변화

순수출

13.1

0.0

0.1

4.0

-11.6

광업 및 채석업

0.0

0.0

0.2

9.5

206.4

음식료 및 담배

20.6

0.0

0.0

7.6

78.1

섬유 및 섬유제품

3.7

0.0

0.0

9.6

11.4

가죽 및 신발

0.3

0.0

0.0

2.1

9.7

목재 및 목재제품

0.0

0.0

0.0

0.2

10.4

종이 및 인쇄

0.4

0.0

0.0

2.6

6.7

코크스,정유,핵연료

0.1

0.0

0.0

3.4

10.2

화학 및 화학제품

2.5

0.0

0.0

9.1

-45.9

고무 및 플라스틱

0.7

0.0

0.0

2.6

23.1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0.1

0.0

0.0

1.4

-0.4

기초 및 조립금속

0.0

0.0

0.0

4.1

-20.2

기계

0.0

0.0

0.2

5.3

-48.5

전기 및 광학기기

4.3

0.0

1.7

17.4

-47.4

수송기기

4.6

0.0

1.8

0.6

-27.7

기타 제조업

0.8

0.0

0.6

1.1

-8.1

전기,가스,수도

1.5

0.0

0.0

0.0

-0.7

건설

0.0

0.0

90.4

0.0

-0.3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0.0

0.0

0.0

0.0

0.0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9.0

0.0

1.6

9.5

-1.7

소매* 및 가전수리

6.0

0.0

1.1

6.4

0.7

호텔,레스토랑

5.2

0.0

0.0

0.3

7.5

육상운송

3.2

0.0

0.4

2.6

0.1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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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지출

재고변화

순수출

해상운송

1.3

0.0

0.0

0.1

-5.1

항공운송

0.6

0.0

0.1

0.4

-6.4

기타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5

0.0

0.0

0.0

3.9

우편 및 통신

2.9

0.0

0.0

0.0

-1.4

금융

3.5

0.0

0.0

0.0

-4.8

부동산

0.5

0.0

0.1

0.0

-37.9

기계및설비임대,기타서비스

0.1

24.4

0.0

0.0

0.9

공공행정 및 국방

0.6

62.5

0.0

0.0

-2.2

교육

5.1

7.9

0.0

0.0

0.9

보건 및 사회복지

0.1

5.2

0.0

0.0

-0.4

기타지역‧사회‧개인서비스

8.8

0.0

1.6

0.0

0.9

-

-

-

-

-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2.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중국의 위상 변화
가. 인도네시아 수출입에서의 중국의 비중 변화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이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중국
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도
네시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할 수 있다. 2001년 인도네시아
에 있어 중국은 5위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2013년 2위 수출
대상국, 1위 수입대상국이 되었다.(표 12 참고). 201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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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수출액 중 12.4%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총수입액의 16.0%를 중국
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 특히 일본이 인도네시아
의 교역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으나, 이후 중국의 경제력
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교역 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상은 크게 축소된 반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표 12.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및 비중 변화
(단위: %)

2001

2013

수출대상
국가

비중

수입대상
국가

비중

수출대상
국가

비중

수입대상
국가

비중

일본

23.1

일본

15.1

일본

14.8

중국

16.0

미국

13.8

미국

10.4

중국

12.4

싱가포르

13.7

싱가포르

11.0

싱가포르

10.2

싱가포르

9.1

일본

10.3

한국

9.5

한국

7.1

미국

8.6

말레이시아

7.1

중국

6.7

중국

6.0

인도

7.1

한국

6.2

호주

3.9

호주

5.9

한국

6.3

태국

5.7

말레이시아

3.3

사우디

4.2

말레이시아

5.8

미국

4.9

네덜란드

3.2

독일

4.2

태국

3.3

사우디

3.5

영국

2.7

말레이시아

3.2

호주

2.4

호주

2.7

독일

2.5

태국

3.2

네덜란드

2.2

독일

2.4

주: 비중은 총 인도네시아 수출입에서의 각 국가 비중.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CD-ROM.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 구조는 지난 10여년 간 크게 변했다. 1
차산업에서는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에서는 섬유 및 섬유제품, 화학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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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품,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서비스업에서는 호텔 및 레스토랑, 육상운
송이 여전히 대중국 수출입에 있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으나 구조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부표 1 참고). 2001년 기준으로 섬유 및 섬유제품, 화
학 및 화학제품, 종이 및 인쇄, 광업 및 채석업, 전기 및 광학기기, 목재 및
목재제품이 주요 수출산업이었으나, 2011년에는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 및
담배, 화화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기기가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특정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광
업 및 채석업의 경우 2001년 인도네시아 총수출의 10.1%를 차지했으나,
2011년 그 비중이 50.7%로 대폭 확대되었다. 반대로 섬유 및 섬유제품, 종이
및 인쇄,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기기의 경우 수출비중이 크게 축소
되었다. 수입에 있어서도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섬유 및 섬유제품,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의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광업 및 채석
업, 호텔 및 레스토랑의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입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산업 중 광업 및 채석업, 화학 및 화
학제품, 전기 및 광학기기의 수출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표 13 참
고). 2011년 기준으로 광업 및 채석업 수출의 경우 중국 비중이 27%에 달했
으며,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21.7%에 달했다. 또한 서비스업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중국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확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수출에 비해 중국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2011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는 섬유 및 섬유제품의 경우 수입액의 65.6%가 중국으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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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우편 및 통신, 소매업, 그리고 호텔 및 레스토
랑 관련 서비스 수입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60%를 상회했다. [표 13]에서
보듯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입에 있어서
중국의존도가 크게 심화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에서 발
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산업에 있어서 대중국 수출입은 중간재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부표 2 참고). 이는 WTO 가입 이후 수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활
용하면서 국제분업 차원에서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인도네시아 등 중국
주변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3. 인도네시아 산업별 수출입에서 대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2001

201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31.5

9.8

20.2

14.7

광업 및 채석업

3.9

12.8

27.0

0.8

음식료 및 담배

3.5

2.6

9.0

6.4

섬유 및 섬유제품

7.7

33.2

3.5

65.6

가죽 및 신발

1.1

10.9

3.2

34.0

목재 및 목재제품

11.5

6.7

11.8

23.0

종이 및 인쇄

17.9

2.3

18.1

5.9

코크스,정유,핵연료

4.0

3.7

4.9

3.1

화학 및 화학제품

19.9

5.4

21.7

15.2

고무 및 플라스틱

3.0

10.9

6.3

27.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9

13.0

2.5

28.5

기초 및 조립금속

2.8

6.4

12.3

18.2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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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2001

201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기계

4.6

2.7

10.9

20.4

전기 및 광학기기

4.9

6.1

13.1

37.6

수송기기

0.7

1.9

2.0

8.1

기타 제조업

0.2

7.2

0.4

27.5

전기,가스,수도

-

0.0

-

10.7

건설

-

-

-

-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

-

-

-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

0.0

0.0

12.8

소매* 및 가전수리

0.0

21.0

0.0

68.8

호텔,레스토랑

0.1

42.8

21.8

66.7

육상운송

0.4

5.3

13.8

46.2

해상운송

0.0

0.8

0.7

20.0

항공운송

0.4

3.2

16.7

26.2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0

2.6

2.4

14.7

10.1

1.7

0.0

92.3

금융

0.0

0.0

0.0

0.8

부동산

0.0

0.0

0.0

0.0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 서비스

0.0

0.0

0.0

0.0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교육

0.0

0.0

0.0

1.9

보건 및 사회복지

0.0

0.0

0.0

23.6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0.0

0.0

0.0

0.0

-

-

-

-

우편 및 통신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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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
중국은 주요한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저우추취
(走出去)’정책 발표 이후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3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 등 자
원부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중
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액 중 인도네시아 비중은 12.7%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교역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국으로서의 위상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
다. 1995~2011년 누적기준으로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23억 달러(BoP기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의 직접투자액의 3.1%를 차
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직접투자 유치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개별국가 기준으로 일본, 미국, 호주에 이어 인
도네시아의 4위 투자국이다. 이는 1995~2011년 기간에 있어 중국의 인도네
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액을 이미 추월하
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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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국의 동남아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와 비중변화
(단위: 백만 달러, %)

투자대상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계

1995-1999
투자액
비중*
0.0
0.0
0.0
0.0
-31.5
-0.3
8.5
2.1
88.1
0.3
8.3
0.3
303.9
3.8
245.1
0.4
1.0
0.0
47.1
0.5
670.5
0.5

2000-2011
투자액
비중*
25.3
0.3
911.6
16.8
2,298.9
3.8
300.5
16.3
12.7
0.0
1,346.1
27.5
-8.0
0.0
9,886.4
3.0
1,244.9
1.5
1,188.4
2.3
17,207.0
2.8

1995-2011
투자액
비중*
25.3
0.2
911.6
14.3
2,267.4
3.1
309.0
13.8
100.8
0.1
1,354.4
17.7
295.9
1.1
10,131.5
2.6
1,245.9
1.2
1,235.5
2.1
17,877.5
2.3

주: * 비중은 세계의 ASEAN 각국에 대한 직접투자 총투자액 중 중국 비중.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is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various versions.
단 FDI 금액은 BOP 기준.
그림 2.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is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various versions.
단 FDI 금액은 BO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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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
한편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구조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
화를 살펴보자. 산업별 내수시장은 각 산업의 총생산에서 해외수요인 수출
을 제외하고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 15]는 2001년과 2011
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산업별 비중을 보여준다. 앞 절의 [표 2]
에서 살펴본 생산기준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산업구조는 내수
시장 구조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2011년
총생산액 중 8.5%를 차지한 반면 내수시장 비중은 5.7%를 기록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해당 산업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그만큼 높
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은 농림수산업, 음식료 및 담배, 건설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해서 2011년에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된 산업은 전기 및 광학
기기, 건설업인데 특히 건설시장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표 15.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내수시장 비중
(단위: %)

2001

2011

11.2

10.1

광업 및 채석업

5.5

5.7

음식료 및 담배

11.7

9.8

섬유 및 섬유제품

2.9

2.3

가죽 및 신발

0.4

0.2

목재 및 목재제품

1.4

1.2

종이 및 인쇄

1.4

1.2

코크스,정유,핵연료

1.2

1.4

화학 및 화학제품

5.8

3.8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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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2001

2011

고무 및 플라스틱

0.9

0.8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0

0.8

기초 및 조립금속

1.7

1.0

기계

1.6

1.3

전기 및 광학기기

1.4

3.9

수송기기

5.1

3.9

기타 제조업

0.3

0.8

전기,가스,수도

1.3

1.3

건설

8.5

14.8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0.0

0.0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7.1

5.9

소매*및 가전수리

4.2

3.9

호텔,레스토랑

4.4

2.4

육상운송

2.4

2.6

해상운송

1.2

0.6

항공운송

1.1

0.7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7

0.3

우편 및 통신

0.9

2.6

금융

3.0

2.2

부동산

1.7

3.0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1.6

1.2

공공행정 및 국방

2.7

3.4

교육

1.4

2.1

보건 및 사회복지

0.4

0.4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3.9

4.6

가사 서비스

-

-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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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과 내
수시장에서의 중국의 비중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
입시장에서의 중국산제품의 비중은 2001년과 비교해서 2011년에 약 3배 가
까이 확대되었다(표 16 참고). 즉 2001년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의 중국
비중은 7.1%였으나, 2011년 19.5%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규모면에서 2위 산업인 전기 및 광학
기기 산업과 4위 산업인 화학 및 화학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점유율 확대 폭
이 컸다. 전기 및 광학기기 산업에 있어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1년
6.1%에서 2011년 37.6%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3.4%에서 13.7%로 확대되었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1년 5.4%였으나 2011년 15.2%로 확대되었고, 내수시장 점유율
역시 1.9%에서 5.2%로 확대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면에서는 전기 및 광학기
기나 화학 및 화학제품에 미치지 못하나, 특히 중국의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섬유 및 섬유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기타
제조업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의 중국의 높은 시장 점유율
은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에서 흥미롭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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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수입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중국 점유율 변화
(단위: %)

2001
수입시장

2011

내수시장

수입시장

내수시장

9.8

0.7

14.7

0.8

광업 및 채석업

12.8

2.5

0.8

0.1

음식료 및 담배

2.6

0.2

6.4

0.5

섬유 및 섬유제품

33.2

5.5

65.6

18.5

가죽 및 신발

10.9

1.7

34.0

9.5

목재 및 목재제품

6.7

0.1

23.0

0.5

종이 및 인쇄

2.3

0.6

5.9

1.0

코크스,정유,핵연료

3.7

3.2

3.1

2.4

화학 및 화학제품

5.4

1.9

15.2

5.2

고무 및 플라스틱

10.9

2.6

27.9

8.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3.0

1.0

28.5

2.4

기초 및 조립금속

6.4

3.3

18.2

13.9

기계

2.7

2.4

20.4

18.1

전기 및 광학기기

6.1

3.4

37.6

13.7

수송기기

1.9

0.5

8.1

1.4

기타제조업

7.2

6.1

27.5

10.8

전기,가스,수도

0.0

0.0

10.7

0.1

건설

0.0

0.0

0.0

0.0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0.0

0.0

0.0

0.0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0.0

0.0

12.8

0.2

소매* 및 가전수리

21.0

0.1

68.8

0.6

호텔,레스토랑

42.8

5.4

66.7

3.3

5.3

0.8

46.2

4.0

농림수산업

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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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계속

2001
수입시장

2011

내수시장

수입시장

내수시장

해상운송

0.8

0.1

20.0

5.3

항공운송

3.2

1.4

26.2

6.3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2.6

0.7

14.7

3.5

우편 및 통신

1.7

0.0

92.3

2.0

금융

0.0

0.0

0.8

0.0

부동산

0.0

0.0

0.0

0.0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서비스

0.0

0.0

0.0

0.0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교육

0.0

0.0

1.9

0.0

보건 및 사회복지

0.0

0.0

23.6

0.4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0.0

0.0

0.0

0.0

.

-

.

-

7.1

1.1

19.5

2.3

가사 서비스
전체

주: 1. 내수는 각 산업의 총생산에서 수출을 제외하고 수입을 합한 것으로 정의.
2.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라.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는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생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17]은 인도네
시아의 산업별 생산구조를 보여준다. 즉 인도네시아 특정산업 생산 과정에
서 투입된 생산요소의 제공국별 비중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표 17]의 네
번째 열(4)은 인도네시아 섬유 및 섬유제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제공

3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국별 비중을 보여주는데, 2001년 기준으로 투입된 생산요소 중 73.8%가 인
도네시아(IDN) 자체에서 조달된 반면 4.9%가 중국(CHN)으로부터 조달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
의 해외조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섬유 및 섬유제품(4), 고무 및 플라스틱
(10), 기계(13), 전기 및 광학기기(14)인데, 이들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섬유 및 섬유제품
생산에 있어 중국 의존율은 22.2%였으며, 기계에 있어서는 10.9%, 전기 및
광학기기에 있어서는 9.6%에 달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제
조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해외조달 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았다. 한편 제조업을 포함해 인도네시
아 전체 산업생산과정에서의 중국 의존율은 2001년 1.6%에서 2011년 3.2%
로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생산에서의 일본 의존율이 2001년
3.3%에서 2001년 1.6%로 하락한 것과, 한국 의존율이 2.2%에서 1.6%로 하
락한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
아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7. 인도네시아 제조업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 중 국가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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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US

3.1

1.0

0.9

0.7

0.8

0.5

0.9

0.8

0.6

2.8

2.4

1.4

1.4

1.4

CHN

0.6

4.9

1.6

0.9

1.0

3.9

2.6

2.3

1.1

1.8

1.8

1.8

1.0

1.1

DEU

0.2

0.8

0.6

0.5

1.0

0.0

0.8

1.5

0.4

0.7

6.4

1.9

1.9

0.5

GBR

0.2

0.5

0.4

0.4

0.6

0.0

0.4

0.9

0.4

0.5

3.5

0.9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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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계속

3
2001

201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DN

88.3 73.8 79.5 88.3 70.7 69.8 69.7 66.7 83.6 70.9 32.8 67.4 69.3 85.4

IND

0.8

0.6

0.6

0.2

0.2

0.0

0.5

0.8

0.2

0.4

JPN

0.4

2.1

1.9

1.4

1.8

0.0

1.5

3.6

1.3

4.4 16.0 5.1 17.1 2.5

KOR

0.5

4.3

4.9

1.5

2.2

0.2

1.6

3.1

2.0

2.5

3.5

3.8

2.3

1.6

TWN

0.1

3.2

1.1

0.2

0.7

0.0

0.6

1.4

0.3

0.9

3.0

0.9

0.7

0.7

USA

2.0

1.2

1.4

0.9

1.9

0.0

1.0

1.6

0.6

0.9

8.2

1.9

1.1

0.8

RoW

3.9

7.6

6.9

4.9 19.1 25.5 20.5 17.4 9.5 14.3 21.9 14.5 4.6

5.3

AUS

1.3

0.4

0.6

0.4

0.4

0.0

0.3

0.5

0.3

0.8

0.6

0.6

0.7

CHN

0.7 22.2 5.8

2.1

2.5

0.1

1.6

5.6

1.5

1.7 10.9 9.6

2.7

3.8

DEU

0.1

0.4

0.4

0.3

0.5

0.0

0.2

0.6

0.1

0.2

3.5

1.4

0.6

0.3

GBR

0.0

0.2

0.1

0.1

0.2

0.0

0.1

0.2

0.1

0.0

0.6

0.2

0.1

0.1

IDN

91.5 59.3 76.0 88.6 77.6 81.2 79.4 69.3 87.0 84.0 44.8 63.7 82.1 83.3

IND

0.7

0.4

0.5

0.2

0.3

0.0

0.3

0.8

0.2

0.3

0.8

0.5

0.3

0.5

JPN

0.1

1.1

1.1

0.8

0.9

0.0

0.5

2.5

0.6

1.5

9.1

4.0

4.3

2.2

KOR

0.2

6.0

3.3

1.1

1.6

0.1

0.8

2.2

1.3

1.2

3.5

3.1

1.1

1.9

TWN

0.0

3.3

1.5

0.3

0.6

0.0

0.3

0.9

0.3

0.5

1.9

0.9

0.4

1.0

USA

1.0

0.7

0.6

0.6

1.1

0.0

0.5

1.1

0.4

0.3

4.1

1.6

0.8

0.6

RoW

4.4

6.0 10.0 5.6 14.4 18.5 16.0 16.2 8.3

9.4 19.3 14.4 7.0

5.7

0.6

1.6

0.4

0.2

0.2

주: 1. 1행은 제조업의 산업코드(구체적 내용은 [표 16] 참조). 2열은 국가코드.
2. AUS(호주), CHN(중국), DEU(독일), GBR(영국),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JPN(일
본), KOR(한국), TWN(대만), USA(미국), RoW(기타).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출, 수입, 생산
등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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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는 중국경제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
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 분석을 통해 중국경
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분석
하고자 한다.

Ⅲ.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자료
본 절에서는 중국경제가 인도네시아 경제, 특히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그리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세계투입산출
표(world input-output table)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총수요(소비, 투자, 순수출)의 부가가치효과 분석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투
입산출표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다. 즉 아래 식에서 VA는 총수요 구성요소들
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 벡터, e는 부가가치벡터, A는 투입계수행렬이며,
그리고 C, K, X는 각각 민간소비(또는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투자), 수출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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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  e  (I  A)1  C

(1)

VAK  e  (I  A)1  K

(2)

VAX  e  (I  A)1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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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편의를 위해 3개국(r국, s국, t국)으로 구성된 세계투입산출표를
가정하자. 어떤 한 국가(r국)의 민간소비가 전세계(r국, s국, t국)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식 (1)에 따라 식(4)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식 (4)의 우측
각각의 항은 식(1)의 우측 각각의 항에 해당된다. 식 (4)에서 좌측의 VA는
r국 소비에 따른 세계부가가치 창출액을 의미하고, 우측의 Crr, Crs, Crt는 각
각 r국 소비 중 r국 생산품, s국 생산품, t국 생산품에 대한 소비를 의미한다.
-1

참고로 식 (4)에서 가운데 메트릭스는 식 (2)에서 (I-A) 행렬의 구성요소들
이다. 같은 방법으로 어떤 한 국가(r국)의 투자가 세계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식 (2)에 따라 식(5)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식 (5)에서 Krr, Krs,
rt

K 는 각각 r국 투자과정에 사용된 투입물 중 r국, s국, t국에서 생산된 생산
품에 대한 r국의 수요를 의미한다. 한편 식 (6)은 어떤 한 국가(r국)의 對세
계 수출이 세계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Xrw는 r국의 對
세계 수출을 의미한다. 식 (6)은 어떤 한 국가(r국)의 對세계 수출에 따른
r국 자체의 부가가치창출 효과와 r국 수출품 생산과정에서의 여타 국가로
부터의 생산요소 수입에 따른 여타 국가의 부가가치창출효과만을 반영한
다. 달리 말해 r국 수출의 여타 국가 국내수요 대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
지 않고 있다.

e r

VA   0

0

0

es
0

0   Lrr
 
0   Lsr
 
e t   Ltr

Lrs Lrt  C rr 
 

Lss Lst   C rs 
 

Lts Ltt  C 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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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VA   0

0

e r

VAx   0

0

0

es
0

0

es
0

0   Lrr
 
0   Lsr
 
e t   Ltr

0   Lrr
 
0   Lsr
 
e t   Ltr

Lrs Lrt   K rr 

 
Lss Lst   K rs 

 
Lts Ltt   K rt 

Lrs Lrt   X rw 

 
Lss Lst    0 

 
Lts Ltt   0 

(5)

(6)

세계투입산출표는 미국, EU 27개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브라질, 인
도네시아, 인도 등 40개 국가와 기타국가(The rest of the World)가 생산에 있
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포괄하고 있는 산업 수는 국
별로 35개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해인 2001년과 자료가 가능한
최근 연도인 2011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분석한다.
한편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
나,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되고 있는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투입산출분석은 규모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한다. 둘째, 각 산업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산출물만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한 산업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
물은 동일하며, 생산물을 생산하는 투입요소의 결합방법 역시 유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생산요소의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각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투입요소의 양은 항상 일
정하다. 즉 기술의 변화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섯째,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수요만 있다면 생산은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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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섯째,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
된다고 가정한다. 즉 활용되지 않는 자원은 없다고 가정한다.

2.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 분석
가.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효과
인도네시아 총 부가가치에서 중국 총수요의 파급효과에 의해 유발된 부가
가치 비중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표 20]은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액
이 인도네시아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별로 보여준다. 전체
적으로 중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
년 2.3%에서 2011년 4.2%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중 중국 의존도가 2001년 3.5%에서 2011년
9.8%로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경제(총수요)가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
추이는 특히 광업 및 채석업과 제조업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인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2011
년 총부가가치 창출액 중 중국 총수요 유발 부가가치액 비중이 무려 18.4%
에 달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그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표 19,
표 20 참고). 이외에도 2011년 기준으로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코크스⋅정
유‧핵연료, 화학 및 화학제품, 종이 및 인쇄, 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 및 광학
기기 등 인도네시아 주요 제조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
들 중 특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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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중국의존도는 2001년과 비교해서 더욱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기초 및 조립금속의 경우 2001년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액 중 3.3%가 중
국 총수요에 의해 유발되었으나, 2011년 그 비율이 14.1%로 확대되었다. 한
편 인도네시아 산업 중 섬유 및 섬유제품, 종이 및 인쇄의 경우 2001년과 마
찬가지로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여타 제조업과 달리
중국 의존도가 축소되었다. 인도네시아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의존도는 인도네시아 수출 중 대중국 수출 의존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고). 즉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수출 중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중국 총수요에 의한 유발 부가가치 역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중국의 총수요 중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
은 민간소비와 고정자본형성이며, 특히 고정자본형성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중국 고정자본형성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액은 인도네시아의 총부가가치의 0.7%에 그쳤지
만 2011년에는 1.8%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여전히 고정자본형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고정투자형성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과 관계가 깊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의 대부
분은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부표 2 참고). 중국 고
정자본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인도네시아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광업 및
채석업,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코크스⋅정유⋅핵연료 등이다. 한편 중국의
민간소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인도네시아 산업은 광업 및 채석업, 화학 및
화학제품, 코크스⋅정유⋅핵연료, 종이 및 인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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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액이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분류
(단위: %)

중국의 최종수요

2001

2011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체

민간소비

1.2

1.3

0.2

0.8

정부지출

0.3

0.4

0.1

0.2

총 고정자본

1.2

1.1

0.2

0.7

대세계수출

0.8

0.9

0.2

0.6

총수요

3.5

3.7

0.7

2.3

민간소비

2.0

1.1

0.3

1.0

정부지출

0.6

0.3

0.1

0.3

총 고정자본

4.4

1.5

0.4

1.8

대세계수출

2.8

1.0

0.2

1.1

총수요

9.8

4.0

1.0

4.2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표 19.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액이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세분류(2001년)
(단위: %)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지출

대세계
수출

총수요

농림수산업

0.7

0.1

0.7

0.3

1.8

광업 및 채석업

1.8

0.6

1.9

1.3

5.6

음식료 및 담배

0.5

0.0

0.1

0.1

0.7

섬유 및 섬유제품

2.3

0.6

0.6

2.5

6.0

가죽 및 신발

0.6

0.1

0.1

0.4

1.1

목재 및 목재제품

1.2

0.6

3.7

1.1

6.5

종이 및 인쇄

4.0

2.1

2.7

2.7

11.5

코크스,정유,핵연료

2.2

0.7

2.2

1.5

6.5

화학 및 화학제품

2.7

0.8

1.6

1.7

6.8

고무 및 플라스틱

1.0

0.2

1.1

0.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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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계속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지출

대세계
수출

총수요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0.2

0.1

0.5

0.1

0.9

기초 및 조립금속

0.6

0.2

1.8

0.7

3.3

기계

0.6

0.2

3.5

0.4

4.6

전기 및 광학기기

1.7

0.3

2.3

1.4

5.7

수송기기

0.1

0.0

0.1

0.1

0.3

기타 제조업

0.2

0.0

0.0

0.0

0.2

전기,가스,수도

0.6

0.2

0.5

0.5

1.8

건설

0.0

0.0

0.0

0.0

0.1

-

-

-

-

-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0.4

0.1

0.4

0.3

1.1

소매* 및 가전수리

0.4

0.1

0.4

0.3

1.1

호텔,레스토랑

0.1

0.0

0.1

0.1

0.3

육상운송

0.5

0.1

0.5

0.3

1.4

해상운송

0.3

0.1

0.3

0.3

1.0

항공운송

0.2

0.0

0.1

0.1

0.5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0.3

0.1

0.4

0.2

1.0

우편 및 통신

0.4

0.1

0.4

0.3

1.2

금융

0.3

0.1

0.4

0.3

1.1

부동산

0.3

0.1

0.3

0.2

1.0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 서비스

0.2

0.1

0.2

0.2

0.6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0.0

교육

0.0

0.0

0.0

0.0

0.0

보건 및 사회복지

0.1

0.0

0.0

0.0

0.2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0.1

0.0

0.1

0.1

0.4

-

-

-

-

-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 수출의존도는 산업별 생산 중 수출 비중으로 정의.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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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유발액이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세분류(2011년)
(단위: %)

농림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및 인쇄
코크스,정유,핵연료
화학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우편 및 통신
금융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지출

대세계
수출

총수요

0.9
3.1
1.3
0.7
1.6
0.3
1.8
2.1
2.2
1.5
0.1
1.5
1.0
0.8
0.2
0.2
0.4
0.0
0.3
0.3
1.1
0.7
0.3
1.0
0.5
0.4
0.2

0.1
1.1
0.2
0.1
0.1
0.2
0.9
0.8
0.7
0.4
0.0
0.5
0.4
0.2
0.1
0.0
0.1
0.0
0.1
0.1
0.4
0.3
0.1
0.7
0.2
0.1
0.1

0.5
8.7
0.4
0.3
0.2
1.3
2.2
3.9
2.7
2.8
0.3
8.2
7.6
3.0
0.4
0.2
0.7
0.1
0.4
0.4
0.8
1.1
0.5
1.2
1.1
0.5
0.4

0.4
5.4
0.4
0.7
0.4
0.5
2.0
2.7
2.4
2.2
0.1
4.0
2.1
1.3
0.2
0.1
0.4
0.0
0.3
0.3
0.4
0.6
0.3
0.8
0.4
0.3
0.2

2.0
18.4
2.3
1.8
2.2
2.3
7.0
9.6
8.0
6.9
0.6
14.1
11.1
5.3
0.8
0.5
1.6
0.2
1.1
1.1
2.7
2.7
1.1
3.6
2.2
1.2
0.9

4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표 20. 계속

부동산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가사 서비스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지출

대세계
수출

총수요

0.4
0.0
0.0
0.1
0.1
0.3
-

0.1
0.0
0.0
0.0
0.0
0.1
-

0.7
0.1
0.0
0.1
0.1
0.4
-

0.4
0.0
0.0
0.1
0.1
0.3
-

1.5
0.1
0.1
0.3
0.3
1.0
-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3.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부가가치 중국의존도 관계(2011):
수직(수출의존도), 수평(부가가치의존도)
(단위: %)

주: 대중 수출의존도는 인도네시아의 각 산업의 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 부가가치 의존도는
인도네시아의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중 중국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액 비중.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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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경제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여타 국가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전체적
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중국의 영향을 더 많
이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표 21]은 중국의 각 산업에
대한 백만 달러의 수요 증가가 세계 각국 생산에 미치는 영향 중 주요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 따르면, 2001년 중국 각 산업의 백만 달러의 수
요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생산을 891만 달러 증가시켰는데, 일본의 생
산이 141만 달러(중국을 제외한 여타 세계생산 증가분의 15.9%)로 가장 많
았다. 2011년 기준으로도 일본이 중국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국가 순위는 중국의 수입대상국 순위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13
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국가 순위에서는 11위
를 기록했다. 이상을 통해서 본 결과,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가 특별히 여타 국가에 비해 중국의 영향
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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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경제의 세계 생산에 대한 영향력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11

생산파급효과

비중**

생산파급효과

비중**

JPN

1.41

15.9

JPN

1.11

9.7

USA

0.89

9.9

USA

1.08

9.4

KOR

0.88

9.9

KOR

0.92

8.0

TWN

0.81

9.0

AUS

0.58

5.0

DEU

0.43

4.9

DEU

0.57

5.0

GBR

0.26

2.9

TWN

0.55

4.8

AUS

0.22

2.4

RUS

0.51

4.5

FRA

0.20

2.2

BRA

0.25

2.2

ITA

0.19

2.2

FRA

0.21

1.9

RUS

0.19

2.1

CAN

0.21

1.8

CAN

0.17

1.9

IDN

0.20

1.7

IDN

0.16

1.8

ITA

0.19

1.7

전체*

8.91

100

전체*

11.43

100

주: * 중국 제외.
** 비중은 중국의 각 산업별 100만 달러 총수요에 대한 세계 여타국(중국 제외)의 생산유발
액 중 각국 비중.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3.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8위 수
출대상국, 11위 수입대상국이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액은 약 116억
달러로 한국 총수출액의 2.1%를 차지했으며, 수입액은 132억 달러로 한국 총
수입액의 2.6%를 차지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인도네
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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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력 확대가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가 인도네시아와 한
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22]
는 2001년과 2011년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따른 인도네시아
와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의 對
중국 수출은 인도네시아 총 부가가치 중 3.1%를 창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2001년의 1.8%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표 22의 ‘자국효과’
참조). 이러한 결과는 앞 절에서 살펴본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효과 크기와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분석결과에 있어
서는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효과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인도
네시아 총 부가가치액의 13.5%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광업 및 채석업을 중심으로 두 효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2011년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인도네시아 총 부가가치액의 13.9%인데 반해 중국 총
수요에 따른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총 부가가치액의 18.4%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요 제조업 중 하나인 전기 및 광학기기의 경우 對중국
수출효과는 3.7%인 데 반해 중국 총수요 효과는 5.3%로 더 높았다. 이외에
도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 중국 총수요 효과는 對중국 수출효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효과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수출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 총수요
효과는 총수요 중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즉 인도네시아의 對중 수출)
효과 뿐만 아니라, 중국 총수요(총지출)에 따른 제 3국(예를 들면 일본)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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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출효과에서 파생되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모두 포함하
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따라 파급되는 한국의 부가가치 창
출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에서 한국효과는 인도네시아
의 對중국 수출에 의해 파급되는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액과 그렇게 창출된
부가가치액이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의해서 가장 많
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한국의 산업으로는 전기 및 광학기기, 화학 및 화학제
품, 섬유 및 섬유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
은 모두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산업이기도 하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출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효
과는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산업일수록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수
출에 따른 한국 부가가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에 따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2001
자국
1)
효과

비중

2)

2011

한국
1)
효과

비중

3)

자국
효과

한국
효과

비중

농림수산업

457.4

1.72

0.8

0.00

1.75

1.0 0.00

광업 및 채석업

675.3

3.32

0.2

0.01 15,960.5 13.90

0.2 0.01

음식료 및 담배

84.7

0.65

0.2

0.00

1260.2

2.02

0.5 0.00

280.4

5.24

6.6

0.08

201.0

1.43

9.1 0.08

11.0

0.98

0.5

0.04

47.1

2.03

0.6 0.05

171.5

6.12

0.0

0.01

185.2

1.92

0.2 0.01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목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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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2001
자국
효과1)

비중

2)

2011

한국
효과1)

비중

3)

자국
효과

한국
효과

비중

비중

종이 및 인쇄

228.4

10.31

1.6

0.03

447.7

5.66

2.5 0.02

코크스, 정유, 핵연료

131.2

3.68

1.6

0.05

623.0

4.12

4.0 0.05

화학 및 화학제품

282.2

5.84

7.2

0.07

949.3

6.07

13.2 0.05

고무 및 플라스틱

33.5

1.91

0.9

0.02

217.8

3.65

2.4 0.02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10.2

0.64

0.3

0.00

22.5

0.39

0.9 0.01

기초 및 조립금속

21.5

1.53

1.6

0.01

295.7

8.36

9.0 0.02

기계

27.7

3.79

1.2

0.01

255.1

8.71

8.8 0.03

123.5

4.09

2.2

0.01

694.4

3.70

16.9 0.02

11.9

0.22

0.9

0.01

108.6

0.46

1.6 0.00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1.5

0.16

0.1

0.01

15.4

0.34

1.1 0.02

16.6

1.48

1.4

0.01

74.6

1.17

2.7 0.01

7.3

0.08

0.1

0.00

122.6

0.14

0.2 0.00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 보수

-

-

-

-

-

-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127.6

0.93

1.7

0.01

451.1

0.79

기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

-

6.9 0.02

76.3

0.93

0.8

0.00

304.8

0.80

2.2 0.00

8.9

0.15

0.4

0.00

534.7

2.40

1.1 0.00

육상운송

31.0

1.07

3.1

0.03

359.9

2.21

2.9 0.02

해상운송

8.1

0.80

2.1

0.04

10.9

0.37

9.7 0.09

항공운송

1.5

0.30

0.9

0.04

164.1

3.08

2.1 0.04

기타 지원활동, 운송보조,
여행사

6.8

0.54

1.7

0.06

51.3

1.18

2.2 0.03

우편 및 통신

21.7

1.05

0.7

0.01

241.7

0.89

1.1 0.01

금융

57.6

0.82

2.1

0.01

187.5

0.69

5.1 0.01

부동산

29.8

0.74

1.1

0.00

225.1

1.03

2.1 0.00

기계 및 설비 임대,
기타서비스

9.5

0.44

3.5

0.01

2.4

0.02

9.1 0.01

공공행정 및 국방

0.7

0.01

0.5

0.00

14.8

0.05

1.2 0.00

교육

0.7

0.03

0.1

0.00

32.7

0.21

0.1 0.00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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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2001
자국
효과1)

비중

2)

2011
한국
효과1)

비중

3)

자국
효과

비중

한국
효과

비중

0.9

0.14

0.0

0.00

7.7

0.24

0.2 0.00

기타 지역‧사회‧개인 서비스

21.5

0.30

0.3

0.00

305.3

0.76

0.9 0.00

가사 서비스

-

-

-

-

-

1.76

46.4

0.01 26,565.8

보건 및 사회복지

전 산업

2,978.5

-

-

-

3.13 121.9 0.01

주: 1. 자국효과와 한국효과는 각각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에 따른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한국 부가가치 창출효과 의미.
2.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부가가치 중 대중 수출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
3.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중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에 의해 창출된 (한국)부가가치 비중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 이용하여 계산.

그림 4.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의 한국파급효과와 대한국 수입구조(2011년)
수평(수입구조), 수직(파급효과)
(단위: %)

주: 한국파급효과는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에 의해 파급된 한국 부가가치액. 수입구조는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입 중 각 산업별 비중.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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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WTO 가입해인 2001년과 2011년에 있어 중국의 인도네
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의 중
국의 점유율, 인도네시아 수출액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생산공정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총수요의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지난 10여 년
동안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경제의 대내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인
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결국 양국간 수출입의 확
대를 통해 나타나는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원인은 다름 아닌 양국간
수출입 확대의 원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국간 교역 확대의 주
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구매력 확대를 꼽을 수 있
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수입시장으로서의 비중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그에 따
라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 역시 동반 확대되면서 수출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확대된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
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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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 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역내 생산분할이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역내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중국과 인도
네시아 간 교역 중 상당부분이 그러한 성격의 교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
도네시아와 중국 간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인도네시아의 전반
적인 생산과정에 중국산 투입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동남아에 대거 진출했던 일
본기업들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로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일본기업들의 아시아 내 생산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중국과 동
남아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중국과 인도네
시아 간 교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내수시장 및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높은 수출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인 섬유산업과 전기 및 광학기기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은 절대적이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이용하여 인도네시
아 현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기존 경쟁국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의 ‘저우추취’ 정책으로 중국 로컬기
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역시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교역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장에서 보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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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광업 및 채석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해당 산업
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
장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광업 및 채석업 분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
국정부의 그러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산업구조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경
험했는데, 그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요인 중 중국요인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후 인도네시아 산업 중 제조업 비중
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던 섬유산업의 비
중 축소가 현저했다. 이는 해당산업에 있어서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
대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요인들은 향후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인도네시아 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한 중국의 높은
영향력은 유지 내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서두에서 언급했
듯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
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노동집약
적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품질 및 기
술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인도네시아
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기업
들의 동남아에서의 경영전략 수립과 한국정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협
력 전략 수립 시 중국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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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도
네시아의 산업별 생산과정에서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서의 구조변화 및 중국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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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림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및 인쇄
코크스,정유,핵연료
화학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우편 및 통신
금융
부동산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가사 서비스

2001
수출
수입
8.8
7.0
10.1
13.0
3.9
2.5
16.6
14.9
0.4
0.6
9.6
0.1
13.1
0.7
6.6
3.7
14.6
10.1
1.9
2.3
0.4
0.9
1.5
5.4
2.3
3.5
9.6
4.4
0.1
2.4
0.1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0
22.3
0.0
1.7
0.0
0.1
0.1
1.4
0.0
0.5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2011
수출
수입
3.9
3.3
50.7
0.2
8.8
2.0
1.5
17.9
0.3
0.9
1.1
0.2
3.1
0.6
3.4
1.5
7.9
8.6
1.9
2.9
0.1
0.8
3.2
6.0
3.1
10.5
5.4
23.1
0.3
2.4
0.0
3.9
0.0
0.0
0.0
0.0
0.0
0.0
0.0
0.5
0.0
1.0
2.6
3.4
1.7
4.5
0.0
1.4
0.6
1.8
0.2
0.4
0.0
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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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농림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및 인쇄
코크스,정유,핵연료
화학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유지,보수
도매(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소매* 및 가전수리
호텔,레스토랑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지원활동,운송보조,여행사
우편 및 통신
금융
부동산
기계 및 설비임대,기타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지역‧사회‧개인서비스
가사 서비스
주: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외.
자료: 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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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수출
수입
91.8
56.3
100.0
99.8
49.3
61.6
98.1
96.5
64.7
40.9
100.0
80.0
99.8
92.0
97.3
81.1
92.9
91.9
94.5
71.4
93.3
68.8
96.6
96.7
33.7
48.7
66.2
44.4
80.0
67.5
0.0
24.2
15.4
0.0
71.2
0.0
81.0
50.0
0.0
64.6
87.5
71.4
0.0
-

2011
수출
수입
92.9
34.0
100.0
70.9
83.9
25.2
87.1
95.3
32.7
20.8
99.7
89.2
99.8
89.0
98.3
88.0
95.0
90.1
95.3
79.0
76.0
88.9
99.7
95.3
60.7
54.0
46.5
48.3
97.0
58.5
0.0
27.5
75.0
86.1
31.2
70.5
71.0
80.9
81.2
70.0
77.9
89.9
67.6
87.5
88.3
.
83.4
81.8
50.0
38.5
-

베트남 커피산업의 특징과
현지 커피기업의 진화1)
김 이 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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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 경제에서 베트남 커피의 입지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한 커피
생산 지역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가 위치한 라틴아메리카로 인식되어 왔다.
아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전통적으로 주요한 커

1) 베트남 커피 산업의 특징과 현지 커피 관련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베트남 커피 경제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베트남 현지의 커피와 관련
된 공간을 직접 답사하며 문화 경관, 소비 방식을 관찰하는 질적 연구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베트남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뿐 아니라 커피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공간과 경관을 담은 시각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제 베트남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베트
남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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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생산 및 수출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도 커피 생산이 늘고 있다. 2014년 현재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이고, 세계 커피 시장에서 베트남의 비중
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 커피 소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커피 생산량도 2000년 1.2만 톤에
서 2005년 2.2톤, 2012년에는 9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중국의 커피 시장은 1인당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신다고 가정해도 500
억 달러의 소비 규모로 추산되어 중국인의 입맛이 세계 커피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서의 커
피 생산 역시 증가추세이다.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라비카가
상대적으로 쓴맛이 덜 하고 향기가 강해 고급종, 로부스타의 경우에는 아라
비카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두 배 높지만 대중적인 보급종으로 분류된다. 고
급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잠을 깨기 위한 용도라면
로부스타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커피에 있어서 초심자인 중국인들은 비싼 아
라비카보다 저렴한 로부스타를 많이 찾는다.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로
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용인데, 한국 역시 베트남의 로부스타 커피를 많이
수입한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커피 재배 지역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약
56만 베트남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베트남의 주요 커피 산지는 중부
의 고산지역인데, 베트남 커피 생산의 30%를 담당하는 달랏(Da Lat)과 더불
어 중부 고원 도시인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은 베트남에서 커피 관련
생산시설과 자본, 인력이 밀집한 베트남의 커피 수도로 부상했다. 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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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통‧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고 그동안 경제 개발이 지체되었던 곳이었
는데(Lee 2013),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농가 수입 증대,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조영국 2013). 베트남 커피 경제는 세계 시장
에 빠르게 편입되고 가고 있으며, 세계 커피 생산량 및 원두 가격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가뭄이 발
생하여 커피 수확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 베트남 커피 농가에게
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실제로 2011년 들어 3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 커피 가격은 베트남 중부지역 커피 재배 농가 주민들에게 커피 묘목을
사고 재배 면적을 늘리는 확실한 동기로 작용했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
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
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육과
공적 개발원조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
상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
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동남아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
의 커피전문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지역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인데, 한류 등 K팝 열풍으로 인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Ⅱ. 베트남 경제 및 지역 개발에서 커피의 중요성
1. 베트남의 커피의 역사와 카페 문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함께 세계적인 커피 강국으로 꼽히는 베트
남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것
은 물론, 카페 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은 대표적인 나라다(Jolliffe,
Kwan & Yen 2010). 베트남에 커피나무가 도입된 시기는 1857년으로 추정되
며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주로 남부 지역의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했다(Jolliffe, Bui & Nuygen 2009). 19세기 인도차이나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커피가 재배되었고 일부는 수출되었다. 쌀과 고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플랜테이션에서 대규모로 재배되었지만 커피는 차, 사탕수수
등과 함께 소규모로 재배되었을 뿐이다. 베트남이 통일되는 1975년 이전까
지 커피 경작지의 생산량은 미미했고, 도이모이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도 커피의 생산성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베트남 커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와는 차별화된 독특
한 맛이다. 베트남 커피가 진하고 단맛을 갖게 된 배경은 프랑스 식민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은 커피를 카페(Ca Phe)라고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
에서 유래한 것이고 베트남식 커피에 사용되는 연유는 프랑스인들의 ‘카페
오레’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카페 핀(Cafe Fin)’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거른 커피 액에 주로 연유를 섞어서 카페인 함량이 높아 진하고 단맛
이 강한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이는 프랑스 문화의 영향이다.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 민간인들과 병사들은 커피를 마실 때 우유와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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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보관이 용이한 연유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이 정착되어 지금의 베
트남 커피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하노이와 사이공, 달랏 등 프랑스인이 선호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유럽식 카페 문화도 도입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정권을 잡은 공산당 정부는 1975년 북베트남의 수도였
던 하노이를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생산 작업을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자’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베트남에 수백
개의 국영 농장과 조합을 만들었다. 인구밀도가 높은 평야와 도시를 떠나 인
구가 희박한 산악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닥락, 쟈라이, 꼰
뚬, 람동 등 서부산지 지역에 커피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베
트남 커피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Castella & Quang 2002).
1980년대 말까지 베트남의 커피 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운영
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으며 커피 재배 지역의 확장은 신경제지역으로의 이
주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도이머이 이후 급증한 베트남 커피 생산량
1986년 12월 베트남은 제6차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도이머이’ 즉 쇄신을 표방하며 국가의 규제하에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개방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이 가속화되었다(이한우 2013). 정
부는 기본 식료품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하면서, 환금작물로 바
꾸어 작물을 수출하는 농부에게는 혜택을 주었다. 베트남 서부 산지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현무암질의 두터운 적토층이 형성되어 있어 로부스타
커피 재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비료, 관개, 농경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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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보조금 제공, 재배 농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대출 등을 통해 커
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Tan 2000). 당시 국영이었던 커피 경작지
의 면적은 1985년에서 1988년 3년 동안 무려 두 배나 증가했고 생산량도 급
중하였다. 사유재산, 토지 분배 등에서 통제를 완화하고 신경제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자 베트남의 커피 산업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
(Bergerer 1995). 특히 1994년과 1997년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이 줄자 커피
국제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베트남의 농민들에게는 커피 재배를 시
작하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었다(Castella & Quang 2002).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당시 세계커피 생산량의 1.5%에 불과하
던 베트남이 1996년에는 5.5%, 2002년에는 9.4%, 2008년에는 14.3%, 2011년
에는 17.7%로 급상승하여 2013년 에는 18.9%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 당
시 세계커피 생산량의 15.3%를 차지하던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 콜롬비아
는 계속 생산량이 감소하여 5~7%로 비중이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커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계 커피 시장
에서 그 비중이 1990년대 9%에서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최근 8%를
정도를 회복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 세계 주요 커피국의 생산량 변화
(단위: M 자루, /%)

국가

1990/91

1996/97

2002/03

2008/09

2011/12

2013/14

브라질

27,286

29,197

48,480

45,992

43,484

49,152

26.3%

28.3%

39.4%

35.8%

32.0%

33.9%

1,390

5,705

11,574

18,438

24,058

27,500

1.5%

5.5%

9.4%

14.3%

17.7%

18.9%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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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국가

1990/91

1996/97

2002/03

2008/09

2011/12

2013/14

인도네시아

7,441

8,235

6,731

9,612

8,620

11,667

9%

8%

5.5%

7.5%

6.3%

8.0%

14,231

10,876

11,735

8,664

7,653

11,000

15.3%

12.3%

9.5%

6.7%

5.6%

7.6%

2,909

3,270

4,094

4,949

6,798

6,600

3.1%

3.2%

3.3%

3.9%

5.0%

4.5%

1,568

2.004

2,496

3,450

5,903

4,200

1.7%

1.9%

2%

2.7%

4.3%

2.9%

937

1,806

3,000

3,872

5,581

4,334

1%

1.8%

2.4%

3%

4.1%

3%

2,829

3,147

4,776

3,950

5,233

5,075

3%

3.3%

3.9%

3%

3.9%

3.5%

4,674

5,110

4,351

4,651

4,546

3,900

5.0%

4.9%

3.5%

3.6%

3.3%

2.7%

3,271

4,525

4,070

3,785

3,840

3,130

3.5%

4.4%

3.3%

2.9%

2.8%

2.2%

26,717

28,991

21,802

21,259

20,218

18,636

28.7%

28.1%

17.7%

16.5%

14.9%

12.8%

93,253

103,136

123,109

128,622

135,934

145,194

100%

100%

100%

100%

100%

100%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페루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기타

세계

자료: ICO. http://www.ico.org. (accessed on 10 Sepmtember 2014)

2000년대 초반 심화된 커피 무역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세계 커피 협정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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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급 과잉으로 커피 블렌딩 기술을 보유한 커피 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올
렸지만 커피 재배 농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졌다. 커피 과잉 공급 덕분에
무역업자들자들과 기업들은 생산자로부터 낮은 가격에 커피를 구매할 수 있
었고, 스타벅스 등 다국적 커피전문 기업들은 승승장구하였다(Huh 2011). 커
피 가격 하락으로 세계의 많은 커피 생산 국가들이 커피 대신 다른 환금작물
로 산업을 대체하기도 하였지만 베트남은 예외적으로 커피 경작지가 확대되
었다. 베트남의 커피 재배 농민들은 글로벌 커피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3. 주요 커피 생산지 및 지역 사회 변화: 닥락의 부온마투옷을 중심으로
2011년 기준, 베트남의 총 커피 재배면적은 약 54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주로 떠이우엔(Tay Nguyen)에 집중되어 있다(MARD 2011). 떠이우엔(Tay
Nguyen)은 베트남 중서부 고원지대로서 닥락(Dak Lak), 닥농(Dak Nong), 지
아라이(Gia Lai), 꼰뚬(Con Tum), 란동(Lan Dong) 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평균 고도가 500~600m로 커피, 카카오, 후추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다. 베트
남 커피의 약 32.4%가 상업작물 재배 중심지인 닥락 지역에서 생산되며, 커
피는 닥락(Dak Lak) 성의 대표적인 수출 작물이자 주요 수입원이다(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1). 2010년 닥락 성 전체 수출액의 85%를, 베
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커피는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
하다. 닥락 지역 커피 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 성의 개발과 커피 재배 농
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고, 닥락 성 중심 도시 부온마투옷
(Buon Ma Thuot)은 베트남의 커피 수도가 되었다. 커피 품종별 지역을 보면
로부스타 종을 재배하는 농장의 면적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고급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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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아라비카 종을 재배하는 농장의 면적은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다
(Euromonitor 2008).

그림 1. 2012년 베트남 주요 커피 생산지
(단위: %)

자료: MARD/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1), http://www.
agroviet.vn.

베트남이 글로벌 커피 시장 체제에 편입하면서 세계 커피 가격의 변동은
베트남, 특히 중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산구조의 측면에
서 보면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
로 이전 국영회사 위주의 커피 생산구조는 개별 소규모 커피 생산자 위주의
생산구조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면서 중부 지역 농민들의 커피 재배는 보다 확대되었다. 국영
기업은 커피 생산 시스템을 종래의 직접 생산방식에서 도급계약제(Kh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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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me)와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으로 전환하여 국영기업의 비용 절감
과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였다(조영국 2013, p. 338). 베트남 현지 커피 기업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20~30년 동안 안정적
토지 이용을 보장하여 커피나무를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Tan 2000). 국영 기업의 해체 및 보유 토지의 축소 조치들은 농민들이 토지
를 활용하도록 자극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표 2. 베트남 커피 산지의 생산량 추이
(단위: 톤)

지역

2012년 예상
커피 생산량

2012년 실제
커피 생산량

2020년 예상
커피 생산량

닥락(Dak Lak)

200,161

202,022

170,000

람동(Lam Dong)

145,734

145,735

135,000

닥농(Dak Nong)

116,350

116,350

69,000

자라이(Gia Lai)

77,627

77,627

73,000

동나이(Dong Nai)

20,000

20,000

13,000

빈푸옥(Binh Phuoc)

14,938

14,938

8,000

꼰뚠(Kontum)

12,158

12,158

12,500

꽝치(Quang Tri)

5,050

5,050

5,000

손라(Son La)

6,371

6,371

5,000

바리아 붕따우
(Ba Ria Vung Tau)

7,071

7,071

5,000

디엔비엔(Dien Bien)

3,385

3,385

4,500

기타

5,700

5,700

n/a

합계

614,545

616,407

500,000

자료: MARD/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1), http://www.
agrovie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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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락 지역에서의 커피 재배 개발은 개별적 토지 소유와 이용을 촉진시켰고,
이는 킨 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를 증가시켜 에데 족 등 소수민족 원주민들
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다(Kim & Hoang 2013).
커피의 주요 생산 지역인 중부 산지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개방적인 남부
지역의 호치민 시의 영향력보다는 보수적인 북부 하노이 행정부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미치는 지역이며, 아직도 베트남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간섭
이 남아 있다. 커피 산업이 상당히 개발된 분야에 속하지만 장기적 발전의 측
면에서는 완전한 민간 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림 2. 베트남 중부 소규모 농가의 커피 재배
방식

그림 3. 소규모 농가에서 노동집약적 방식으
로 재배되는 커피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한편 이승철(Lee 2013)은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
하는 실질적 이윤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커피 중개상인들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변화의 매개체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기술 혁명으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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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등 제3세계의 농민들도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
는 2014년 현재 소규모 커피 농가와 재배 농민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코
요테’는 베트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은 농
가에 구매자를 연계해 줌으로써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
키는 시장 촉진자로 기능하고,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중개상인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
불, 부당행위를 통해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코요테로 불
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삼림이 훼
손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커
피보다는 햇빛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
고 에데 족 등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땅을 킨 족이나 베트남 정부에 빼앗기고
커피밭을 떠도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소외계층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4. 햇빛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

그림 5. 커피밭에서 일하는 소수민족 에데 족
여성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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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Oxfam) 등 비정부기구(NGO)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기구에서는
커피 공정무역의 조건으로 그늘재배(shaded), 유기재배(organic), 최저가격보
장 등을 들고 있다. 공정무역에 의해 거래되는 커피 양은 전 세계 교역에서
는 1% 수준에 머물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기도 한다. 커피 재배지는 다른 작물을 대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커피가 산맥의 능선에서 자라기 때문에 밀이나 사탕수수 등과 같은 평
지 작물을 키우는 곳으로 대체할 수 없다. 둘째 커피는 환금성이 높기 때문
에 생산자는 커피 농장을 이전의 자연림 상태로 되돌리지 않는다.
커피 재배방식에는 커피나무에 그늘이 지는지 여부에 따라 열대우림 생태
계의 천장(canopy)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그늘에서 커피를 재
배하는 전통적 방식과 일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커피나무만을 식재하는 방
식으로 크게 나뉜다. 적절하게 혼재되는 큰 나무는 자연스럽게 커피의 병충
해를 예방하고 비가림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고 수목이 다양하면 질소고정
효과로 유기물 공급이 좋아진다. 커피나무 단일종으로 숲의 수목이 바뀌는
변화는 역사적으로 최근인 1950년 이후의 변화이다. 커피나무는 높이가
3~4.5m 정도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로서는 작은 편이기에 커피만 단일
경작하게 될 경우 열대 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커피를 재배할 경우에는 공존하는 나무의 종류가
48종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비나 카페’로 불리는 베트남 국영 커피 회사(Vinacafe: Vietnam
National Coffee Corporation)는 베트남 내의 약 50여 개의 커피 플랜테이션을
관할하고 있으며 커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나 카페 브랜드는 베트남
국내에서 가공되는 커피는 전체 베트남 국내 커피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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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베트남 커피 산업의 또 다른 강자는 사영기업인
쭝우웬 기업이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사영기업이기도 한 쭝우웬은 부온마투
옷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근 지역에 카페 매장을 급속도로 확장
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하노
이에 쭝우웬 창의성 클럽 하우스를 개장하고 부온마투옷에 커피 관광을 겸
한 커피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커피의 소비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된다.
특히 하노이의 구 시가(The Old Quarter)를 중심으로 카페 문화가 발달하였
는데, 베트남의 독특한 커피 소비문화는 커피의 기원, 재배 및 수확 방법, 가
공 과정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한다(Jolliffe, Bui & Nuygen 2009). 커피
수확철에는 커피 축제가 열리고 커피 꽃이 피는 동안 오감을 동원해 커피를
경험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2007년부터는 닥락 주 정부에서 주
최하는 커피 주간이 호치민 시와 하노이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카페 골목에
서 열리는 커피 이벤트, 모범적인 커피 농가를 소개하는 일,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 커피 산업을 소개하기 위한 기업 모임, 커피의 생산과 관련된
전시와 영화 상영, 베트남 중부의 커피 재배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적 행사
와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쭝우웬을 중심으로 부온마투옷의 장소성과 커피
문화를 연계시키는 관광 상품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가운데 특히 커피 재
배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코스, 열대의
정글에서 살아가는 코끼리 등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거나 체험하는 코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독특한 베트남식 필터 커피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구
입하게 하거나 베트남식 커피를 제대로 만들어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
그램도 음식 관광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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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정부는 부온마투옷을 베트남의 유명 커피 생산지로 인정하며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강화하고 있다(주간무역 2014). 중
국의 한 커피회사가 베트남의 지리적 상표에 해당하는 ‘부온마투옷 커피’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국에서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앞세워 상품을 유통해온 중국 기업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가 결정되
면서 베트남의 지리적 상표 보호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산
업재산권에 대해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와 더불어 ‘지리적 표시’를 명시하
고 있으며 최근 지리적 표시에 의한 상표 보호를 강조해왔는데, 현재 베트남
에서 인정되는 35개에 달하는 지리적 표시 중에서 부온마투옷은 대표적인
지리적 농수산물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

Ⅲ. 베트남 커피 산업의 발달과 소비시장의 특성
1. 베트남 커피와 세계 시장과의 연계
한편 세계 커피 생산량 중 40%는 로부스타이며 생산량 2위 국가로 급부
상한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커피종은 아라비카가 아닌 로부스타이다.
로부스타 원두를 주로 생산하는 베트남은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영세한 베트남 농가가 국제커피 시장가격
의 급격한 변동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를 형성해준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커피가 중산층의 기호식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지
역에서 커피시장이 연간 약 5%씩 급성장하는 추세인데, 베트남, 브라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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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등 커피생산국가 소비자들은 아라비카 대신 더 저렴한 로부스타를
원료로 한 커피를 일상생활에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쭝우
웬 기업이 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커피 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로부스타 중심의 베트남
국내 커피 문화 및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6. 브라질과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수출량 추이 비교
(단위: 천 톤)

자료: ICO.

베트남의 커피 수출은 상대적으로 다른 농산물보다 더 빠르게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베트남의 커피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경제 개방과 맞물려 진행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커피 수출에 부과되던 세금도 폐지되었고 커
피를 수입‧수출하는 권리는 기업에게 넘겨졌다. 베트남은 2001년부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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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커피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2001년 세계 커피 가격이 기존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폭락했던 당시에도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계속 증
가하였다. 베트남은 국제 커피 시장에서 전체 로부스타 종의 41.3%를 공급
하면서 세계 제1위의 로부스타 종 커피 수출국이 되었다(ICO 2014). 당시 베
트남에서 재배되는 커피의 99%가 로부스타 종이었다.

표 3. 세계 주요 커피 수출국가와 생산량
(단위: M 자루, %)

국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온두라스

페루

과테말라

멕시코

1990/91

1996/97

2002/03

2008/09

2011/12

2013/14

17,863

17,260

29,613

30,285

31,879

34,862

24.1%

21.1%

22.9%

31.7%

28.8%

31.8%

1,146

5,422

11,555

17,386

23,475

20,625

1.6%

6.6%

12.8%

18.0%

21.2%

18.8%

12,212

11,176

10,478

8,716

7,298

10,740

16.5%

13.6%

11.6%

9.1%

6.6%

9.8%

6,720

6,772

4,280

5,667

6,185

7,132

9.1%

8.3%

4.7%

5.9%

5.6%

6.5%

1,511

2,476

3,567

2,954

5,483

5,056

2.0%

3.0%

4.0%

3.1%

5.0%

4.6%

1,247

1,825

2,439

3,021

5,474

4,155

1.9%

2.2%

2.7%

3.2%

5.0%

3.8%

1,004

1,528

2,838

3,823

5,054

3,903

1.40%

1.90%

3.10%

4.00%

4.60%

3.6%

2,803

4,224

3,965

3,456

3,721

3,244

3.8%

5.2%

4.4%

3.6%

3.4%

3.0%

3,526

4,384

2,562

2,775

3,375

2,550

4.8%

5.4%

2.8%

2.9%

3.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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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국가
에티오피아

기타

세계

1990/91

1996/97

2002/03

2008/09

2011/12

2013/14

849

1,853

2,277

1,868

2,832

3,068

1.2%

2.3%

2.5%

2.0%

2.6%

3%

24,925

25,083

16,686

15,510

15,771

14,327

33.7%

30.6%

18.5%

16.3%

14.3%

13.1%

73,986

82,003

92,644

88,080

95,461

109,662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ICO.

베트남 경제개혁의 핫이슈로 부상한 국영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소유권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을 탈피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춘 기업으로 성장시키되, 국가가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왔다(이한우 2013).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국방 등 일부 부문의 국영기업
지분만 100% 보유할 것이라며 상당수 공기업의 지분 매각 방침을 공개했다.
2014년 2월 11일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최근
마련한 국영기업 개혁법안에서 정부가 국방과 송전선망, 철도, 조폐, 항공
운항, 언론 등 일부 국영기업의 지분만 전부 보유할 방침임을 밝혔다.2) 이에
따라 항구와 공항, 통신 인프라, 석유‧천연가스의 개발가공‧수출 등과 관련
한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은 기존의 100%에서 75%로 낮아지고, 특히 운송과

2) 베트남 정부는 응웬 떤 중 총리가 최근 공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
두 500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 기
업명단에는 국영 섬유업체 비나텍스와 국적 항공사 베트남항공도 포함됐다. 한편 베트남의
첫 외국인 법무법인 프레이저는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비나푸드 1, 2와 거대통신업체 VNPT,
베트남시멘트산업총공사(VICEM), 농업은행 등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전력과 건설
부문의 국영업체들도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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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커피, 고무, 관개, 도시조명 부문의 정부 지분은 50∼6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커피 기업, 쭝우웬 역시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세계 커피 시장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글로벌 거대 기업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
로 보인다.

2. 베트남 커피 산업의 성장과 소비시장의 특성
베트남 유통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최근 고도
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이외에도 인구구조상 기존 세대에 비해 소비성
향이 강한 신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은 소
비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실질 자산규모가
크고 높은 구매력으로 경제활동의 최고조를 차지하는 중년기도 증가하는 등
향후 소비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
는 베트남의 가계소득 증가 또한 향후 유통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 중산층 소득으로 평가되는 월소득 400만
동 (약 200달러) 이상의 가구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한편 월소득 1000만
동(약 500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구 비중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2009년
에는 12%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 강화 추세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사이공 꼼 마트는 부족한 자금, 부실한 물류 시스템,
기술의 열세를 극복하고 지역적으로 최적화된 마케팅을 구사하여 고객의 접
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고객지향적 마케팅을 구사하여 성공하였다(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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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온음료 시장 규모와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온음
료 시장에서 커피는 차나 다른 음료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베트남 국내 온음료 판매량 및 성장률 추이

자료: Ipsos(2013).

베트남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2010년 기준 1.07kg이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커피 생산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1인당 커피 소비량 1위국은 핀란드로 연간 12.12kg을 소비했으며, 한국은
2.06kg를 소비했다. 베트남은 2011년 기준, 105만 톤의 커피를 생산했지만
국내 소비는 9만 5천 톤에 불과해 전체 생산량의 약 9% 정도만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91%는 수출용 물량이어서, 베트남 커피 농가는 세계 시장
가격의 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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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베트남 온음료 시장 품목별 비중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표 4. 커피 생산국가의 국내 소비량
(단위: M 자루)

지역

국가

3,282

코트디부아르

317

에티오피아
아시아 태평양

합계

1,833
6,679

인도

1,430

인도네시아

2,000

필리핀

1,060

베트남

1,000

라틴아메리카

합계
브라질

24,271
17,100

콜롬비아

1,400

멕시코

2,200

베네수엘라
총계

커피 생산지의 국내 소비량

합계

아프리카

760
34,232

자료: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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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의 커피 소비량은 연 10만 톤 이하의 규모로 나타나 커피 생
산량에 비해 국내 커피 소비 규모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 아직도 차가 베트
남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차 시장은 국영
기업에서 출발한 VinaTea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인
Unilever Vietnam이 15%의 점유율로 2위이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차의 생
산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2013).

그림 9. 베트남 국내 차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베트남에서 가공‧유통‧소비 관련 사업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대도시
를 중심으로 커피 관련 기업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의 커피
관련 기업들과 중개상인들은 다국적 대기업에 맞서 베트남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현지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커피 원
두의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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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커피의 경우 네슬레와 비나카페(Vinacafe)가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
을 양분하고 있으며, 쭝우웬(Trung Nguyen)이 18%로 그 뒤를 좇고 있다. 하
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커피의 맛과 향, 마케팅력 및 시장 선도력은 쭝우웬
(Trung Nguyen)이 베트남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10. 베트남 국내 커피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VPBS research.

네슬레 베트남, 졸리비 푸드 등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지
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1년 말부터 떠이우웬(Tay
Nguyen)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메이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커피 원두 선점
에 나서면서, 베트남 국내 커피 가격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베
트남의 현지 기업뿐 아니라 군소한 외국계 수입업체도 외국 메이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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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커피 가공 시장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
해졌다. 베트남 커피 시장에 글로벌 메이저 커피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
면서 비나카페(Vinacafe), 쭝우웬(Trung Nguyen) 등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미 맥도날드를 제치고 패스트푸드 시장의 1인자로 등
장한 롯데리아를 비롯 국내 시장의 한계에 부딪쳐 적극적으로 동남아 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카페베네, 할리스 등의 공세도 만만치 않는 상황
에서 베트남 토종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브웨이와 롯데리아, 얌브랜즈의 KFC, 피자헛 등 다른 체인점들도 이미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특히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그룹인 졸리비는 베트남
커피체인 하이랜드 커피와 합작벤처를 설립해 베트남시장으로 확장하고 있
다(Binh & Terry 2011).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 역시 2014년 초
베트남 경제중심지 호치민 시에 첫 매장을 열고,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 기업가 헨리 응우엔을 ‘개발 허가소지자(developmental
licensee)’로 임명했다. 맥도날드가 진출하는 38번째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성숙하여 다른 글로벌 기업에게도 매력적인 투
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3)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 스타벅스도
2013년 호치민 시에 첫 매장을 열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는 12번째로 스타
벅스가 진출한 나라가 되었다.

3) 미국의 식품과 음료는 이전 월남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였다. 그러나 1975년 공산당이 전쟁에
서 승리하면서 코카콜라 등 대표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을 포기했다가 1990년대 중반 베트남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 맥도날드는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 신세대를 겨냥해 과일 스무
디, 베트남 현지 음식과 접목한 새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 서비스, 고객보상 프로그램 등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다른 동남아 및 개발도상국 시장과는 차별화된 확장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2014. 2. 호치민 시에 근무하는 맥도날드 홍보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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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페베네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베트남 카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기업인 MH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트너사인 MH 그룹은 2011년 설립 이래 무역업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농업, 광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데, 2014년 8월 말 카페베네는 베트남 호치민 시 최대 번화가인 1군에 위치
한 동커이(Dong Khoi) 거리에 베트남 1호점을 공식 오픈했다4). 다양한 소비
자와 시장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카페베네 고유의 콘셉트를 적절히 활용해
현지화해 나가며 한국식 카페 문화를 현지에 전파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지 카페베네 매장에서 고급화를 앞세운 커피와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2016년 10개 매장, 2017년 15개 매장, 2018년
까지 베트남 전역에 300개 매장을 열어 베트남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도약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4) 카페베네 베트남 1호점 ‘동커이점’은 341.8㎡(103.41평) 규모로, 베트남 내의 특급 상권이라
불리는 동커이 거리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동커이 거리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 유명 브랜드
샵 및 오피스가 밀집해 있는 호치민의 가장 중심지역이자 번화가로 경제력 있는 호치민 시
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 동커이점은 19세
기 유럽의 노천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콘셉트로 한국 카페베네와 동일하게 모던
빈티지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여유로운 좌석 배치와 북 카페 형식을 도입해 카페베네가 지향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구현했고, 메뉴의 경우 베트남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로컬 메
뉴를 개발했다. 베트남 현지인이 즐기는 과일을 사용한 라임주스와 포멜로주스, 망고젤라또,
세시모젤라또를 선정했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빙수와 와플 등 카페베네의 베스트셀
러 메뉴들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카페베네 홍보자료 및 화상 인
터뷰, 2014년 8월 30일).
5) 카페베네 관계자는 “올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에도 가속도를 낼 것이고 2015년에는 글로벌 매장을 1,200개로 늘리고 2017년에는 4,000개
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호치민 시에서 50여 개의 현지 언론사들이 행사장을 찾아 뜨거
운 취재 열기를 보였고, 오픈 행사에 참가한 한류스타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2000명이
넘는 현지 젊은 소비자들이 줄을 서, 한류 문화와 카페베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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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은 뚜레쥬르(베이커리), 비비고(비빔밥), 투썸(커피) 브랜드로 동
남아와 베트남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베트남에서 세계 1위 프
랜차이즈인 맥도날드를 압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호치민 시의 다이아몬
드 플라자를 최근 인수하였고 하노이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센터를 신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베트남에서 롯데리아는 맥도날드를 제치고 패스트
푸드 점유율 1위이며 시네마도 마트 안에 출점 중이고 엔젤리너스커피 전문
점도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할리스 커피도 페루,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베트남 투자개
발그룹 VID의 자회사 엠씨알씨(MCR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하여 베트남에만 2014년 3개, 5년 내에 38개 매장을 열고 2024년까지 80개
매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할리스 커피 관계자는 “베트남은 동
남아에서도 유독 커피문화가 발달한 국가로 커피전문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 이라며 “베트남의 커피문화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선도
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메뉴 구성과 마케팅 전략 개발 등에서 MCRC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디야, 드롭탑, 커핀그루나
루, 주커피 등이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는 등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페베네 홍보자료 및 현지 반응 화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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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커피경제의 특징과 구조적 한계
베트남에서 커피 산업은 민간 운영 체제로 아직 완전히 전환된 상황은 아
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미치고 있다. 커피 산업 부분은 정부의 의도
적인 개발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2001년 커피 가
격 폭락으로 커피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자 세계시장에서 커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주도하에 공급량을 축소하기도 했다. 외국 기업
의 투자와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통해 커피 산업의 생산
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산업에
서 비나카페(Vinacafe) 등 국영 기업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기업들은 자체 개혁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선진화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다른 약점은
커피의 질이다. 낙후된 시설과 재배 환경 등으로 인해 품질이 뛰어난 로부스
타 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에 비해 전문성이나 기술이 부
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빠른 성장과 함께 세계 커피 시장에 중요한 생산국으로 등장한 베트남은
2000년대 들어 성장세는 멈추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
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로부스타 종과 아라비카 종의 생산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로부스타 종 재배 지역은 중부 산지 지역이고 갈수록 물 부
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라비카 종 재배가 가능한 북부 산지 지역은
미개척지가 많이 남아 있다. 친환경적 커피 재배에도 관심이 높은데, 그동안
커피 생산 지역에서 화학비료의 남용과 무분별한 관개 시설 및 토지 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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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문제가 악화되었다(Wall Street Journal 2013년 12월 31일자). 커피나
무에 그늘을 지게 하거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커피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피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커피 품질의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공정 무역을
베트남 농촌 지역이나 커피 생산 지역에 도입하여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커
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낮은 싸구려 커피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베트남 현지 커피 기업은 비나카페(Vinacafe), 쭝우웬(Trung
Nguyen), 투하(Thu Ha), 바오록(Bao Loc),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등인
데, 베트남 소비재 제조업체인 마산(Masan JSC)사는 베트남 국내 시장 점유
율이 가장 높은 비나카페(Vinacafe)를 인수하여 유통시스템 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베트남 국내 커피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를 커피에 담는 쭝우웬(Trung Nguyen)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쭝우웬이 부온마투옷에 개발한 커피투어리조트는 베트
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쭝우웬은 전국적으로 1만 5000
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계 커피 기업과 경쟁할 만한 우량 점포
는 100여 개 미만으로 파악된다. 쭝우웬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
는 직영 점포를 늘릴 계획이지만 자금 조달과 입지 선정에 애로가 많은 상황
이다.
커피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상업 및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
도시 도심지역의 경우 대규모 부지 혹은 건물이 부족해 대형 유통기업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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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설립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외 유통 기업간 상업부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대도시의 상업부지 및 상가 부족은 매장 임대
료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 하노이의 경우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200달러
를 넘는 상업지역도 나타나는 등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최근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로인프라 낙후, 운송
차량 부족, 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에 필수적인 냉장창고는 물론 일반적인 물
류창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다. 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한 시
스템 부족과 전문 물류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기업에게는 애로사항으로 인식
된다.

그림 11. 베트남 커피재배 면적
(단위: 천 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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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COFA.

9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베트남 커피 산업은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노동문제
와 환경문제, 소수민족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제
커피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베트남 커피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
고, 특히 소규모 재배 농가에게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이제 한
계에 다다른 베트남 커피밭과 함께 베트남 커피 산업이 처한 중요한 문제는
물 부족 현상이다. 베트남 중부 지역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특
히 건기가 되면 커피 재배에 필요한 다량의 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건기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곳에서는 커피 재배를 위해 주식인 쌀을
위한 물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커피 재배 지역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은 환경과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12. 최근 베트남 커피 생산량 추이
(단위: M 자루)

자료: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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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베트남 커피 산업의 약점은 종의 제약이다. 베트남은 로부스타 종
을 주로 생산하여 수출한다. 그러나 국제 커피 시장에서 로부스타 종 커피
수요는 한계가 있다.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VICOFA) 등 베트남의 커피 관
련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아라비카 종을 보급하고 스페셜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커피 나무 이식 프로그램에 따
라 최대 9,500만 그루의 고목을 교체할 계획을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총 커피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고품질의 고메이(gourmet) 커피를 만드
는 데 사용되는 아라비카 품종 원두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브라질에서는
가뭄이 발생해 작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로부스타 품종
의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는 고목의 증가와 가뭄으로 인해 향후 몇 해
동안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매년 수확량의 80~90%를
수출해 왔기 때문에 국내 원두 재배 농가들과 수출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베트남커피카카오협회는 국내에서 62만 2,000헥타르 규모의 재배 면적에
심어진 커피 나무 중 13.8%의 수령이 20년이 넘었고 22.5%는 수령이 15~20
년 사이라고 밝히면서 이들 모두가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묘목이
성장해 원두를 수확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리는데, 나무 교체 프로세스가
개시됐으며 완료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에서
수령이 20년 넘은 커피 나무는 연간 평균 1헥타르당 1톤의 원두를 생산하는
반면 젊은 나무의 경우에는 연간 평균 1헥타르당 2.5톤을 생산한다. 고목은
수확량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원두 품질도 더 낮기에 노후화된 커피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전에는 커피 재배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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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나무 교체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또는 외
국계커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커피 나무를 새로 심고 있다. 재배 면적 1헥타
르 규모의 커피 나무를 이식해 다시 키워내는 데 5,000~6,000달러 정도의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Vietnamplus 2014년 8월 14일자).
최근 베트남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법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시설원예와 커피‧후추재배를 중
심으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법이 확산되고 있다
(Nguyen 2009). 특히 2008~2009년 중국산 유해 농식품 파동을 겪으면서 중
국산 농산물이 베트남의 슈퍼마켓에서 사라졌고 베트남 국내에서 친환경농
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 지
속가능한 커피 재배, 공정무역 커피 시장의 확대 등 국제 커피 시장의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한 베트남 현지 기업의 진화와 정부 및 관련기관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커피를 통한 지속가능한 베트남식 발전 모델의 다양한 가능성
이 실험되고 있는 중이다.

IV. 베트남 현지 커피 기업의 성장과 진화
1. 베트남 토종 커피기업의 부상: 쭝우웬(Trung Nguyen)을 중심으로
2013년 베트남 커피 소비시장 및 카페 매장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제
품은 1996년 부온마투옷에서 시작된 커피기업, 쭝우웬(Trung Nguyen)의 G7
이며 그 뒤를 네스카페(Nescafe), 비나카페(Vinacafe), 록카페(Rock Cafe),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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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MacCoffee), 패셔나(Passiona), 하이랜드 커피(Highland coffee)가 따르고
있다. 당 레 우웬 부(Dang Le Nguyen Vu)가 이끄는 베트남 토종 커피 기업인
쭝우웬(Trung Nguyen)의 성장 과정은 베트남 커피 산업의 특성, 베트남식 기
업 경영 방식을 잘 보여준다. 쭝우웬(Trung Nguyen)은 1998년 호치민 시에
첫 번째 커피숍 매장을 연 이래로 1000여 개가 넘는 베트남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 중이다. 2003년 G7 인스턴트 커피를 시판하고 2006년 G7 마
트가 문을 열게 되면서 급증한 쭝우웬의 로고와 제품을 사용하는 현지 커피
숍까지 감안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쭝우웬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Binh &
Terry 2011; Lee 2012). 2001년부터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진
출을 시작한 쭝우웬 커피는 특히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 쭝우웬의 프리
미엄 커피가 제공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후 부온마투
옷에서 ‘커피보호(Coffee Santuary)’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2008년 싱가포르에
지사가 설립되면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어 세계 60여 개 국에 수출되고 쭝
우웬 커피는 베트남 1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13. 베트남 1위 쭝우웬 커피 매장 외부

그림 14. 내부에 제단을 설치하는 등 베트남 문
화를 담은 쭝우웬 카페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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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우웬 기업은 1999~2003년까지 ‘최고 품질의 베트남 상품’으로 4년 연속
선정되면서 초창기부터 베트남 현지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 회
장의 공격적 리더쉽 하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쭝우웬(Trung Nguyen)은 베
트남의 젊은 기업가 협회로부터 ‘베트남 땅의 노란 별(Yellow Star of the
Vietnamese land)’ ‘빨간 별 기업(Red Star Enterprise)’ 상을 연속해서 받기도
했다. 베트남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포
24(pho 24)’와 더불어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렌차이즈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쭝우웬(Trung Nguyen) 기업의 확장 전략은 베트남식 경제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Binh & Terry 2011; Terry & Binh 2009). 베트남 국민
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과 함께 다양한 제품 개발로 국내외에서 시
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6개 자회사를 가진 대기업으로 급성장하였다.6)
공식적인 자산으로 발표된 1억 달러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
인 재산을 보유한 부 회장은 자산의 대부분을 말(馬)을 사서 기르고 커피 여
행을 다니며 사업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쓴다고 알려져 있다.
부 회장이 “커피 수출로 베트남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40억 달러(약
4조 2,800억 원)에 불과한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연간 2000억달러(약 214
조 원)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 정부에 제안했다”고 최근 인
터뷰에서 밝힐 정도로 쭝우웬(Trung Nguyen) 커피는 성장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쭝우웬 기업 관계자

6) Trung Nguyen Corporation, JSC, Trung Nguyen Instant Coffee Company JSC, Trung Nguyen
Coffee LLC, G7 Commercial Services Company, Đặng Lê Tourism Company JSC, Trung
Nguyen Franchising Company JSC and G7 Ministop Joint Venture Company 등으로 사업을 확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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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쭝우웬 커피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베트남 중앙 정부부처와 부온
마투옷 지방 정부, 국영기업 관련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음을 인
정했다.
꽝남 성에서 태어난 당 레 우웬 부(Dang Le Nguyen Vu)는 닥락 주의 고원
지대에서 성장했다. 그의 부모는 1970년대에 베트남 정부가 주도한 신경제
지구로의 자발적 이주에 동참한 세대였고, 그는 닥락 주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강수량이 많은 이 지역은 매년 홍수가 났고,
1년에 3~4개월은 범람했다. 부 회장의 부모는 벽돌 제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그는 가족이 먹을 쌀을 재배하는 논에서 일하는 등 집안일도
도와야 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7 km 이상을 걸어서 통학했고, 고
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공부보다는 축구
에 재능을 보이고 자연을 좋아했지만 학업에 열중해 부온마투옷의 떠이우웬
(Tay Nguyen)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부모로부터 재정적
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그는 호치민 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숙부를 무작정 찾아가 사업을 시작해
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험가 정신이 넘쳤는데, 숙부는 우선 의과대를 졸
업할 것을 권했다. 호치민 시에서 부온마투옷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여행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2000년 당시 부온마투옷은 베트남 전체
커피 수출의 47%를 차지했고 베트남 국가 전체의 커피 플랜테이션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주요 커피 생산 지역이었다. 대학 재학 시절 부의 친구들은
그 가족들이 커피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 그는 커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닥락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 원두의 대부분

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이 가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커피 가공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6년 의과대 5학년생이었던 그는 친구 3명과 작은
커피 회사를 시작했다.
부온마투옷의 작은 목조 건물에 회사를 차린 그는 지역 중개상으로부터
좋은 커피 원두를 구해 로스팅한 후 지역의 커피 상점과 카페에 팔기 시작했
는데 성공적이었다. 6개월 후인 1997년에는 수십억 동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쭝우웬은 1998년에 호치민 시에 6개의 카페를 개
장했고 베트남 내에서 커피 붐을 일으켰다. 18개월 후에 150개 매장으로 확
대했고, 2002년에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400개로 확대했다(Trung Nguyen
Coffee News 2014). 2003년 부온마투옷에 본사를 두고 1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커피 원두 가공 산업으로 확장하여 30개의 다양
한 상표를 선보였다. Creative Inspirations, House Blends, Instant Coffee,
Espresso, Cappuccino 커피 등이다. 쭝우웬은 트레이드 마크를 외국에 수출
한 첫 번째 베트남 기업이기도 하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 체코에까지
확장했고, 미국, 독일, 동유럽, 프랑스, 러시아에까지 수출하였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카페 매장이 개점했다(Trung
Nguyen Coffee News 2014).
베트남 사람들은 카페 다 (Cafe Da: 아이스 커피), 카페 덴 (Cafe Den: 강한
블랙 에스프레소), 노우 농(뜨거운 에스프레소와 진한 연유)을 주로 마셨지만
부 회장은 새로운 쭝우웬 카페에서 다양한 입맛에 맞는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쭝우웬 커피 프랜차이즈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메뉴
를 개발하였고, 친환경 커피 생산을 장려하면서 세련된 디자인과 서비스, 민
족주의적 마케팅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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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고원지대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를 우선 수매하여
다양한 향취를 살리는 로스팅 기법을 적용하여 30여 가지가 넘는 라인업을
완성하였다. 필터 커피는 전설(Legendee), 정열(Passiona), 성공(success), 창
조(Creation), 아이디어(Idea), 발견(Discover), 사고(Thoughts) 등 감성적인 상
표명으로 제품화된다.

그림 15. 베트남의 왕실역사와 전통문화를 실내 장식으로 그림 16. 쭝우웬 레전드 Legendee
프리미엄 커피
활용한 쭝우웬 카페 내부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많은 사람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난한 대학생의 노력을 가상히 여
겼고 어떻게 커피를 볶고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소비
자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 했고 쭝우웬은 부온마
투옷의 지형과 기후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지닌 커피를 계속 선보였다. 베
트남의 스타벅스의 탄생은 소박했지만 부 회장은 최상급 원두를 사들였고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했다.

10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부 회장은 전형적인 베트남 스타일(typically Vietnamese)을 글로벌 문화보다
언제나 우선시한다. 커피 생산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
보하고 카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에 있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서 아
이디어를 얻고 글로벌한 커피 문화와 베트남적인 문화를 접목시킨 독특한
디자인, 서비스 스타일에 대해 항상 연구하는 기업 문화는 쭝우웬의 특별한
강점이 되고 있다.
쭝우웬의 성공은 적당한 장소에서(커피를 생산하는 지역) 적당한 상품을
(필터를 사용하는 향기로운 커피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 수준이 높고 여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베트남 국내의
부유한 중산층의 등장) 맞추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로스팅한 커피에 대한 높
은 수입관세 역시 현지 커피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했고 쭝우웬 커피를 비롯
한 현지 커피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 쭝우웬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는 인상을 주려 애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기관이 되기보다는 보다
기본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데 우선 투자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
다. 호치민 시에 비즈니스 클럽을 만든 것이 좋은 예인데 베트남식 상표를
구축하고 베트남 커피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워크샵에 지원하
는 방식으로 사업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
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업의
확장을 넘어 쭝우웬을 통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보다 창의적이고 스마트하
고 계속 발전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베트남은 너무 오랫
동안 전쟁과 영웅을 통해서만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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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장은 자신의 경영 비법을 다른 경제 분야로 확장하기를 원하지만 그
만의 특별한 개성과 브랜드 파워는 커피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쭝우웬은 지
역의 파트너에게도 국제 기준에 맞는 카페를 요구하는데, 위생에서부터 종
업원의 의상까지 모든 것은 국제적 스타일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인이
나 로고, 인테리어, 장식, 벽에 거는 그림, 음악 등 분위기를 만드는 모든 것
들은 세심하게 모니터링되고 개선된다.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크고 고급스
러운 카페 체인을 열기 시작했고 비즈니스와 휴식을 원하는 상류층을 목표
로 한다. 쭝우웬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
이다.

2. 다국적 커피 회사의 동향과 베트남 커피 산업의 변화
2010년 베트남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
세를 유지해온 현지 유통기업들과 선진 유통시스템과 자금력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월마트,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
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커피 업계의 세계시장 편입이 가속화되
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유지해온 우위와 특혜를 지속시키기
위해 베트남 유통업협회, 커피코코아협회 등 단체를 구성해 정부에 대한 영
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메이저 유통기업과의 합작 사업 또는 업무제휴
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유통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베트
남 커피업계는 하노이, 호치민 시 등 기존 대도시 중심의 매장 설립에서 벗
어나, 주요 지방 거점도시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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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도 구사하고 있다.
2012년 커피 매출액이 170억 2,000만 달러에 달해 부동의 세계 1위를 유
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커피 판매 기업인 스위스 네슬레는 자사에 공급할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커피 농가에 우수한 품종의 커피 묘목
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네슬레는 이러한
커피 재배농교육과 커피나무 재식목 사업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케
냐, 남수단으로 확대하는 등 커피 환경 보존 사업에 연간 7,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네슬레에 이어 세계 커피 매출액 2위를 차지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2012년 기준 커피 매출액 83억 2,000만 달러) 역시 지난 8년간
연평균 2,500만 달러를 지출했고, 매출액 3위 기업인 마스터 블렌더스 역
시 이익률이 줄더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역의 원두 수매 비중을
2015년까지 15~20%에서 25%로 높일 방침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
사를 둔 마스터 블렌더스는 커피 곰팡이균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온두라스
커피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비료와 금융 지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시
장 지배력이 큰 다국적 커피 판매기업들이 개발도상국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은 네슬레의 네스프레소와 몬델리즈의 타시모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싱
글서브 커피 생산을 위한 고급 커피 원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기도 하다.
특히 세계 2위의 커피업체인 미국의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생산량 확대
와 품질 개선을 위한 베트남 커피 재배 농가와의 협력과 제휴에 가장 적극적
이다. 미국 크래프트푸즈에서 분사한 스낵법인인 몬델리즈 인터네셔널은
2020년까지 최소 2억 달러를 투입해 약 100만 명의 농민들과 해당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인데, 2013년 ‘커피 메이드 해피’(Coffee Made Happy)로 명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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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베트남 커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약 1500명의 베트남 농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네슬
레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은 베트남 남부 비엔화공단을 포
함해 모두 6곳인데, 최근 네슬레는 베트남 농업지역개발부와 협력해 베트남
커피 생산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등 라
이벌 업체 몬델리즈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네슬레는 베트남 남부지
역 동나이 성 아마타 공단에 연산 3만 2,500톤 규모의 커피공장을 설립하고
첨단 가공기술을 채택해 베트남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 제품을 함께 생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다국적 커피 기업들이 고급 프리미엄 커피 확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복
지 시설을 확충하고 신종 묘목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개발도상국 커피 농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전략은 2013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악의 커피콩 질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30년 만의 대 재
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최근 국제 커피시장에서 커피 원두
의 평균가격은 하락했지만 커피 판매 업체들은 자사의 시스템에 맞는 고품
질 커피 원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 특히 전염성이 강해 ‘커피의 구
제역’으로 알려져 있는 커피녹병이 스타벅스와 그린마운틴 등 글로벌 업체
들이 주력 원두로 쓰는 아라비카 종의 20% 정도를 공급하는 온두라스와 과

7)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커피기구(ICO)는 최근 중미의 커피녹병이 1976년 이래 최악의 타격
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 커피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커피녹병 균에 감염돼 2012~13년 생
산량이 이전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고급 싱글서브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고급 원두 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 회사인 유로모
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2년 80억 3,000만 달러 규모에서 2015년에는 50%
정도 불어난 125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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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 지
역에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커피밭에서 일할 노동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고급 원두 확보는 커피 기업의 사
활이 걸린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2009년까지 외국계 기업은 베트남 커피 생산량의 약 15%를 점유해왔으나
2011년 이후 베트남 커피 생산지역인 떠이우엔(Tay Nguyen) 지역의 커피 원
료를 공격적으로 매점하여 전체 커피 생산량의 50~60%를 외국계 커피 기업
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의 베트남 법인인 네슬
레 베트남(Nestle Vietnam)은 2011년부터 베트남 동남이 지방에 있는 아마타
공단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3만 2,5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커
피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11년 필리
핀의 패스트푸드체인점인 졸리비 푸즈(Jollibee Foods)는 베트남 전국에 약
60개의 점포를 보유한 현지 커피 전문점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사
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비엔 타이(Viet Thai)사의 주식을 상한선인 49% 인
수하기도 하였다. 특히 호치민 시에서는 커피빈(The Coffee Bean & Tea
Leaf), 글로리아 빈즈 커피(Gloria Bean’s Coffee), 일리스(Illy’s) 등 외국계 카
페 브랜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스타벅스사는 베트남
에서의 브랜드 보호 등록 및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홍보회사인 에
델만(Edelman)과 협력하여 마케팅 네트워크를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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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시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 커피 산업의 대응
2014년 6월 말 베트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은 올 상반기에 모두
104만 톤의 커피를 수출해 21억 2,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잠
정 집계됐다(연합뉴스 2014년 6월 30일자). 이는 물량 기준으로 31.7%, 금액
기준으로는 24.7%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2,025달
러 선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전체 물량의 14.6%를 수입, 최대 수
입국이었고 다음으로 미국이 9.8%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이 밖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대한 수출 역시 큰 폭의 증가세
를 보이는 등 수출시장이 잇따라 개척되고 있다. 베트남의 커피 생산은 지난
1990년대 매년 20∼30%씩 늘어날 만큼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2000년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베트남의 커피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고용인구만 약 260만 명에 이를 만큼 주요 산업으
로 부상했다. 세계 최대의 로부스타 커피 원두 생산국인 베트남은 지난해 브
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커피를 수출했다.

표 5. 베트남의 주요 커피 수출국가
(단위: tonne)

수출국가

2012

수출국가

2013

미국

95,012

미국

111,599

독일

112,847

독일

102,879

이탈리아

45,380

스페인

70,559

스페인

36,552

벨기에

6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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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수출국가

2012

수출국가

2013

인도네시아

34,029

이탈리아

60,592

일본

33,021

에쿠아도르

28,071

알제리

20,703

일본

27,521

멕시코

18,074

러시아 연방

25,122

영국

17,893

알제리

23,705

스위스

17,060

프랑스

21,979

러시아 연방

16,996

영국

19,755

인도

19,620

남한

17,929

중국

17,056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합계

352,555

499,181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

263,433

152,890

총 계

711,000

763,670

자료: VICOFA와 MARD.

베트남 국내 커피 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업체 수도 많지 않다.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VICOFA)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가제를 도입하였
다. 과거 2년 연속, 연간 평균 수출량 5,000톤 이상의 실적을 가진 기업에게
만 커피 수출을 승인하는 제도인데, 전체 커피 수출기업의 1/3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등 베트남 국내 영세 커피가공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이다. 베트남커피코코아협회는 정부에 국내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책 수립을 요구하며,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이나 예멘의 모카커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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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 커피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 및 관련 기관은 Good Agriculture
Practice(GAP), UTZ, 열대우림(Rainforest), 4C 중 최소한 한 단체로부터 품질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베트남 커피의 품
질을 보증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
(FDI) 역시 외국인 투자법과 함께 품질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 고
급 커피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강조하는 쭝우웬 커피의 진화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시장 변화 추세와 거대 다국적 대기업의 전략과도 연결
된다. 쭝우웬 커피는 최근 ‘코피 루왁 (베트남어로는 cà phê chồn, civet
coffee라고도 함)’ 등 고급원두커피 생산에 적극적인데, 인도네시아와는 달
리 우리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시벳 고양이(free-ranged civet)’
를 통해 최고급 커피인 쭝우웬의 레전드(Trung Nguyen’s Legendee)를 생산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프랑스인이 베트남에 커피 필터가 프랑스에서
는 사라졌지만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될 정도로 카페 문화의 종주국인
터키와 이탈리아 못지않은 커피 문화의 유산이 뿌리 깊다는 점도 함께 홍보
된다. 쭝우웬의 부 회장은 세계 2위 커피 생산 국가인 베트남의 장점을 활용
해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
라며 베트남 커피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다. ‘중국의 모
든 사람들이 쭝우웬 커피를 사기 위해 1년에 1달러를 쓰게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차(茶) 중심의 문화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로 이동
하는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며, ‘미국 스타벅스가 아시아에 진
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쭝우웬이 미국으로 진출해 베트남 커피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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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다’며 베트남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적 수사를 구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쭝우웬 커피는 미국 기업 몇 곳을 대상으로 인수ㆍ합병(M&A)
을 검토 중이며, 부 회장은 베트남 토종 커피기업 쭝우웬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베트남의 삼성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국내외 인터뷰를 통해 공
개적으로 밝혀왔다.8) 시가를 물고 있는 부 회장의 초상화가 담긴 티셔츠가
카페나 커피 리조트에서 판매될 정도로 부 회장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는 쭝
우웬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강력한 구심점이 된다.

그림 17. 쭝우웬에 의해 최근 조성된 커피 리조트 전경

그림 18. 쭝우웬 커피리조트 기념품점
에서 판매되는 부 회장의 티
셔츠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8) 쭝우웬을 대표하는 부 회장은 가장 닮고 싶은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그룹을 꼽았는데 한국의
식품회사로 시작한 삼성그룹이 컴퓨터, 휴대 전화, 자동차 등을 만들어 전 세계를 제패했으
니 쭝우웬도 가능한 도전이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부 회장은 “해외 진출을 통해 2억 달러(약
2140억 원) 수준인 현 매출액을 3년 후 10억 달러(약 1조 7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강한 의욕을 피력했다(Trung Nguyen Coffee 기업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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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쭝우웬 커피는 부온마투옷 시내 외곽 지역에 커피나무, 커피박물관,
커피 관련 기념품점, 레스토랑과 숙박 시설이 집중된 복합 레저 단지를 건설
하는 등 부온마투옷을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의 커피 수도로 격상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부온마투옷 시 당국과 닥락 지방정부가 커피를 통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매년 3월에는 부온마투옷 커피축제를 개최하는
데 매년 새로 뽑히는 커피 여왕은 베트남 커피 대사로 베트남 커피 문화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닥락 지방 정부와 커피 관련
업체들은 부온마투옷 주변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이나 코끼리 캠프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커피 투어 리조트의 외식‧숙박 시설과 연계한 다
양한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베
트남 현지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닥락 성 및 부온마투옷
시 당국과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그림 19. 부온마투옷에 세워진 커피 투어 안
내 홍보판

그림 20. 소수민족여성이 안내원으로 일하는
커피 박물관

자료: 저자 촬영.

자료: 저자 촬영.

민간 주도의 발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커피 농가
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점은 고무적이다. 베트남 커피 산업은 이미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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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국제 커피 관련 기관과 협력
하여 품질 향상과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행정기구가 아닌, 커피
산업을 위한 협력 기관, 연구소 등의 설립을 통해 자발적인 기술 연구와 투
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하락했는데, 고급 품종인 아라비
카의 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아라비카를 주로 재배하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의 타격이 컸다.9) 세계 커피 생산 1위 국가인 브라질에
서는 주로 맛이 좋고 값이 더 나가는 아라비카 종을 주로 재배하는데, 아라비
카 커피 가격이 급등하면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의
가격도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아라비카 가격이 치솟으면서 로부스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수요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이다.
베트남 닥락 성 소재 커피회사 둑 우웬(Duc Nguyen)의 트란 둑 토 CEO는 이달
들어 베트남산 커피 가격이 크게 올라 농부들이 생산량의 일부만을 팔고 있다
고 말했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베트남 농부들은 커피
를 당장 내다팔기보다는 비축하며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로부스타 가격은 2014년 초부터 이미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베트남 판
매상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출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9) 2013년 아라비카 가격이 로부스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음에도 당분간 아라비카 원
두 공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2011년에 커피원두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브라질 농민들
은 경작 면적을 넓히고 향상된 농법을 채택하고 비료를 많이 뿌려 수확량을 늘렸고, 콜롬비
아 농민들은 기존 커피나무를 수확량이 좋은 수종으로 대체했다. 특히 2013년은 브라질 커
피나무가 해거리를 하는 홀수 해인데, 날씨가 좋아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영국 런던 소
재의 국제커피협회(ICA) 국제시장 전문가 인터뷰, 2014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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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들
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 무역을 말한다.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1985년 2월 런던에서 개최되어
영국과 많은 제3세계 국가의 조합들이 참가한 ‘무역과 기술회의’에서 마이
클 브라운(Michael Barrat Brown)이 처음 사용했고(Power of Fair-trading,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커피, 초콜릿 등 약 200여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공정무역 제품
중에서는 커피가 대표적이다.
표 6. 그린커피 주요 수출 시장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가

2010/11

2011/12

2012/13

미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에쿠아도르
일본
러시아
알제리
프랑스
영국
인도
한국
중국
기타
합계

92
70
43
76
65
13
19
12
15
12
15
9
18
14
114
587

95
113
37
25
45
26
33
17
21
14
18
16
15
15
221
711

112
103
71
64
61
28
28
25
24
22
20
20
18
17
151
764

변화량(%)
(2011/12~2012/13)

11.0
-9.0
92.0
156.0
36.0
8.0
-15.0
47.0
14.0
57.0
11.0
25.0
20.0
13.0
-32.0
7.5

자료: 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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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커피의 인증기관과 라벨들은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오가닉(Organic), 우츠카페굿인사이드(Utz Kapeh Good Inside), 버드프렌들
리쉐이드그로운(Bird-Friendly Shade-Grown) 등등인데 인증기관별로 목표와
기준이 다양하여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커피 재배 농가에 -크든 작든-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Fridel 2007; Goldstein 2011; Jaffee
2007; Nelson & Svanberg 1993; Robbins 2013). 미국 버몬트주 소재의 그린
마운틴커피로스터스는 뉴잉글랜드의 맥도날드 매장에 공동브랜드인 뉴먼스
오운 오가닉 (Newman’s Own Organic) 커피를 판매 중인데, 생두를 제인 구
달의 곰베 리저브로부터 공급받아 쓰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침팬지 보호
에도 일조하는 셈이다. 영국의 침팬지 연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이 커피 경작지를 유지하여 침팬지를 보호하고 커피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 탄생시킨 브랜드로
커피 산업의 흥미로운 진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커피 소비자들이 유
럽의 쇠고기 오염 사태 이후 원산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1,200명
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고 역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저개발국 국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는 공정무역제품의
중요성이 유럽을 시작으로 서구의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어 가는 상
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소규모 회사들도 현지 커피재배 농가와의 직거래를
늘려가고 있는데, 영국 런던의 전문 로스터회사인 카페 다이렉트 역시 “고품
질 원두는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의 커피재배 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해 지면서 고급 커피 생산에 필수적인 노동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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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트남 커피 농가는 더욱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에서는 최근 햇볕을 직접 받도록 하는 커피 단일 재배 방식보다는 나무 그늘
커피 묘목를 우선적으로 심는 등 환경 파괴를 줄이고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재배 방식이 선호되는 등 환경 보호와 경제‧사회‧문화적 지속가
능성을 고려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관심이 베트남 커피 재배 농민들 사이
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V. 결론 및 전망
‘마이크로마켓(시장세분화)’이 소품종 소량생산 추세로 이어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커피의 효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분위기, 지속가능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프리미엄 원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
세이다(Goldstein 2011; Robbins 2013). 스타벅스는 농경제학 지원책인 영세
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Small Farmer Sustainability Initiative)을 세워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들의 운영 자본, 기술 지원, 교육 이용 기회를 향상
시키는 전략을 마련했는데, 특히 커피 농장주들에게 자신들의 생두를 로스
팅하여 커핑해보면서 더 좋은 품질의 커피 생산을 위한 재배방식이나 가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기업
의 변화는 개인 바리스타와 독립 커피 전문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 이들 전문가 집단은 커피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환경 등 지리적 요소를
감안하고 원두의 ‘그랑크뤼(숙성정도)’까지 고려한다. 스페셜티 커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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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미국 서부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커피 애호가들의 높은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커피 재배 지역의 안전과 환경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
되고 있으며, 일회용 캡슐 커피 수요의 증가도 프리미엄 원두 시장의 가격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여름 커피 농장이 밀집한 브라질 남동부는 10년 만의 극심한 가뭄
에 시달려 커피 원두 생산이 18%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2014년 8월 28일자). 무지아나, 세라두 등 주요 커피 산지에는
2014년 1∼8월 과거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되는 비가 내려 곳곳에서
땅이 갈라지고 있지만 관개시설과 저수지가 부족해 주민들의 삶과 커피 농
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에 주력했던 커피 생산국의 자국 내 수요
가 급증한 것도 수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
터내셔널은 올해 브라질 커피 수요가 총 103만 톤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세
계 최대 커피 소비국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전까지는 미국, 영국, 이
탈리아 등 선진국의 커피 소비량이 급증했지만 이제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
비아 등 커피 생산국이 커피 소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21일
세계 커피 공급 부족 현상이 201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커피
원두 가격 급등은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 커피업체 스타벅
스와 J.M. 스머커는 커피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의 스타벅스와 커피빈,
동서식품도 커피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다. 베트남 국내 소비자들의 임금 수
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베트남의 커피 판매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으로 늘
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커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한국 커피 소비자들의
비용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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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현재 커피의 원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커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으로 작황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자 브라질발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Vietnamplus 2014년 9월). 블룸버그는 브라질 커피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브라질 커피 생산이 2013년보다 18% 적은 4,010만 자루(1자루
는 60kg)에 그칠 전망이라고 보도하며, 내년 생산량은 4,000만 자루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브라질 커피 생산량도 2012년보다 3.1% 줄어들어
3년째 생산이 감소세인데,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 브라질의 생산량이 3년 연
속 줄어든 것은 1965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인 비상상황이다. 블룸버그는
2014년 말까지 원두 값이 20%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커피 원두
값이 빠르게 치솟자 브라질이 주산지인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올해
77% 상승했다.(같은 기간 다른 원자재 가격이 불과 5.7% 오른 것과 큰 차이
가 난다.) 커피의 원두가격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2012년 6월 7일 베트남 정
부에 의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커피 농가로부터 직접 커피원두를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Ipos 2013) 세계 2의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2012년 회계연도 기준 커피 130만 톤을 생산해 1990년 회계연도
대비 14배 증가했으며 매출도 27억 달러(약 2조 7,400억 원)로 1990년 대비
29배 증가하였다. 2014년 4월 커피코코아협회(VICOFA)에서 거래된 베트남
커피는 150만 톤이나 되었고, 2014년 회계연도에 30억 달러(약 3조 500억
원)로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VICOFA 2014). 현재 베트남
산 커피는 해외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베트남 커피
생산량 증대로 세계 1위 커피 수출국 브라질을 위협하고 있다. 베트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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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VOV)은 베트남이 2014년 7월까지 112만 톤의 커피 원두를 수출해 23
억 1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 무려 26.90%, 금액 기준으로는 21.9%나 증가한 것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독일과 미국, 벨기에 등 주요 커피 원두 수입국들
이 커피 원두 수입물량을 2배나 확대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
로 분석했다. 특히 관련업계가 전체 생산물량의 약 95%를 수출한다는 방침
이어서 수출이 한층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농업농촌개발부는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4년 현재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수
출국인 베트남이 세계 커피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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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세안은 2015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아세
안공동체(ASEAN Community)의 출범을 준비 중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
역협력(regional cooperation)과 지역주의(regionalism)를 주도했던 아세안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부문에서의 통합(integration)을 모색한 데 이어 공
동체 건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세안공동체 건설은 아세안의 본질적 변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느슨한 연합(association)의

1)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국제정치연구, 제17집 2호(2014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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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체에서 보다 강화된 지역정체성과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한 공동
체(Community)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한 역내 안정적 정치안보질서의 유지는 아세안
창설 당시 회원국들이 당면했던 최우선 과제였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이
후 역내 안정적 정치안보 환경 구축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간 전쟁이나 심각한 군사충돌의 부재는 창설 초기의
냉전 상황에서 회원국간 갈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불안정한 역내 정
치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성취이다. 회원국의 점진적 확대는 동남
아시아에서 아세안의 정체성의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아세안의 상
대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정치안보적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냉전시기 국내외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은 사라졌고 세계적 차
원에서 진행된 경제적 지구화가 심화되었다. 경제 지역 블록화 추세와 해외
직접투자 유치 경쟁의 심화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경제적 중요성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협력의 축은 정치안보
에서 경제문제로 이동하였다.
아세안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구상과 설립은 역내 정
치안보 문제에 대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로 여전
히 정치안보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경제중심주의는
보다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비전통
적 안보이슈 즉, 자연재해, 테러리즘, 민주주의, 해양안보, 초국경적 환경-보
건 문제 등이 1990년대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수준뿐만 아니
라 지역적 수준에서 외부 강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아세안의
전통 또한 최근 역내 강대국간 경쟁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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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주도의 지역 안보질서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쟁적 또는 갈등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역내 정치안보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중
립성 훼손 우려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토분
쟁을 둘러싼 아세안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간 갈등도 아세안의 당면
과제이다. 개별 국가, 아세안 지역, 비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안보
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있어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이하 APSC)는
경제와 사회문화 공동체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이들 축을 아우르는
아세안공동체의 충분조건인 셈이다.
이 글에서는 APSC가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향한 2015년 목표 연도가 다가
옴에 따라 주요 이슈를 살피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질문은 다음
과 같다. APSC는 기존의 정치안보분야 협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세안이
이루고자 하는 APSC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APSC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아세안정치안보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SC를 논하기에 앞서 주요 안보 개념
과 다양한 안보형태를 살핌으로써 APSC 논의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
할 것이다. 둘째, 아세안의 발전에 있어 주요 공식 문서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안보 정치 분야의 협력과 아세안 협력 원칙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과거의 아세안 안보협력방안과 성과들이 APSC의 중요한 기반이자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셋째, 아세안이 제시한 APSC의
목표를 아세안의 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APSC의 구체적 내용
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넷째, APSC의 현황을 주요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자 한다. 끝으로 APSC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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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보공동체의 이론적 개념과 아세안
국제관계 이론적 전통과 시각에 따라 안보 상황과 협력에 대한 다양한 개
념이 제기된다. 동남아시아의 지역통합 및 협력에 대한 연구는 ASEAN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정치의 이론적 논쟁을 반영해왔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군사 및 안보 분야에 있어 현실주의 이론이 타당한 설명을 제
공해왔으며, 제도적 협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이론에 근거한 접근은 현실주
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
와 더불어 최근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근거한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특징인 행위 주체로의 국가 설정, 무정부 상태의 국제
질서, 국가이익추구 등에 대한 강조는 1980년대 말까지 동남아시아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왔다. 1, 2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미국의 개입 및 안보
위협에 따른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세력 균
형이론을 통해 설명했으며, 또한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설명에도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Huxly 1996).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 레짐
및 국제기구를 통한 거래 비용의 감소 및 효율 증대가 궁극적으로 평화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부문의 협력 특히 AFTA의
창설과 발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2) 구성주의의 대두로 이들 이론적 접
근은 문제해결(problem-solving)이론이라는 공통의 범주로 간주되기도 한다
(Cox 1996).

2) Sheldon W. Simon (1995)은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의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 후자의 유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 126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육(APSC) 이슈와 전망

1980년대 말 본격적으로 대두된 구성주의 이론은 정체성, 문화, 이데올로
기, 사회화 등을 강조하며, 국제체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규범(norm)을 강조하고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접근법을 채택하
는 구성주의는 지역통합에 있어 소위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기초한
규범 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구성주의적 시각은 아세안
창립 이전의 역사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사회 규범적 요인을 강조하는 바,
폭넓은 시대별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발전에 주목한다. 광범위한 변수로 인
해 안보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론적 분석력을 결여하여 이론이기보다 하나의
시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지역통합이론 측면에서는 유렵 지역협력의 경험과 함께 부침을 거듭한 고
전적 지역주의 이론들(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정부간주의 등)에 기댄 비교연
구가 아세안 연구의 한 축을 이루어왔다. 신기능주의적 관점의 연구는 아세
안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Mattli 1999). 지역주의 이
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제기된 신지역주의 이론 (New Regionalism)은 지역
화와 지구화 간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유럽통합 모델을 한 ‘사례’로 국
한시켰다(Hettne 1999). 최근 몇몇 연구는 이러한 신지역주의 시각을 공유하
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세안의 특수성이 강조되며 이에 역사, 문화적
요인이 강조된다(Acharya 2000, 2001; Tarling 2006). 아세안공동체 목표 설
정 이후 경제부문의 통합이 강조되는바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재부상하고 있
다. 이들 접근들이 갖는 이론적 설명력이 특정 요인에 의존하는바 역내 정치
안보협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아세안공동체의 핵
심적 기반을 제공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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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안보 개념과 안보협력의 다
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힘(power)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전통에서는
국가간 협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일방적 억지 또
는 방어가 가능하다. 국가간 협력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실상은 전략
적 차원의 일시적 협상이나 세력균형을 위한 동맹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
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안보협력의 형태로 ‘집단방
위’(collective defence)를 들 수 있다. 이는 공동의 외부 위협 또는 적을 가정
하고 있다. 배타적 회원 구조를 가지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
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상보적 군사행동과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앞서 언급
한 안보 공동체의 조건과 특징이 존재할 수도 있다. 냉전시기 공산주의 위협
을 공동의 위협으로 가정한 서구 국가들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예로 들 수 있다(Hoadley 2006, pp. 22-24).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집단적
보복에 참여할 것에 사전 합의하나 특정 위협이나 적을 사전에 가정하지 않
으며 물리적 보복력을 바탕으로 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유엔의 안전
보장이사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된 공동방
위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개념은 공동의 이해관
계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집단적 정체성을 요구한다. 신뢰구축조치들
(CSBMs)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안보협력의 형태는 이미 상당수준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하
는 반면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은 제도화 이행 이전 단계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각 국가들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정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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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Hoadley 2006, pp. 22-24).
협력적 안보와 상보적 개념으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안보요인과 이를 연결하는
중간단계 수준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안보위협 요인들 또한 전통
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서 야기될 수 있는 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Hoadley 2006, pp. 22-24).

그림 1. 국제관계이론적 전통과 안보 개념 및 안보협력 형태의 다양성

현실주의적 전통
일국차원의 억지와 방어
세력균형, 동맹, 집단방어: 냉전시대의 서구진영
집단안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조치(CSBMs):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캐나다와 호주 제안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일본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제안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간안보위원회
자유주의적 전통

자료: Hoadley(2006), p. 24.

이상의 안보 개념들이 이론적 관점과 이해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를 주요행위자로 보고 국가 이익과 안위를 안보의 핵심 대상으로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1990년대에 제기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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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안보협의체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안보의 대상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아닌 공동체와 개인으로 설정하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서부터 궁극적으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은 인권논의
와 궤를 같이하며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의 모든 요인을 안보영역에 포
함시켜 안보논의의 확대와 심화에 기여했다(Hoadley 2006, pp. 22-24).
안보공동체 개념은 이상의 다양한 안보 개념과 안보협력 형태와 관련 포괄
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안보공동체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 안보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도이치(Deutsch)가 제기한 안
보공동체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 도이치는 안보공동체가 ‘장기간에 걸친
합리적 확실성과 더불어 회원국간 평화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공식, 비공
식 제도 또는 이행을 수반하는 통합이 달성되는 그룹’으로 정의한다. 도이치
의 안보 공동체 개념은 나아가 그 형태에 따라 참여행위자간 공식적 정치통
합을 포함하는 통합적(amalgamated community)와 참여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는 다원적(pluralistic community)로 구분된다(Acharya 2001, p. 16).
안보공동체를 구성하는 전쟁의 부재와 규범의 역할과 관련 자주 안보레짐
의 개념과 비교된다. 안보레짐(security regime)은 주요 원칙, 규칙, 규범들이
상보성(reciprocal)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행위가 규제된다. 경쟁적 무기 도입
과 계획이 지속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은 정치 경제적 손익계산에 따
른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평화에 대한 신념과 이익이 절대
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모호하다. 이에 반해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
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며 규범에 의해 행위가 규제된다. 단
기적으로 경쟁적 군비경쟁이 없으며 장기적 평화유지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
며 무력의 불사용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공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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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전쟁의 부재와 규범의 역할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상대 또는 위
협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느냐는 두 개념간의 매우 중요
한 차이점이다. 즉 상대를 ‘우리’로 인식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할
때 상대에 대한 경쟁적 인식에 따른 경쟁적 무기 도입에서 비롯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분야의 협력이 기타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
는 이른바 흘러넘침(spill over)효과와 이를 위한 초국가적 제도의 설립을 요
구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이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안보협력의 전제조건
으로 가정하는 설명들은 안보공동체의 포괄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안보
협력의 특정 상태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명명하는 것은 다양한
협력 단계가 발전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 협력의 역동성
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애들러(Adler)와 바네트(Barnett)
가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발전적 단계로 인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에
따르면 안보공동체는 발생기(nascent phase), 상승기(ascendant phase), 성숙기
(mature phase)를 거쳐 발전, 형성된다. 발생기는 위협에 대한 인식, 기대 이
익에 대한 예측, 기타 선행 기구의 사례 탐구 등 시험적 시도를 진행하는 시
기이다. 상승기는 보다 강력한 군사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평화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촉진시킨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제도
화, 초국가적 권위의 등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3) 아차라야는 이를 계
승해 안보공동체 발전 단계론에 입각해 아세안을 ‘발생기 안보공동체’로 개

3) Em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1996), pp. 63-98, 재인용: Acharya(200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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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한다(Acharya 2001).
아세안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아세안 부침에 따라 시차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창설 이후 줄곧 공존해왔다. 엇갈린 평가의 공존은 이론적 차
원에서 크게 현실주의적(또는 이성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 간 시각
차이로 이해된다. 전자의 경우 아세안 규범을 ‘문제’로 전제하고 후자는 일방
적 ‘순기능’으로 파악하는바 아세안 규범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결국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문제로 환원된다.
안보공동체에 단계적 발전 개념을 도입해도 여전히 특정 상태에 대한 평
가는 인식론적 문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무기 구입이 특정 국가
또는 위협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외부 적을 직접적으로 가상하지 않더라도 교체 주기에 따른 현대화
(modernization)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의도되지 않은 우발적 물
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안보공동체의 부재 또는 한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지 우발적 사건으로 오히려 평상시의 평화적 상태를 반증하는 사
례로 보아야 할지는 여전히 시각과 인식론의 문제로 남아 있다.
최근 아세안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일탈적 행위의 존재에 대한 인식론
적 차이를 반영한다(Emmerson 2005).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한 연구(Khoo
2004; Allan Colins 2007; Lee 2007)는 회원국간 무력충돌의 존재, 군비경쟁
등의 사례를 들어 구성주의자가 주장하는 아세안 규범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일련의 일탈행위의 부각은 기타 시기의 규범
준수를 반증하는 것이라 반박하며 규범일탈 사례들이 심각한 도전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규범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반박한다. 이러한 논
의는 양측의 논리력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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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객관화 시도와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들간
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의 안보협력 노력과 정확
하게 일치하는 특정 안보, 안보협력 개념과 이론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이유로 아세안의 정치안보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행상황을 평가
하는 것은 아세안의 배경과 발전과정에서 축전된 규범의 고찰을 필요로 한
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아세안의 주요 공식문헌들을 토대로 아세안의
안보협력 과정을 살피고 이에 나타난 안보와 안보협력의 형태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아세안 발전과 정치안보 협력
APSC의 목표는 기존 정치-안보협력 노력과 결과물들을 총괄하고 이를 계
승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정치안보 협력을 견인하고 결과로 승계되
는 합의문, 선언문과 같은 주요 공식 문서를 통해 APSC의 등장 배경을 살피
고자 한다. 아세안의 창설을 이끈 방콕선언(1967)은 아세안 창설 당시의 배
경과 목표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문서이다. 아세안의 창설 배경과 관련 냉전
기의 정치안보적 이유로 아세안이 창설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
나 방콕선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역 내 국민들의 복지를 위
한 회원국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바탕 위에 설립되었다” 아울러 “동남아
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우호와 협력으로 함께 하며 국민
과 후대를 위한 평화, 자유, 번영의 축복을 구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지를 대

13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표한다.” “경제적 성장, 사회와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윤택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ASEAN
1967).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달성은 역내 국가 간 정의(justice)와 법치(rule
of law)를 존중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준수할 때 달성될 것으로 보았다
(ASEAN 1967).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과 행정 분야의 공동이해를 강
조했으나 정치안보 분야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안보 분야가 갖는 중
요성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의 목표가 정치안보 분
야의 협력을 통한 개별국가와 지역의 안정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정치안
보 분야의 민감성, 잠재적 갈등요인을 고려하고 단기적 해결 방안 도출의 비
현실성을 반영할 때 오히려 정치안보 부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
이 냉전체제하에서 역내 지역기구의 성공적 출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아세안의 특성은 안보협력의 형태와 관련 냉전시대 집단방위체제
를 구축했던 유럽의 상황과 대비된다. 사실상 공동의 위협을 전제로 했음에
도 협력의 형태는 군사동맹을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 자유, 번영의 공동체
를 목표로 제시했음은 당시 냉전적 상황에서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아세안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1971년 말레이시아가 주도한 평화, 자유, 중립 지역선언(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은 역외 강대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와 아
세안 협력 분야의 확대를 표명하였다. 국가차원의 중립성 확보를 지역적 차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
이 제시되었다. 역내 국가들간 우호협력조약의 체결, 유엔 결의안을 통한 동
남아시아지역을 평화, 자유, 중립지역으로 인정받는 것, 비핵화 그리고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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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Abad 2000, p. 2).
ZOPFAN은 베트남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이 인식하는 안보
적 위협 수준이 증가한 결과이다. 아울러 방콕선언에서 행간에 숨었던 정치
안보 분야로의 협력 의도가 공식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통일,
데탕트 등 국외정세의 변화 속에 안정적 정치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해 아세안
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치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안보협력형태와 관련 ZOPFAN도 구체적 안보그룹으로의 정체성을 부여
하지는 못했다.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그 대상이 여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공동의 대응에 있어서도 이견을 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OPFAN은 안정적 안보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중립성확보
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인한 데 이어 공동의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에서 안보협력의 구체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표 1. 아세안 주요 문서상의 안보 개념과 협력형태

협정/문서
The ASEAN Declaration 1967

정치안보 관련 주요 언급

“안정과 어떠한 형태의 외부간섭으로부터의 안보”

ZOFPAN 1971

“국가간 동등한 권리와 자결권 그리고 국내 문제애 대한
내정 불간섭”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1976

“관점의 조화, 입장의 조정과 공동행동 조치를 촉진함으
로써 정치적 연대를 강화”
“자결권,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원칙”
“상호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비아세안 기반의 협력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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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협정/문서

정치안보 관련 주요 언급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1976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불간섭, 갈등의 평화적 해결, 위협 또는 군사력의
사용 포기”

SEANWFZ 1995

“핵무기자유지대 내 국가들의 안보 강화와 전체로서의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

ASEAN VISION 2020

“모든 국가가 평화롭고 갈등원이 제거된 평화롭고 안정
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정의와 법치에 대한 존중, 국가와 지
역의 자결권 강화를 통해 가능”
“영토 및 기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모색”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아세안안보공동체: “유엔헌장과 국제법상의 원칙, 아세
안의 내정불간섭, 만장일치의사결정제도, 국가와 지역의 주
체성, 국가주권의 존중, 위협과 군사력사용의 포기, 차이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 모색”
“규범설정, 갈등예방, 갈등해결, 갈등 후 평화구축 등 다
양한 방법 혁신적 방안 모색”

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Action (2004)

군사동맹 또는 공동외교정책이 아닌 아세안 비전 2020
에 따른 포괄적 정치안보 협력의 원칙 수용

ASEAN Charter

아세안의 목적: “평화, 안보를 유지, 강화하고 평화지향
적 가치를 촉진”
“포괄적 안보원칙에 따라 모든 형태의 위협과 초국경적
범죄와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자료: 각 아세안 공식 문서(저자 발췌).

아세안의 첫 정상회의는 베트남통일 이후인 1976년 2월에 인도네시아 발
리에서 개최되었다. 창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
최된 것은 베트남전쟁 전개양상에 따른 역내 정치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발리정상회의의 결과로 우호협력조약(TAC)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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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 모든 회원국이 자력을 통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써
지역 발전과 단결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독립, 주권, 평등, 영토와
국가정체성의 상호 존중,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내정불간섭, 평
화적 갈등의 해결, 위협과 무력사용의 포기, 효과적 협력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다. 아세안은 이후 정치, 안보 갈등의 접근에 있어 TAC를 중요한 준
거로 삼아왔다. 갈등 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루지 못한 분쟁을 위
한 고등위원회(High Council)제도를 명시하였다. 고등위원회 소집을 위해서
는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의 강제력
을 결여하고 있다. 안보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경
제, 문화 부문의 협력도 동시에 강조했다(ASEAN 1976b).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의 제도화 관점에서 볼 때 우호협력조약은 이전의 합의
또는 선언의 형태에 머물렀던 안보협력의 수준을 ‘조약’단계로 격상시킴으
로써 제도화의 수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호협력조약으로 구체
화된 규범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고등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제도화 시도와 맞물리며 아세안의 안보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
다. 아울러 TAC의 조인국가를 후에 비아세안국가로 확대하도록 수정함에
따라 규범의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의 상호작용도 규제하는
데 기여했다.
1995년 비준된 비핵지대조약(Treat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에서는 비핵지화와 더불어 역내국가의 안보강화와 더불어 국제평화와
안보증진을 목표로 제시했다(ASEAN 1995). 안보 협력의 발전에 있어 특정
국가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비핵지대조약 조인
은 구체적 안보사안에 대한 회원국 공동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고 그룹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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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김으로써 구체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세안비전2020(ASEAN Vision 2020)에서는 각 국가수준의 평화와 안정
을 확보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의 존중과 법치, 그리고 국가 및
지역의 자주성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토 및 기타 분쟁이 평화적 방법
으로 해결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ASEAN 1997). 안보협력에 있어 공동
안보 또는 안보공동체로의 발전은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가 그 핵심이다. 상
호 신뢰 확보는 궁극적으로 경쟁적 군비경쟁과 무력사용 가능성을 현격하게
저하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비전2020의 채택은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아세안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이후 아세안 공동체는 아세안비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한 차원 높은 협력 즉 공동체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
인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아세안주요 문헌에서 나타난 정치안보 협력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정치안보협력은 대내외적 안보위협에 대
한 ‘대응적’ 성격을 띤다. 설립 당시와 초기 발전에 있어 회원국의 국내 공산
주의 운동과 역내의 베트남 상황, 그리고 세계수준에서의 냉전체제는 아세
안의 안보협력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둘째, 아세안은 군사동맹의 형태
를 띠지도 지향하지도 않았다. 대신 각 국가 차원의 자주적 능력 배양과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될 것을 의도했다. 태국을 제외한 회
원국들은 오랜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족-국가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 있던 아세안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입장에서 군사동맹체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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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국가 주권 및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아세안의 정치-안보 협력은 아세안중심주의 표방에도 불구하
고 구조적으로 역외 국가들의 인식과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호협
력조약과 비핵지화 조약에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역외국 특히 강대국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
이된다. 마지막으로 안보의 개념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초기 협력분야에서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안보의 개념 또한 국가의 안정, 평화에 대한 언급에 그쳤으나
TAC에서는 구체적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Ⅳ.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의 비전
냉전시기의 아세안 국가들은 신생국가로서 독립적 주권의 확보와 이를 위
한 국제사회에서의 중립적 위치확보를 통한 안보 확보가 중요한 국가 목표
였다. 아세안의 안보협력 또한 내정불간섭 원칙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및 지
역의 중립화를 추구하며 집단방위 등과 같은 구체적 군사동맹을 배제하고
상호 신뢰 확신을 우선시하였다. 냉전 기간의 아세안의 역할은 정치안보 갈
등의 심화를 막고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
다. 아울러 비록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냉전 이후 역내
정치안보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동남아시아 정치안보분야에 있어 전통적 안보의 위

13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협 즉 회원국간 또는 역외 국가와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은
현격히 감소하여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반면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 요인들 즉, 경제위기, 환경문제, 보건, 테러리즘의 위협 등의 문제가 주
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동남아시아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었다. 비전통적 안보 요인의 부상은 안보협력에
있어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에 기반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
가시켰다. 아세안은 냉전의 종식 이후 역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시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지속적인 아세안의 단결
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안보포럼(ARF)을 설립했다. 이는 아세안의 국제사
회의 안보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안보 논의 폭을 확대시켰다. 특히 안보협력
형태와 관련 아세안은 아세안지역포럼을 통해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극적으
로 수용했다. 아세안안보포럼은 안보 위협을 단지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됨을 인식하였다(Hoadley
2006, p. 18). 특히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것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또
한 단지 경제적 위기가 아닌 정치 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아세안지역포럼을 통한 포괄적 안보 개념의 수용은 아세안의 자체 안보협
력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포괄적 안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합의하에 그에
부합하는 절차적, 제도적 사안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형태를 띤다. 9‧11사건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러
사건의 발생은 아세안 및 역내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
다. 2000년 초 중반에 발생한 조류독감, 사스(SARS) 등 전염성 질병은 초국
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었다. 인
도네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무(haze)현상으로 인한 말레이시아,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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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등 주변 국가에 대한 피해는 관련 당사국만의 사안이 아닌 아세안 차원의
공동 논의와 대응을 유발했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의 확산과 아세안의 광의
의 지역기구를 통한 역할확대를 통해 안보 논의 범위와 협력의 영역이 확대
되었으나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아세안의 근본적 정치안보적 지향과
는 상충적인 성격을 띠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정치안보협력의 확대가 비
록 그것이 비전통적 안보분야일지라도 외부의 내정간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예를 들어 말라카(Malacca) 해협의 해적 출몰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원조제의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지역의 중립성 훼
손과 내정간섭 가능성을 우려하여 거부하였다. 연무현상에 대한 효과적 대
응을 위한 합의(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에도 불
구하고 주요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내정간섭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의 비준
을 연기해왔다.
2003년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세 축으로 하는 아세안공
동체 창설에 합의했다. 아세안 공동체의 설립은 경제적으로 보다 통합된 단
일체를 건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리협력선언II(Bali Concord
II)는 안보공동체와 관련 “안보강화와 방안 모색 특히 규범 설정, 갈등예방,
갈등해결 방안, 평화재건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방안의 모색”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내정불간섭,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국가와 지역의 자주, 국가주권
의 존중,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었다. 5개의 주요 안보협력 분야로서
새로운 규범의 형성, 해양안보 유지, 대량살상무기 금지,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에의 대응, 방위협력 강화가 선정되었다(ASEAN 2003a).
아세안공동체건설에 있어 안보 공동체 논의를 주도한 것은 2003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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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역내 리더십의
회복을 의도했다. 안보공동체 이니셔티브는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
센터(CSIS)가 주도한 이른바 데플루(Deplu) 제안서인 “아세안안보공동체를
향해”(Towards an ASEAN Security community)로 구체화 되고 이후 실제 아
세안정치안보공동체 논의 틀을 구성하게 된다. 개념적으로 도이치의 안보
공동체를 수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평화적 변화에 대한 기대’ 또는 ‘문제해
결을 위한 물리력의 사용 배제’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었다(Roberts 2012,
p. 3).
아세안안보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현실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되 방위조약,
군사동맹 또는 공동외교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ASEAN
2003a). 해양문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되고 포괄적 방법으로
접근할 것에 합의했다. 기존 주요 협정과 협약을 계승하고 이들이 신뢰구축
과 예방외교,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공동체
는 비단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아세안지
역포럼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세안이 기본적인 추진력(driving force)으로 작
동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경적 범죄에 대
한 공동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세안안보공
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규범의
형성, 갈등 예방, 갈등 해결 방안, 갈등 후 평화 구축 등에 힘쓸 것을 밝혔다
(ASEAN 2003a).
2004년 아세안안보공동체행동계획(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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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에서는 포괄적 안보 원칙에 입각해 ‘아세안비전2020’에 따라서 정치
안보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ASEAN, 2004). 아세안공동체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주력하
게 된다. 대표적 성과로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을 꼽을 수 있다. 2008
년 12월 발효된 헌장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지역이 직면한 다
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처, 아세안에 대한 인식확산, 발전격차의
해소, 국제사회에서의 아세안의 위상과 역할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아세안
헌장은 이전 아세안 공식문서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세안 헌장의 서문은 “우리, 민중은”(We, the peoples of)으로 시작
된다. 이는 기존 국가‧정부 중심적 아세안의 활동의 중심의 전환 또는 변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보살피고 나
누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1조의 아세안의 목적과 관련해서 역내 평화, 안
보, 안정을 유지 및 강화하고 평화 지향적 가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ASEAN 2007).
민중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의 개념이 ‘인간안
보’(human security)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4) 인간 개
인과 공동체 모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안보는 두려움, 공포, 위협으
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제체제, 국가 내 소수민족

4)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정리, 제기하면서부터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안보와 달리 인간안보는 주권영
토를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체 또는 개인의 안보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
인간안보의 범주로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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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동체, 궁극적으로 개인으로 설정한다(Dunne and Wheeler 2011 p.
13). 소극적 의미의 생존이 아닌 적극적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로써
확장될 수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아세안안보공동체 논의상의 공식문헌에
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인간안보의 주요 영역들인 비전통적안보의 개념
과 이의 포괄성을 상정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인간안보 개
념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인권, 민주주의, 법치, 선정(good governance) 등
의 주요 요인들이 언급되었으며 아세안 공동체를 계기로 한 민중 중심적 접
근이 강조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복합적 접근과 개선을 주문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의미가 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실
현하기 위한 청사진(blueprint)를 발표하였다. APSC 청사진에 따르면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아세안헌장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들을 계승하는 한편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 “포괄적 안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단결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지역,”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지역”의 건설
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정치안보공동체 주요 구성 요인은 그 개념상 상호의
존적이며 그 추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ASEAN
2009). APSC의 세부 이행 과제들은 이들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추진하도
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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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PSC청사진이 제시한 정치안보 공동체의 특징별 세부 협력 목표
특징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

정치발전
협력

세부 목표
- 회원국의 정치체제, 문화, 역사의 이해와 존중 촉진
- 회원국간 상호지지와 지원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 법치와 법제도 강화전략의 개발을 위한 상호간 지지와 지원 프로그램
의 도입
- 굿 거버넌스의 촉진
- 인권의 촉진과 보호
- 정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관련 사업의 참여 증대
- 부정부패의 예방과 근절
- 민주주의 원칙 증진

규범형성과
공유
-

아세안헌장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 조정
TAC에 따른 협력 강화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동강령선언(DOC)의 완전이행
SEAMWFZ과 행동계획의 완전 이행
해양협력의 촉진

갈등예방과 신뢰구축 방안

포괄적 안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단결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지역

신뢰구축방안 강화
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이해와 투명성 촉진
APSC 지원을 위한 ARF프로세스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협력에 대한 국제법원칙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토 주권과 회원국의 단결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 강화
- 아세안 방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 발달 촉진
갈등해소와 -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기존 방식의 강화와 추가적 메커니즘 고려
- 평화, 갈등 관리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강화
갈등의
평화적 해결 -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한 지역 협력 촉진
-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강화
갈등 후
- 갈등 후 인적자원개발과 능력개발프로그램의 수행
평화구축
- 재건활동 협력 증가와 평화중심 가치 강화
- 비전통적 안보이슈 대응 협력 강화 특히 초국가적 범죄와 초국경적 사
비전통적
안들에 중점
안보이슈
- 대테러리즘 아세안협약의 이행을 통한 대테러리즘 노력 강화
재난관리 응급대응
아세안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또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있어 아세안중심주의 강화
역외국가와의 관계 강화 촉진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지역 공동관심인 다자적 이슈에 대한 협의와 협력강화

자료: ASEA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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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C는 기존 아세안의 안보협력의 성과와 주요 원칙을 계승하는 한편 다
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C’ommunity의 설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한 제도화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공식적 ‘c’ommunity와 차별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헌장, 공동체 건설을 위한 청사진 등의 채택과 도입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도 해당되지만 특히 기존 안보협력과 차별되는 정치안보협력의 제
도화를 의미한다.
둘째, 안보협력의 개념에 있어 ‘포괄적 안보’의 원칙을 수용했다. 기존 안
보협력에서는 다양한 안보 개념의 특정적 요인을 내포하더라도 개념적 시도
가 부재했다. 냉전 이후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등장과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 등이 포괄적 안보 개념을 수용하도록 작용했다. 정치안보
공동체 건설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고 밝힘
으로써 정치안보문제가 그 자체로써 복합적 현상이며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있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간 상호의존적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정
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각각 독립적 행위로 인식했다면
APSC를 통해 이들 분야간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
셋째, 인권, 민주주의, 법치, 거버넌스 등 기존 정치안보협력에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공식문헌에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향후 논의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세부적 협력분야를 명시하여 정치안보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특
히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강조는 이전 안보협력에 있어 아세안 차원의 공동
의 대응이 미흡했던 분야이다. 일부 회원국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아세안의 문
제로 인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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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APSC는 아세안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정치안보공동체의 건설이
아세안 회원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핵심적 역할을 통해 아시
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는다. 이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과 동아시아 협력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한다.

Ⅴ.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의 추진 현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목표를 제시하
고 있으며 각 항목별 행동(action)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안보
분야의 특성상 APSC의 이행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특성은 AEC만이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스코어카드제도를 도
입한 점과 아세안공동체 진척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서가 경제와 사회문
화 공동체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ASEAN 2013b).
APSC의 세부 목표들 중 다수는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가시적
인 결과물들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이 자카르타에 설립되었으며 아세안안보전망보고서
(ASEAN Security Outlook)가 발간되는 등 실제 많은 기능적 협력이 개시되
어 이행되고 있다. 정치안보 분야의 특성상 일회성 사업으로는 신뢰구축, 인
권 개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아
울러 아세안의 공식적인 집계나 평가자료마저 공개된 바 없는 점이 아세안
의 장기적 관점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영역별 특
정 사례에 대해 주요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APSC이행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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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피고자 한다.
APSC의 추진현황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
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경우 스코어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청사진
(Blueprint)의 이행률을 2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안보분야에서의 스코
어카드 도입이 어려운 것은 경제협력과 달리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의 성격과 정치적 민감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안보공동체의 이름으로 합의된 목표이지만 구체적 의미와 진행에 대
해서는 참여 회원국간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안보
공동체를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다. 인도네
시아 외교부 관료는 APSC 진행 측정이 어려운 원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핵심 개념 및 목표에 대한 단일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를 논쟁하는 것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다.5) 이
러한 견해는 정치안보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자칫 이를 결
과 없는 ‘행사’(activities)를 토대로 진행과정이 평가됨으로써 실제 이행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을 갖는다. 아울러 그는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이 결과보다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공식적인 목표로 제시되지 않
았으나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발전과정이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의 과정
으로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6)

5) 인터뷰. I Gusti Agung Wesaka Puja(Director General of ASEAN Cooperation, MOFA Republic
of Indonesia) 2014년 6월 25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6) 인터뷰. I Gusti Agung Wesaka Puja(Director General of ASEAN Cooperation, MOFA Republic
of Indonesia) 2014년 6월 25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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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C청사진이 제시하는 목표는 매우 광범위한 협력을 다루는데 이는 크
게 규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협력으로 분류된다. 아세안의 규범적 차원
의 문제는 내정불간섭, 평화적 갈등해결, 상호존중, 아세안 중심주의, 민주주
의, 인권 존중 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사항에 대해
서는 ‘촉진,’ ‘기반마련,’ ‘강화’ 등의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규범적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제도화의 강화를 위한 목표들은 상대적으로 정량화의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0월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아세안공동체 이행에 대한 평가에 따
르면, 전체적으로 약 82.5%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정
치안보공동체는 78%, 경제공동체는 79.7%, 사회문화공동체는 90% 해당하
는 블루프린트 사항들이 이미 실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ASEAN 2013c).
그러나 세부 이행사항,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APSC
의 진척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여전히 의문인 채 남아 있다. 스코어카드를
도입한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제외한 다른 두 축의 공동체의 구체적 목표 이
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량지표의 부재 속에 ‘행사’ 위
주로 측정되는 이러한 평가 또한 APSC에 대한 평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예
를 들어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의 목표는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APSC의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워크숍의 개최 여부뿐만 아니라 논의
내용, 논의 내용의 정책적 반영 여부 등은 여전히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APSC청사진에 제시된 목표에서 드러난다. 정량지표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 또한 정치, 안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
법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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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APSC의 진행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주요 협력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규칙에 기반 한 공동체
아세안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규범은 완성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규범의 생성 가능성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에 아세안은 ‘정치발전 협력’과 ‘규범형성과 공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치발전 협력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정치체제, 문
화, 역사의 이해와 존중 촉진, 회원국간 상호지지와 지원을 위한 정보의 자
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 법치와
법제도 강화전략의 개발을 위한 상호간 지지와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인권
의 촉진과 보호, 정치발전을 촉진을 위한 아세안 관련 사업의 참여 증대, 부
정부패의 예방과 근절, 민주주의 원칙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상호 존중 촉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은 아세안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아세안 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치
발전 협력’ 중 법치확립, 인권 촉진과 보호, 부정부패 예방과 근절,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의 목표는 아세안 회원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별국가의 자의적 해석과 이행이 가능하
다. 단, APSC청사진 상에서는 이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대부분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 세미나 개최, 컨설팅의 개최 등을 제기하는바
관련 ‘행사’의 여부는 관련 분야의 목표 달성의 지표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
다. 이들 행사를 제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측정가능성에 있어 객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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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또는 인권 등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별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치현상은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정치발전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태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대해 아세안은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하지 않
았다. APSC청사진에 제시된 민주주의 원칙의 촉진과 관련된 행동 목표는 1)
각급 학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촉진, 2) 정부공무원, 씽크탱크, 관
련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민주주의 경험과 견해 공유를 위한 세미나, 연수 프
로그램, 기타 능력개발 활동, 3) 민주주의 원칙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로부터
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연간 연구조사의 실시 등 3개 항목에 국한된다. 3가
지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집계 자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이다. 이들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의 촉진으
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제도적 확충과 관련하여 해양협력 분야를 들 수 있다. 해양안보와 협력은
아세안 공동체 추진을 계기로 안보협력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
사진에서는 4개의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그중 아세안 해양포럼의 설립이
이루어진 것은 해양협력을 위한 제도화 진전으로 평가된다. 정치발전과 규
범의 형성과 공유 분야를 대표하는 인권과 남중국해 문제를 청사진이 제시
한 개념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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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촉진과 보호
인권문제는 APSC차원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발전 과정과 목표에 있어 중
요한 사안이다. 특히 지난 협력과정에서 내정불간섭 원칙 속에 미얀마 사태
를 비롯한 역내 주요 인권 탄압에 침묵함으로써 아세안의 효율성과 존재이
유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의 촉진과 보호와 관련하여 청사진은 7개 사항을 제시한다. 1) 2009년
까지 인권기구의 설립 2) 2009년까지 여성과 아동 권리 촉진을 포함하는 기
존 인권 메커니즘의 재정립 3) 이주노동자 권리의 보호에 관한 아세안 기구
발전을 위한 분야별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4)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인권 메
커니즘의 네트워크와 아세안 관련 기구와 상호작용 증대 5) 회원국간 인권
분야의 정보 교환 및 강화 6) 인권 관련 교육과 인권의식 촉진 7) 여성과 아
동권리 보호와 촉진을 위한 아세안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아세안 관련 기구
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다.
APSC 청사진의 목표 중 일부는 이미 현실적 제약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
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세안 모
든 회원국이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금지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등 두 개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목표들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의 예로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
원회(AICHR) 설립을 들 수 있다. 2007년 채택된 아세안 헌장에서 인권 관련
주요 원칙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 인권 기구의 창설을 명시한 것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기구설치에 그치지 않고 APSC청사진에서 제시하지 않
았던 아세안인권선언이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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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인권선언은 국제인권선언의 원칙을 수용하고자 했다. 아세안이
강조했던 어린이 노동 착취 금지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었고 서문에서는 아
세안헌장에서 언급되었던 기본 원칙들 중 “불간섭 원칙”이 제외되었다
(ASEAN 2012). 이는 불간섭원칙이 아세안 회원국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침
묵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점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
로 풀이된다.
그러나 절차와 개념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했다. 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위
원회 구성에 있어 운영세칙에서 정한 대로 각 회원국 정부가 임명하고 교체
권한을 가져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였다. 초안 마련에 있어 비공개
로 진행되었으며 회원국 정부 입장 차가 있을 경우 외부 쟁점화시키기보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인권의 ‘상대주의’를 수용했으며 난민의 권
리 등은 국내법이 허용함을 전제로 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나 결사의 자
유는 누락되는 결함을 갖는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개종의 자
유’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ASEAN 2012).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인권선언의 긍정적 기
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인권의 문제를 서구의 기준이 아닌 아세안인권선언의
기반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인권 관련 논의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제인권협약들 중 다수가 선언형태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
할 때 아세안 인권 촉진과 보호 또한 아세안정치안보 공동체 건설을 계기로
발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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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의 완전 이행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모색은 당사국간 양자주의 채널과 더
불어 아세안의 주요 현안이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보다 복잡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
세안이 정치안보영역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APSC 청사진에 따르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DOC의 완전한 이
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는 1) 현행 아세안 회원국간 긴
밀한 협의 지속 2) DOC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의 이행과 추구 3) DOC 이행
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통한 시기적절한 당사자의 행위 확보 4) 지역차원의
남중국해행동강령(COC) 채택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남중국해 갈등을 둘러싼 국제협정은 아세안차원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아
세안은 1992년 회원국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무력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남중국해 선언(Declaration on South
China Sea)을 발표했다. 1995년 중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은 2002년 DOC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행
동규칙에 관한 ‘선언’ 형태를 띠었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지역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 당사국들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의 제고 효
과가 있었다. ARF의 트랙1과 트랙2를 통한 중국과 아세안 측의 오랜 협의의
결과이기도 했다(Anthony 2005, p. 147).
DOC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규칙의 마련에는 아세안 당사국뿐만 아
니라 최근 아시아 회귀 전략을 표방한 미국과, 역내 해양영토분쟁을 갖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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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 국제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Collins 2003, p. 197). 2010년 7월
개최된 ARF회의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당
사국인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분쟁 발생 시 중국과 미국
의 충돌이 가능성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의 증강을 시도하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James 2012, p. 12).
아세안 회원국간 공동의 이해가 아직 충분히 도출되지 않았으며 당사국간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1999년 베트남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은 1992년
아세안선언과 1995년 베트남 필리핀 간 행동규칙의 위반이다(Collins 2003,
p. 197). 아세안이 그룹으로서 단결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사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2년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 캄보
디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 편향적 전략을 견지하며 의장성명서
발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2010년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 평화와 번영의 전략파트너
관계공동선언 행동 계획을 인정하는 한편 양자간 우호합작을 최우선으로 하
는 데 합의하였다. 2011년에는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원칙 실행을 위한 가
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C)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편 당사국들은 특
히 아세안의 만장일치에 기반한 의사결정제도와 자발적이며 순차적 접근원
칙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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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안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갖는 단결되고, 평화롭고 자
주적인 지역
APSC 청사진이 제시하는 두 번째 협력 분야는 포괄적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구축,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갈등 후 평화
구축,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대처 특히 재난관리와 응급대응에 주목하고 있
다. 이 분야 역시 규범 촉진과 제도화로 분류된다. 신뢰구축,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은 규범의 형성과 공유가 중요하며, 기타 항목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뢰확충방안의 강화는 군사분야의 인적교류에 중점을 둔다. 국방정책과
안보인식의 이해와 투명성 촉진에서는 ‘아세안안보전망’의 발간을 목표로
했다. 약 4년의 발간준비를 거쳐 매년 발행을 목표로 ‘아세안안보전망 2013’
이 발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갈등의 해소와 평화적 해결, 그리고 갈등 후 평화 구축은 회원국 내부의
분쟁에 대해 내정불간섭원칙과 상충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주요
목표는 연구, 조사, 고려, 우선 분야 선정 등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평화, 갈등 관리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강화’ 분야의 목표 중 하나로 ‘아
세안 평화와 화해 연구소(AIPR)’의 설립 고려가 제시되었다(ASEAN 2009
B.2.2.1항). 실제 아세안 정상들은 설립 고려에 그치지 않고 2011년 AIPR설
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목표를 이행했다. 2013년 12월 자카르타에서 제
1차 지도위원회를 갖고 구체적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비전통적 안보이슈와 관련해서 초국가적 범죄 및 대테러리즘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안보 위협요인의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중심적 접근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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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냈다. 초국가적 범죄퇴치를 위한 행동계획(PACTC)의 이행, 회원국간 형
사사법공조조약의 인준과 이의 아세안 조약화 등을 계획했다. 아세안회원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은 2004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이래 2013년 1월
31일에 모든 회원국이 비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성과를 달성하
였다.
대테러리즘 관련 아세안반테러국제협정(ACCT)의 발효, 국제협력의 촉진
과 포괄적 반테러행동계획의 실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2007년 서명된 ACCT
는 6개 회원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2011년 5월 브루나이가 6번째
비준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후에 말레이시아가 2013년 1월에 비준하여 모
든 회원국의 비준을 획득했다(ASEAN 2013d).
다음에서는 포괄적 안보 실현을 위한 주요 목표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ARF프로세스 강화와 재난관리와 응급대응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APSC 지원을 위한 ARF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ARF와 관련된 APSC청사진의 구체적 행동 목표로 1) ARF 검토 권고 사
안 후속조치 2) 강화된 의장국 역할 3) 예방외교로의 전환 방안 이행 4) ARF
사관학교장 회의(ARF HDUCIM)의 강화 5) 신뢰구축 예방외교, 갈등해결 등
ARF의 발전 방안 6) 아세안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ARF 관련 역할 강화 등
주로 규범적 영역에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ARF에 주목하는 이유는 ARF
가 신뢰구축단계에서 예방외교로의 전환을 자체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ARF가 초기 신뢰구축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예방외교로의 이행이 지연되
고 있는바 이는 27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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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을 갖고 있다. 회원국간 정치경제적 이질성과 비공식적 과정을 중시하
며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
곤 한다(Emmers and Tan 2011, pp. 48-53). ARF가 예방외교로의 전환에 대
한 평가도 성공보다는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이는 경직된 제
도화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방외교의 개념과 원칙’은 2001년에 채택되기
까지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ARF초기에는 신뢰구축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
하였는바, 이는 예방외교와 이후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발 등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아세안 방식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와 내정불간섭을 주요 원칙으로 정하여 이후 다양한 안보문제
와 관련한 신축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Emmers and Tan 2011, pp. 53-57).
이에 반해 핵커(Haacke 2009)는 ARF가 신뢰구축과 대화채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재난구조분야 등에서 기능적 협력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아
세안 국가들이 예방외교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실질적 협력에 있
어 일부 아세안 국가와 일부 비아세안 국가 특히 중국의 소극적 입장은 안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했다(Haacke 2009). 아세안은 약소국가
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방식을 통해 ARF의 다양한 회원국을 포괄할
수 있었다(Anthony 2005, p. 132). 아세안 방식은 모든 회원국에게 편한 수준
에서의 이행속도를 유지했다. 아세안의 리더십역할은 수용되고 있다. 단 아
세안이 단결된 지역 그룹으로서 행동할 때로 국한된다. 상호신뢰의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ARF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높지 않다. 이는
종종 강대국간 경쟁 또는 갈등 등의 요인이 효과적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Severino 2009,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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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응급대응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범죄관련 대책이 국가 중심적 안보접근이었다면 아
세안 채택한 포괄적 안보 개념에 입각해 재난관리와 응급대응의 문제에 대
해 두 개항(B.5, B.6)에 걸쳐 할애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2008년
나기스(Nargis) 태풍 피해로 인해 아세안 지역은 재난이 중요한 안보위협으
로 부상함에 따라 재단 공동 관리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재
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전문가 네트
워크 형태의 협력이 있었다. 제도적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재
난관리에 관한 아세안 위원회 (ACDM: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설립 이후이다. ACDM은 재난관리 협력 틀(framework) 마련을
위한 아세안지역프로그램(ARPDM, 2004~10)을 마련하였다.7)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 장관급회의(AMMDM: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를 통해 아세안 대화상대국과 UN,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05년 서명된 재난관리와 응급대응에 관한 아세안 협정(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은 회
원국의 인준을 거쳐 2009년 12월 발효되었다. 재난 손실을 줄이고 공동 재난
응급대응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AADMER 사업프로
그램(work programme, 2010~15)을 채택하였고 14개 주력사업을 선정 추진
7) ARPDM은 총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핵심 5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i) 아세
안 재난대응 행동계획 수립 (ii) 전문가 육성과 재교육 (iii) 아세안 재난정보공유 및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 설립 (iv)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제휴와 재정지원 확보 (v) 재난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날 제정을 통해 관련 공공교육 실시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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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난관리와 응급대응 아세안협정 사업프로그램 주력 사업

사업영역

사업명

준비 및 대응

- 아세안 재난과 응급대응 물류시스템
- 응급 긴급 진단팀(ERAT)의 기능 발휘
- 지역적 재난 대비 및 합동 재난구조와 응급대응 활동을 위한 표준
운영 기준 (SASOP)의 확산 및 제도화

리스크 측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 재난위기평가를 위한 아세안 로드맵
- 위성기반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 조기경보를 위한 GIS 기반 재난정보 공유 플랫폼

예방 및 대처

- 방재 아세안 도시건설
- 공동체 단위 방재 능력 개발
- 위기 재무(risk finance)을 위한 메커니즘 설립

회복
봉사 및 주류화

훈련 및 지식 관리

- 재난구호 툴박스 생산
- 재난관리를 위한 아세안의 날 등을 통한 아세안 방재 문화 형성
- 우선 훈련 분야 설정
- 분야별 교육자 및 전문가 양성
- AHA센터의 일부로 “ASEAN Resource Centre”의 설립

자료: ASEAN(2013d).

중이다(ASEAN 2013e).
재난 대처 준비 및 대응과 관련 2011년에는 ‘아세안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조정 센터(AHA)’가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부간 기구로 설립
된 점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AHA에는 아세안사무총장이 인도적 지원 조정
자의 자격으로 센터장과 함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8) 가용 자원에 대한 데
8) ‘아세안 인도적 지원센터(AHA)’에 대해서는 공식 웹사이트 http://www.ahacentre.org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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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 훈련 및 양성 교육,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리스크 측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분야의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최
근 평가 진행을 위한 기술용어, 데이터, 기타 분석에 관련된 합의와 기관 및
메커니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2013년에는 지역 위기 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조기경보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다(ASEAN 2013d, pp. 13-18).
재난 예방과 경감과 관련 각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이행 시기는 회원국별 차이
를 인정하여 완료시점은 인도네시아의 2009년부터 베트남의 2020년까지 다
양하게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경험공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아세안 사무국이 주관하고 있다. 재난 예방과 경감 관련 교육과정 연계를 위
한 준비작업과 더불어 교육, 의료 시설에서의 안전에 대한 규정정비와 가이
드라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재난 방재와 경감에 대한 공공 홍보를 각 회원
국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ASEAN 2013d, pp. 19-38).
재난으로부터의 회복과 툴박스(예를 들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방법, 공
동체 기반 접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기초 단계로 손실 및 손해 평
가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나그리스 태풍 피해
이후 아세안 차원의 평가 작업이 수행되었다. 2011년부터 재난 평가 관련 과
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1년 아세안 파트너 포럼이 개최되었고 2015년
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봉사 및 주류화와 관련 정보, 교육, 커뮤
니케이션 훈련을 위한 교재가 마련되었으며 AADMER의 웹페이지를 신설
하였다. 훈련 및 지식관리를 위한 ASEAN Resource Centre가 2012년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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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ASEAN 2013d, pp. 73-89).
아세안은 지역 내 재난발생에 따른 큰 희생을 치르며 역내 협력 메커니즘
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재난관리와 응급대응과 관련 단시간 내
에 주목할 만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협력이 이제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AHA의 실질적인 역할은 재난 대처 준비와 대응의 물
류와 평가, 조기경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 위기평가와 모니터링 및 능력 개
발(capacity building)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재난 발생 시 구난 절
차에 대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의 설립이 중요하다. 아세안 차
원의 다양한 제도화는 각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시스템, 그리고 UN산하 기
구, 기타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자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다(Sawada and Zen 2014, pp. 147-20).

3.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지역 및 기타 영역
세계 속에 역동적 역할을 모색하는 아세안은 APSC와 관련 1)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있어 아세안중심주의 강화 2)역외국가와의 관계 강화 촉진
3)공동관심인 다자적 이슈에 대한 협의와 협력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
다. 이들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아세안의 적극적 역
할을 도모하는 이른바 아세안 중심주의(centrality)의 실현을 의미한다.
아세안중심주의(APSC Blueprint C.1.항)과 관련 아세안 대화상대국, 기타
국가 및 ASEAN+3, EAS ARF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의장 및 공동의장의 역
할 수행과 회의 주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아세안의 대외 협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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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발전을 통해 확보한 아세안 중심주의의 유지를 의미한다. 이미 대화상
대국과의 대화는 ASEAN+1의 형식으로 아세안의 의장 또는 공동의장이 수
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ASEAN+3, EAS, ARF 등 주요 회의
는 아세안 의장국이 단독의장을 수행하며 의제 설정과 의장성명서 발표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합의 또는 협상과정은 아세안 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아세안 중심주의가 정치 또는 경제력이 아닌 규범의 형성과 준
수에 기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장국의 역할의 확보는 아세안의 역할을 지
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EAS 설립 논의 당시 중국이 아세안과 교차
로 의장국 역할 수행을 제안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아세안은 ARF의
워킹그룹과 ASEAN+1의 특별정상회의의 경우에도 공동의장국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APSC 청사진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 문서를 통해 합의된 행위에 대해 공
고한 협력을 모색, 제안하고 이행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 다수의 아
세안협력 사업들이 APT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세
는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이해와 지역협력을 추진하려는 비아세안 국가간 협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외국가와의 관계강화 촉진(ASEAN 2009 C.2.항)을 위해 제시된 행동목
표로 아세안 인식 향상과 이익 강화를 위한 활동 촉진 특히 제3국에서의 아
세안 대사와 당사국의 원활한 외교와 협력을 도모하는 아세안위원회
(ASEAN Committee)의 설치를 구체적 예로 제시하였다. 이는 APSC의 실현
을 앞두고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타 지역기구와
의 협력 강화와, 아세안과 UN의 MOU 이행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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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기구로써의 대외적 인식에 크게 의존해온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기타 지역기구와 다자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왔다. 아울
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자체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세안UN대표부를 포함하여 아세안 내 협의 강화를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
했다.
APSC의 이행과 검토를 위해 ‘APSC행동계획조정회의’(ASCCO)의 소집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APSC청사진의 목표와 계획들은 각 실무그룹에
의해 추진되고 ASCCO의 검토와 이행과정 평가를 거치며 이는 정치안보공동
체 협의회(APSC Council)가 전반적인 이행을 책임지도록 구상하였다. APSC
의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여 아세안 사무총장이 APSC
협의회를 거쳐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실제 ASCCO는 고위공무원급으
로 구성된 실무회의의 성격을 가지며 2013년 8월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ASEAN 2013f).

Ⅵ. 결론: 과제와 전망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있어 정치안보 공동체는 근본적인 공동체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분야이다. 경제위기 이후 아
세안의 역할과 사업이 경제통합에 집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회복
노력,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 비전통적 안보 문제 부상, 남중국해 문
제, 중국과 미-일 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 등은 아세안에게 정치안보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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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의 주요 문헌
과 협정을 중심으로 정치안보분야 협력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APSC의 비전
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APSC는 특정 시점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 아세안창설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신뢰구축과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원칙을 포괄적으로 계승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가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안보 나아가 인
간안보로의 개념 확대가 요구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과거 원칙과 성과
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APSC의 실현을 위한 청사진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규범화와 제도화로 분류될 수 있다. 규범의 형성과 공유의 측면에서 기존 아
세안의 성과들 즉, 주요 원칙, 규범의 수용을 포함한다. 나아가 새로운 규범
의 형성을 통해 안보개념의 확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PSC는 그 개념과 이행과정에서 아직까지 국가안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한계를 지닌다.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분리 독립
운동과 같은 국가 차원 분쟁 또는 국가간 분쟁 등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국내차원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여성, 이주, 아동의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의 보편주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APSC 청사진이 제시하는 목표들 중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데 수월하다. 특히 새로운 기구의 설립, 세미나 활동,
회의의 주재, 출판물의 발행, 타당성 및 배경 관련 조사 연구 작업 등은 상대
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당초 목표를 실현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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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PSC의 이행과 검토방안은 자체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APSC 청사진의 이행을 검토하고 취합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결여하
고 있다. 이는 외부인의 자료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폐쇄적 구조 속에 진
행된 자체 평가의 세부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이행
상황에 대한 부실한 평가는 APSC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또
한 가로막는다. 각 회원국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 각국 국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이행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즉 정치안보공동체 이행과 관련 각 정부가 전권을 가지며 책임 또
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정적 자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결여되어 있어 추진동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 넷째, 비정부 행위자와 일반
시민의 APSC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일반 시민의 APSC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다.
APSC의 구체적 목표에서 주요 이슈를 고찰한 결과 인권선언 채택, 남중
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 ARF의 역내 안정기여, 재난관리 및 응급대응 등
아세안이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아세안방식을 구
성하는 무조건적 내정불간섭원칙과 인권의 상대주의 등은 향후 APSC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보문제에의 대응에 있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 아세안 방식 중 협의의 전통에 기반 한 회원국간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중심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공동체 건설과정의 제 분야에서 아세안이 직면
하는 연속과 변화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APSC는 경제(AEC), 사회문화공동체(ASSC)에 비해 구체적 이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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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정치안보 분야가 갖는 특성상 계량적 방법
을 통한 평가 지수를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된다. AEC와 ASSC의
2015년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APSC에 대해서 보다 장
기적인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2015년 목표했던 달성시점이 다가옴에 따
라 그 이행에 있어 외형적 달성 실적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APSC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아세안공동체는 특정 시점을 기해 완결되는 것이 아닌 진화
적(evolutionary) 과정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조직
된 집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 간 행위가 결합할 때 APS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PSC 목표와 이행과정은 아세안 공동체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아세안중심주의의 동아시아적 수
용의 문제는 APSC의 성공적 이행에 달려 있다. 아세안중심주의의 생성과
유지는 지역외 규범이 수용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역내 국가에서
내재된 가치와 규범이 구체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의 상호작용으로 통제
또는 발현되는 과정이다. 역내외 정치경제적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주의에
대한 동기(Motivation)의 변화, 지역주의 확대에 따른 구성원(Actor) 확대와
이에 따른 메커니즘의 유동성 증가는 동아시아지역주의 발전 속에 아세안중
심주의의 부상을 가져왔다. 아세안의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
행될 경우 냉전적 질서가 잔존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협력 모델로 인
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참여국간 이질성의 확대와 대내
외 환경의 변화가 당초 설정했던 리더십과 아세안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경제적 변화, 민주화 과정, 초

1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국가적 안보문제의 대두, 시장개방과 경제중심주의 지역주의 대두, 최근 주
요 회원국간 영토분쟁, 역내 통합움직임 특히 최근 아세안 공동체 논의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비아세안국가의 역할 증대 등은 APSC의 성공적 실현과 동
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요인들이다. 한국, 중국,
일본 간 지역주의 경험의 부재와 경쟁적 구도는 경제위기 이후 기능적, 기술
적 협력을 강화하며 아세안 국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따라 아세안 각국간 시각차가 발생,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
다 아세안의 규범 측면에서는 주요 전통과 원칙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제-정
치적 강대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범의 변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제기
되고 있다. 즉 APSC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과정에서 아세안의 결속력과 규범의 약화가 발생할 경우 APSC의
성공적 달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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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가 조꼬위(Jokowi)로 불리는 조꼬 위도도(Joko
Widodo)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1998년
의 민주화 이후에 실시된 4번째 국회의원 선거이며 3번째 대통령 선거로 공

1) 이 논문은 동남아연구, 24권 2호에 같은 내용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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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번 선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금
권정치(money politics)와 흑색선전(smear campaign) 등의 문제점들도 발견되
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대내외의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선거 결과가 인
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spinall
2014b; Masudi 2014). 결과적으로 개혁적인 조꼬위 후보가 보수 세력을 대표
하는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후보에게 약 6% 차이로 승리함
으로서 인도네시아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
조꼬위는 현직 자카르타 주지사로 지난 10년간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인 정
치 행보로 인도네시아 정치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반향을 불
러왔다. 조꼬위는 소위 말하는 조꼬위 효과(Jokowi Effect)3)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과두제(political oligarchy)4)의 아성에 도전
하여 극적인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꼬위 효과는 중앙 정치 무대에
2)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7월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53: 47로 조꼬위 후
보가 쁘라보워 후보를 약 6% 차이로 이겼다. 패배한 쁘라보워 후보가 선거관리와 개표
집계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다.
3) 조꼬위 효과는 조꼬위 현상(Jokowi Phenomen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조꼬위가 솔로(Solo)
시장과 자카르타 주지사로 재임하며 보여준 깨끗하고 개혁적인 리더십이 인도네시아 국민들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정치계는 물론 사회에 광범위하게 회자되는 상황
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조꼬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자 조꼬위에 관한 다수의
책이 출간되었으며 영화도 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꼬위 효과와 조꼬위 현상이란 용어를
상황에 맞게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4) 정치적 과두제(political oligarchy)란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엘
리트 정치가문과 이들과 연합하여 금전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망라한 개념이다.
정치경제 학자들은 이들의 연합은 1998년 민주화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치를 장악하고 있으
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adiz and
Robison(2013)과 Winters(2011, 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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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이었던 조꼬위 주지사를 투쟁민주당의 2014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쁘라보워 후
보와 연합한 막강한 기성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조꼬위 후
보가 인도네시아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Giggacher 2014;
Kingsbury 2014; van Klinken 2014).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조꼬위 효과를 이
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인도네시아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조꼬위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전국적 확산과정 그리고
총선과 대선에서의 역할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가
지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1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선거가 집권 세력을 평가하고
민의가 반영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인 조
꼬위 효과의 등장 배경과 전국적 확산 그리고 2014년의 선거 과정에서 조꼬
위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의 유도요노(Yudhoyono) 정부에서 야당인 투쟁민주당
(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Perjuangan)의 조꼬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은 선거의 기능과 조꼬위 효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14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인도네시아 선거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인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경제적 이슈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선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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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
의 투표 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점검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꼬위
효과의 발생 원인과 확산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조꼬위 효과란
무엇이며 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조꼬위에게 열광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14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선
거의 기능을 점검하고 또한 조꼬위 효과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7월의 대통령 선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조꼬위 효
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제5장에서는 아울러 조꼬위 효과
에 비견되는 쁘라보워 돌풍5)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전의 논의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Ⅱ.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선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1998년에 수하르또 정권이 무너진 후 인도네시아 정치 분석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였다. 50여 년에 걸친 수까르노와 수하르또 두
권위주의적 대통령들의 철권통치에서 벋어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관심
을 받으며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지난 15년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5) 쁘라보워 ‘돌풍’이란 7월의 대선에서 선거유세 막판에 쁘라보워 후보의 지지도가 크게 올랐
던 현상을 가리킨다. 6월에 접어들면서 조꼬위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쁘라보워 후보가
부동층을 흡수하면서 7월 9일의 선거 직전에는 접전으로 만든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이번 선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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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획기
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내실이 없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가 전개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인도네시아 민주화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공고화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Diamond 2010;
Liddle 2013; Sukma 2010).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99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서 진정한 정당정치가 부활되었으며 군부의 정치참여를 금지시켰고 시민사
회와 언론이 자유롭게 정치적 이슈들에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격
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등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갖추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1999년 이후 3번의 총선과 2번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
고 평화롭게 실시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현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선거는 정권 교체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고 보았다.6) 이러한 비교적 시각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국내
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7)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내실이 없는 공
허한 민주주의로 평가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학자
6) 이현우(2008),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과정: 이론적 검토｣,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신윤환
엮음,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p. 12.
7) 미국의 민주주의 평가기관인 Freedom House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자유
(free)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부분적 자유(partly free) 민주주의 국
가로 평가절하하였는데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적 법률이 2013년 7월에 국회를 통
과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 -world/2014/indones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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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절차적 또는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어 진정한 민주
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Fealy 2011; Fukada 2013; Hadiz and
Robison 2013; Slater 2004; Winters 2013).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정당 지도자
들과 정부의 고위관료들을 보면 수하르또 집권 시기에 득세했던 구시대 엘
리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인들도 대부분 기
업가, 고위관료, 군부장성들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당과 행정부의 고위직을
독점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확대시켜 왔다는 점이다. 소위 말
하는 정치적 과두제가 등장하여 인도네시아의 선거는 혁신적인 정당이나 개
혁적인 정치인의 등장 없이 이들 간의 이권경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다. 이들 과두제 연합은 의회를 장악하고 소수 혁신 정당의 출현을 막으면
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사
회의 부정부패는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
정치적 과두제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민
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Winters
2013).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세 번의 선거과정과 후보자들의 면면을 비교
해보면 이러한 분석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극단적인 시각들을 종합해보면 민주화가 빠른
시간에 공고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
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과두제가 확산되면서 부패의 증가와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spinall and Mietsn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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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민주화에 대한 평가는 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4년의 선거를 포함하여 민주화된 인도네시아에서 4번의 선거가 실시되
었다. 이들 선거는 비교적 공정하고 평화롭게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적인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당
난립과 금권정치의 만연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선거제도를 계속해서 변경하였다. 1999
년의 첫 번째 선거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 24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투쟁민주당(PDI-P)이 33%를 득표하며 압도적으로 제1당이 되었으나 국민협
의회(MPR)에서 소수당인 민족각성당(PKB: Partai Kebangkitan Bangsa)의 대
표인 와히드(Abdurrahman Wahid)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민의를 왜곡하였
다. 2004년의 선거는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어
민의를 더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제도가 진일보하였다(최난경
2008). 그러나 48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 과잉의 선거였으며 다수
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집권하는 권력분점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정부정
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2009년의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5% 이상을 득표하거나 국회 의석의 20%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
를 만들었다. 대통령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치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직선제로 실시된 2004년과 2009년
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메가와띠(Megawati Sukarnoputri)
전임 대통령을 물리치고 연속해서 선출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이었고 정치적 안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메가와띠 전
임 대통령을 압도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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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인도네시아
의 정당과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리란(Aliran) 정
치를 꼽을 수 있다. 알리란이란 경향 또는 흐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전통적
으로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이 이슬람 종교의 파벌에 바탕을 두고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알리란 정치 형태는 1955년 최초의 자유선거
와 수하르또 집권기에 시행된 6번의 선거를 분석하는 유용한 분석틀이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999년과 2004년의 선거에서도 알리란 정치가 일정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aswedan 2004; King 2003). 그러나
2009년 선거에서는 알리란 정치가 쇠퇴하였으며 인종, 이념, 지역 등의 요소
들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ujani and Riddle 2010). 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와 2005년부터 실시된 주지
사 또는 시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
권자들의 정치행태가 변화하였다고 한다(Aspinall 2010).
알리란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정치가의 개인적인 리더십과 정치경제적
이슈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있다. 2004년과 2009년 선거 결과를 분석
한 리들(Riddle)과 무자니(Mujani)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 직접선거로
제도를 바꾸면서 선거행태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이전의 알리란과 정당소속
감(party identification) 등의 요소들이 점차 중요성을 잃고 정치가의 리더십
과 정치경제적 이슈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 증대하였다는 것이다(Riddle
and Mujani 2007; Mujani and Riddle 2010). 2004년 이후에 시작된 대통령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선제는 정당 후보들이 보유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
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것이다(최난경 2008; Aspinall 2013).8) 정치가의 개인
적인 리더십이란 대통령 후보가 될 정치가의 리더십 형태와 개인적인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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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데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보다는 정치가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 소수당이었던 민주
당(PD; Partai Demokrasi)의 유도요노 후보가 당시의 거대 여당인 투쟁민주
당의 메가와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2009년의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메가와띠 전임대통령과의 재대결에
서 승리한 배경에는 정치경제적 요소들, 특히 부패의 척결, 경제성장과 복지
의 향상 등과 같은 요소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선거
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신문과 TV를 통한
정당과 후보의 이미지 광고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김형준 2008).
이들 세 가지 요소는 2014년의 선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2009년과 2014년의 선거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2014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와 쁘라보워 후보가
정당의 정책보다는 개인적인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2014년의 선거에서 조꼬위 현상과 쁘라보워 후
보의 선거 막바지의 돌풍을 설명하는 유용한 요소들이고 생각된다.

Ⅲ. 정치적 과두제와 경제적 불평등:
조꼬위(Jokowi) 효과의 탄생 배경과 확산 원인
인도네시아 정치에 조꼬위 효과가 등장한 것은 정치적 개혁의 실패와 경
8) 김형준(2008, p. 112)은 직선제 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미지가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후보자의 이미지나 후보자의 리더십 모두 정당 조직보다는 대중영합주의에 바탕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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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
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질적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국민들이 기대하던 정치와 경제의 개혁은 점차 동력을 잃었
고 정치가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줄어들지 않았다. 부패척결에 대한 인도
네시아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했던 부패척결위원회(KPK: Komisi
Pembrantasan Korupsi)는 일정한 성과를 올리며 기대를 모았으나 점차 권한
을 축소당하거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기능을 발휘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
는 중이다(Aspinall 2013, p. 101; McRae 2013, p. 290). 이러한 상황에서 두드
러진 현상은 소수의 명문 가문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탄생한 대통령 중에서 와히드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 하비
비(B. J. Habibie), 메가와띠 그리고 유도요노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
며 2014년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 지도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정치행태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확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에 약 6%라
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아시아 신흥시장의 기대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기
대한 만큼 향상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
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로 계산되는 서민고
통지수(Misery Index)가 2009년의 10.7%에서 2013년에는 13.8%로 높아졌으
며 지니계수(Gini Index)도 2000년의 0.29에서 2013년에 0.41로 크게 높아졌
다(김영훈 2014, p. 10). 다시 말하면 1998년 시작된 민주화 이후에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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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점차 증가하여 왔고 또한 빈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었다. Winters(2013,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시대에 소수의 인도네시아 자본가들이 권력을 이용하
여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던 수하르또 시대를 그
리워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의 선거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욕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지도자와 고위관료들의 무능력과 부패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중영합주의적
(populist) 정치가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09년 재집권에 성공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우유부단한 국
정 운영과 민주당의 부패스캔들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Aspinall 2013; Kimura 2011; Gunn 2013). 2009년 9월에 75%에
달했던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2011년 6월에 47%로 낮아졌고 2013년
3월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Mietzner 2014, p. 2). 따라서 유도요노의 지
지도 하락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 시기에 정치쇄신과 경
제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많은 국민들이 의회와 정부에게 실망과 분노
를 느끼고 있었다(McRae 2013).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인도네시아 대약진당(Gerindra, Partai
Gerakan Indonesia Raya)의 쁘라보워가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도요노에
게 실망한 국민들이 쁘라보워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전직 육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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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신이며 인도네시아 저명한 가문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쁘라보워는
무사안일과 부패로 추락하고 있는 유도요노를 대신하여 국가 질서를 바로잡
고 부강한 인도네시아를 건설할 적임자로 인식되었다. 2012년에 실시된 대
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쁘라보워가 다른 정치지도자들을 앞서며 유력한 차
기 대권주자로 부상한다. 이러한 현상은 쁘라보워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
를 지닌 리더십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쁘라보워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은
아니었으며 과거의 어두운 전력과 부유한 집안 배경으로 인해 지지세력 확
산에 문제가 있었다(Mietzner 2014, p. 4). 쁘라보워의 강세는 2013년이 되면
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2012년 7월에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어 중앙정
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조꼬위의 지지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인도
네시아의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조꼬위의 등
장에 놀라워했던 것은 그의 정치적 부상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
이었다. 조꼬위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정치 지도자가 바로
쁘라보워였다. 쁘라보워가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
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빠른 시간에 조꼬위가 흡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또
한 조꼬위가 쁘라보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가라는 점에
서 젊은 계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조꼬위의 강점은 서민 친화적이고 독특한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 다른 정
치 지도자와는 다르게 서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꼬위가 솔로(Solo) 시장으
로 재직(2005~2012)하는 동안에 이룩한 업적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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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되어 다시 발휘되었다. 이런 차별화된 이미지와 정치적 리더십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가
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조꼬위의 등장은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인도
네시아 국민 전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2013년 중반 이후에는 대중
의 사랑을 받는 문화 현상으로 발전되었다. 조꼬위는 인도네시아 정치계에
등장한 새로운 타입의 정치인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시장으로 정치에 입문
한 지 10년도 안되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정치적
부상은 부와 가문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검증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꼬위 현상이란 단순히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조꼬위의 뛰어난 성과와 인도네시아 정치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꼬위의 성공 발판이 되었던 정치 행태와 이전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조꼬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꼬위는 1961년에 중부 자바의 솔로(Solo)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족자
카르타(Yogyakarta)에 있는 명문대학인 가자마다 대학교(Gadjah Mada
University)에서 임학을 전공하였다. 이후에 그는 솔로에서 가구 사업을 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2005년에 투쟁민주당에 의해 솔로 시장 후보로
발탁될 때는 인도네시아 가구사업자협회 솔로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2005년
에 솔로 시장에 당선된 조꼬위는 전통시장을 재개발하고 하천 주변의 슬럼
가를 재정비하는 등 솔로 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솔로 시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가난한 솔로 시민들에게 전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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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기도 하였다(Majeed 2012, pp. 1-15). 이러한 두드러진 성과에 기인
하여 2009년의 두 번째 선거에서는 90%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
였다. 조꼬위 시장이 얻은 높은 득표율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인도네시아 정
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기록으로 솔로 시민들이 조꼬위 시장의 시정 운영에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전폭적으로 재신임을 했다고 볼 수 있다(Mietzner
2014, pp. 2-3). 조꼬위의 성공적인 시정 운영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도시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솔로시의 성공 비결을 배워 갔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점차 조꼬위의 성
과를 조명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템포(Tempo)에서 선정한 인도네시아 10대 시장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조꼬위의 정치적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2012년에 자카르타 주지사
에 당선된 이후였다. 물론 솔로 시장으로 이룩한 업적에 대한 평가가 조꼬위
를 자카르타 주지사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0월에 자카르타 주지
사가 된 조꼬위는 솔로에서와 같이 현장을 중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
결점을 찾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조꼬위 주지사는 블
루수깐(Blusukan), 즉 예고되지 않은 현장방문을 통해 자카르타 관료들을 긴
장시켰으며 격의 없는 시민들과의 대화는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고 곧
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따라서 조꼬위 주지사의 모든 일정이 매스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조꼬위의 지지도도 빠르게 상승하였다. 미
츠너(Mietzner)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대중의 조꼬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조꼬위 현상을 넘어 “대중문화 현상(pop culture phenomenon)”이 되었다고 분
석하였다(Mietzner 2014, p. 1). 솔로 시장 재직 때부터 시작된 블루수깐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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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위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고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Mietzner 2014, p. 3;
Tapsell 2014, p. 1). 이 때부터 조꼬위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하였고 2013년부터는 실시되는 모든 여론조사에
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 주자가 되었다(Tapsell 2014, p. 3). 심지어 조
꼬위가 투쟁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발표된 다음날에 인도네시아 화폐 가치
가 오르고 자카르타 주식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조꼬위 효과가
정치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Tempo 2014).
인도네시아 관련 학자들도 2014년 초에 조꼬위의 등장과 차기 대통령 선
출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Kingsbury 2014;
Palatino 2014; Chen and Syailendra 2014; Gammon 2014). 이들의 분석에 따
르면 대체로 조꼬위가 무난하게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측하였으
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조꼬위 현상이 확산되면서 투쟁민주당
의 대표인 메가와띠 전임 대통령은 당내의 반대9)를 무릅쓰고 2014년 3월 14
일에 조꼬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4월 7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더
많은 득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메가와띠
가 조꼬위의 강력한 정치적 후견인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
다. 조꼬위가 2012년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이어 또 다시 메가와띠의 강
력한 후원을 받음으로서 조꼬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메가와띠 대표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9) 투쟁민주당은 수까르노 가족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으로 메가와띠 대표가 조꼬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메가와띠의 딸이자 투쟁민주당 2인자인 마하라니(Puan Maharani)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꼬위와 투쟁민주당 주요 인사들과의 융합이 7월의
대선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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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4년 국회의원 선거:
정치적 과두제, 선거의 기능 그리고 조꼬위 효과
2014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7월의 대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의 대표와 주요 정치가들이 모두 동원되는 총력전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정치가들이 전면에 나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들 정치가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주제 중
의 하나인 정치적 과두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과 정당 대표들을 보면 2009
년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인도네시아 선거에 수많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6~7개 정도이며 이들 정당들
은 정치적 과두제 멤버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Mujani and
Liddle 2010).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정당대표들이나 고위관리들이 과거의 수
까르노와 수하르또 권위주의 정권과 연결되거나 그 시대에 정권의 비호하에
성장한 기업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Hadiz and Robison 2014).
2014년 총선에서도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인도네시아 정치가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상위의 4개 정
당들은 이러한 경향이 강하며 이들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 메가와띠
(PDI-P), 바끄리와 깔라(Golkar), 쁘라보워(Gerindra) 그리고 유도요노(PD) 등은
정치적 과두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당(PAN; Partai Amanat
Nasional)의 하따(Hatta) 대표와 민족양심당(Hanura, Partai Hati Nurani Manusia)
의 위란토(Wiranto) 대표 등도 널리 알려진 정치적 과두제의 멤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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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도네시아의 2014년 총선 결과표

정당명

2014 득표율

2009 득표율

정당 대표 이름

PDI-P

18.95

14.03

Megawati Sukarnoputri

Golkar

14.75

14.45

Abrizal Bakri

Gerindra

11.81

4.46

PD

10.19

20.85

PKB

9.04

4.94

Muhaimin Iskandar

PAN

7.59

6.01

Hatta Rajasa

PKS

6.79

7.88

Anis Matta

NasDem

6.72

-

PPP

6.53

5.32

Suryadharma Ali

Hanura

5.26

3.77

Wiranto

기타 정당

2.34

18.29

100.00

100.00

합계

Prabowo Subianto
Bambang S. Yudhoyono

Surya Paloh

-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 다른 그룹은 사업가로 성공한 후에 정치에 입문한 정치가들이다. 쁘라
보워 후보의 동생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의 하심
(Hashim Djojohadikusumo), 민족각성당(PKB)의 루스디(Rusdi Kirara)10) 부대
표, 민족양심당(Hanura)의 하리(Hary Tanoesoedibjo)11) 부대표, 신생 정당인

10) 루스디 끼라나(Rusdi Kirana)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으로 Lion Air라는 항공회사 소유
주이다. 2013년에 민족각성당에 입당하여 민족각성당이 2014년에 2009년에 비해 2배가 넘
는 득표를 하는 데 기여하였다.
11) 하리 따누수디붸(Hary Tanoesoedibjo)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인으로 인도네시아 최대의
언론사인 MNC 그룹의 소유주이다. 하리는 민족양심당에 입당하여 4월의 총선에서 위란토
대표를 지원했으나 7월의 대선에서는 쁘라보워-깔라 진영에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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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NasDem, Partai Nasional Demokrasi)의 수르야(Surya Paloh)12) 대
표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 지도자인 달란(Dahlan Iskan)13)도 전형적인 정치
적 과두제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성공한 기업가이며 또한 영
향력 있는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어 소속 정당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apsell 2014, pp. 3-4). 나머지 세 개의 이슬람 정당들의 대표들도
인도네시아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로서 넓은 의미로는 정치적 과두
제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과두제는 기존 정당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새로운 혁신정당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2014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조꼬위 효과가 인도네시아의 ‘정당 과
두제(party oligarchy)’의 두꺼운 벽을 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Witoelar
2014).
정치적 과두제, 정당 과두제 그리고 정당 카르텔(party cartel) 등의 다양한
용어들은 인도네시아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
다(Hadiz and Robison 2013; Slater 2004; Winter 2013). 1998년의 민주화 이
후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당 정치를 독점하고 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과두제 멤버가 아
닌 조꼬위 후보가 2014년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꼬위 후보가 정치적 과두제의 벽을 허물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치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수르야 빨로(Surya Paloh)는 언론사들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기업가이며 이번에 족
자카르타 술탄과 함께 국민민주당(NasDem)을 창당하였다. 수루야 대표가 소유한 Metro TV
나 Solo Pos 등의 언론 매체들은 조꼬위 진영의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13) 달란 이스깐(Dahlan Iskan)은 민주당(PD)의 핵심 정치가로서 언론 재벌인 Jawa Pos 그룹의
소유주이다. 유도요노 정부에서 국영기업 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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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과연 인도네시아 선거가 집
권 정당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가
주로 정당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약 10%를 득표하여 2009년의 21%에
비해 지지율이 반으로 축소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참패는 현직
유도요노 대통령의 개혁 실패와 민주당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
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도요노 정부는 집권 1기(2004~2009)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루어 2009년에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바 있으나
제2기에는 심각한 부패 스캔들과 개혁 실패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14)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선거는 파웰(Powell 2004)이 주장한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와 재신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적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부
패에 연루되어 타격을 받은 또 다른 정당은 번영정의당(PKS; Partai Keadilan
Sejahtera)이다. 이 당은 민주적 당 운영으로 자카르타를 비롯한 도시의 이슬
람 중산층에게 선풍적 지지를 받아 2004년과 2009년 선거에서 약 8%의 지
지를 받으며 선전했다(김형준 2008; Mujani and Liddle 2010). 그러나 이번에
는 약 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이는 번영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이 예상되
었던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득표율이었다. 번영정의당 수뇌부의 부패스
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국회의원 선거
에서 정당의 부패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

14)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 개혁 안건들을 도외시한 채 외교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국
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약자인 SBY를
‘Saya Belum Yakin(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조롱하는 풍자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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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의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얻은 정당은 쁘라보워가 이끄
는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이다. 조꼬위 다음으로 지지도가 높은 쁘라보워의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조꼬위와 투쟁민주당을 긴장하
게 만들었다. 이 정당은 2009년의 4.5%에서 2014년에는 약 12%를 득표하여
제3당으로 도약하였다. 선거유세 기간에 쁘라보워 대표가 강조한 이슈는
‘강력한 인도네시아 건설’과 ‘외국 기업들의 경제적 독점을 철폐’하는 것으
로 민족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경제적 민족주의 정책은 쁘
라보워 진영이 대선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여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외국
인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유도요노 정부에서 외국기업들이 자원개
발 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
들이 우려하였다. 쁘라보워 대표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선거에서 적절하
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선거 캠페인은 또한 정권을 획득하여 자원개
발권을 독점하려는 기업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이슈이다. 2014년 총선에서 인
도네시아 대약진당의 도약에는 민족주의적 경제 이슈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도 인도네시아의 총선 결과는 조꼬위와 투쟁민주당에게는 약
간 실망스런 것이었다. 약 19%를 차지하여 제1당이 되기는 하였으나 예상보
다는 적은 득표율이었다. 선거가 임박하여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투쟁민주
당의 득표율은 25% 이상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4월의 총선은 조꼬위 효
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었다. 2012년의 자카르타 주
지사 선거에서 시작된 조꼬위 현상은 아직 전국적인 효과를 입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총선에서 조꼬위 효과는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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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했다. 투쟁민주당의 예상 밖의 부진은 조꼬위 현상에 대한 의구심
과 당내의 분란을 야기하였는데 조꼬위는 투쟁민주당 당료들의 비효율적 선
거유세 지원을 원인으로 꼽았고 핵심 당직자들은 조꼬위 효과에 대한 의구
심을 표출하였다(Drysdale 2014, p. 1; Singh 2014, p. 1).
세 가지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원인은 근본적으로 총선은 정당
과 정당 지도자의 선거라는 점이다.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 일가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고 조꼬위는 투쟁민주당에 속한 여러 정치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
였기 때문에 총선은 메가와띠 대표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
서 조꼬위가 4월의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원인은 조꼬위 현상이 인도네시아 매스미디어에 의해 과대
포장되었다는 점이다. 조꼬위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하던 다수의 언론사들이
4월 총선이 시작되면서 지지 정당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조꼬위에 대한 보
도를 줄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조꼬위를 비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꼬위
효과의 거품이 일정 부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원인은 투쟁민주당
이 조꼬위 효과를 총선 유세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전
문가들은 투쟁민주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Gammon 2014). 그 이유는 총선 이후에도 조꼬위 주지사의 지지
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7일 총선 당일에 실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꼬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43%였으며 27%를 기록
한 쁘라보워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Mietzner 2014). 쁘라보워
후보의 지지도가 연초에 비해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꼬위 주지사의 지
지도는 여전히 견고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꼬위 효과가 선
거 유세 기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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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민주당의 세 가지 잘못된 선거 전략들이 지적되었다. 첫째는 투쟁민
주당이 조꼬위 주지사를 너무 늦게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선거 유세에 투
입하였다는 점이다(Chen and Sailendra 2014, p. 1). 다른 정당들이 일찌감치
대통령 후보들을 정하고 총선에 매진한 것에 비하여 투쟁민주당이 조꼬위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선정한 것은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3월 14
일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이는 투쟁민주당이 선거 유세 직전까지 조
꼬위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하고 메가와띠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
서 선거유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Mietzner 2014, pp. 3-4). 투
쟁민주당 내에서 두 후보자 지지 세력간에 논란이 길어지면서 조꼬위 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둘째 원인으로는 메가와띠의 딸인 마하라
니(Puan Maharani)가 투쟁민주당의 선거를 총괄 지휘하면서 조꼬위 주지사
보다는 자신과 메가와띠 당대표를 선거유세의 전면에 내세웠다(Gammon
2014; Mietzner 2014). 실제로 투쟁민주당의 선거용 TV 광고에는 대선후보
인 조꼬위 주지사가 중심이 아니었고 메가와띠와 마하라니가 주역이었다.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느낀 투쟁민주당의 선거 관계자들이 항의를
하자 총선 2일 전부터 조꼬위 후보를 내세운 TV 광고가 시작되었다. 투쟁민
주당을 메가와띠 가문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전횡이 효
과적인 선거유세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쟁
민주당 내에서 조꼬위의 부상을 강하게 견제하는 핵심 세력이 있기 때문이
다. 특히 투쟁민주당의 실권자로 알려진 마하라니는 자신의 지도적 위치를
위협하는 조꼬위 주지사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Singh
2014, p. 2). 향후에 조꼬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투쟁민주당 내에서 자신
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내의 반목과 혼란은 7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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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유세를 효과적으로 치르는 데 방해요인이 되었다.
셋째로는 투쟁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
게 제한함으로써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7월에 있을 대선에서 활용하기 위
해 총선 유세에서는 당의 새로운 정책 발표를 유보한 것인데 이로 인해 조꼬
위를 비롯한 투쟁민주당의 선거 유세가 유권자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Mietzner 2014, p. 5).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
은 12개의 정당이 난립한 올해 총선에서 언론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정당들, 특히 쁘라보워 후보가 이끄는 인도네
시아 대약진당이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쁘라보워가 선거 유세에서 조꼬위는 경험
이 부족하여 국가를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이 없다는 공격으로 효과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꼬위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정치에
서의 부족한 경험을 선거 유세에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Singh 2014). 이러
한 대비되는 선거 과정은 상대적으로 쁘라보워의 지지도를 상승시켰고 반대
로 조꼬위의 지지도는 약간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15)
앞에 언급한 투쟁민주당의 전략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19%를 득표하여
2009년 선거에서 제3당이었던 투쟁민주당이 제1당으로 도약한 것은 조꼬위
현상이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
노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는 메가와띠 대표를 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세
워서 선거를 했다면 제1당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4월의 총

15) Saiful Mujani Research & Consulting(SMRC)의 4월 20~2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꼬위
가 51.6%, 쁘라보워 35.7% 그리고 부동층이 12.7%를 차지하였다. 조꼬위가 계속해서 15%
정도의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두 후보간의 차이는 연초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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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과가 투쟁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조꼬위의
영향력이나 지지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조꼬위
효과는 점차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투쟁민주당을 제1당으로 견인하는 중요
한 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투쟁민주당보다 조꼬위 후보의 개인 지지
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증거이다.

V. 2014년 대통령 선거:
정치적 리더십과 금권정치 그리고 조꼬위 효과
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인도네시아 정국은 빠르게 대선 정국으
로 전환되었으며 선거에서 제1당으로 도약한 투쟁민주당의 조꼬위와 제3당
이 된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의 쁘라보워가 선거 정국의 핵심이 되었다.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대통령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간
의 연합은 필수가 되었다. 어느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구성하
는 것이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념이나 종교 그리
고 정책보다는 정당지도자의 친분이나 정당 수뇌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
로 선택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정당
지도자간의 은밀한 담합을 ‘물소 거래 정치(politik dagang sapi)’라고 칭하며
비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3개의 정당연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투쟁민주당의 조꼬위 후보와 골까르당의 바끄리 대표 그리고 인도네시
아 대약진당의 쁘라보워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Singh 2014). 이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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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은 지난 4월의 총선에서 제1~3당을 차지한 바 있어 가능성이 높았으나
골까르당의 바끄리 대표의 지지도가 낮아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때는 이번
총선에서 크게 약진한 4개의 이슬람계 정당들이 연합하여 대선에 나서야 한
다는 제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이슬람 내부의 반목과 당선 가능성이 낮
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4년의 대선은 조꼬위 효과를 일으키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투쟁민주당 조꼬위 후보의 아성에 쁘라보워가 도전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4월 말에 조꼬위 후보는 도전자인 쁘라보워에
게 두 자리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조꼬위 후보
의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조꼬위 효
과의 거품이 일정 부분 제거되면서 지지율 확장이 정체되어 있었지만 조꼬
위 효과는 아직도 견고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꼬위 후보는 부
통령 후보로 골까르당의 유숩 깔라(Jusuf Kalla)를 지명하였다. 깔라는 제1기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기간(2005~2009)에 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기업가이
자 경험이 많은 정치가였다. 깔라는 또한 술라웨시(Sulawesi) 출신이라는 장
점과 함께 아체(Aceh) 분쟁을 잘 해결하여 이슬람 세력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골까르당의 총재를 역임하여 제2당인 골까르당을 연합
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가장 먼저 조꼬위-깔라(Jokowi-Kalla)
정당연합에 참가한 정당은 위란토(Wiranto) 대표가 이끄는 민족양심당이었
다. 이어서 국민민주당이 참여를 선언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계 정당인
민족각성당이 연합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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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의 정당연합

Prabowo SubiantoHatta Rajasa
(기호 1번)

대통령-부통령
후보 명단

Joko WidodoJusuf Kalla
(기호 2번)

대통령-부통령의 소속정당

Gerindra-PAN

PDIP-Golkar

연합정당
명단

Gerindra, PAN, PKS,
PPP, Golkar, PD

PDIP, PKB, NasDem, Hanura

국회의석 합계

353

207

국회의원 점유비율

63.04%

36.96%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KPU)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로서 조꼬위-깔라 연합은 207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여 전체의석의
37%를 달성하였다 (표-2 참고). 조꼬위-깔라 연합의 주요 구성원을 보면 메
가와띠, 깔라, 위란토, 수르야 등의 정치적 과두제 일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정당연합의 결성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의 쁘라보워 후보도 국민주권당16)의 총재인 하따
라자사(Hatta Rajasa)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하따는 제2기 유도요노
정부에서 경제조정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관료 출신이며 수마트라(Sumatra)
의 팔렘방(Palembang) 출신이다. 하따는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과 사돈관계
이기도 하다. 이어서 통일개발당(PPP; Partai Pembangunan Persatuan)과 번

16) 국민주권당의 고문위원회 의장인 라흐마띠 수까르노뿌뜨리(Rachmati Sukarnoputri)는 친언
니인 메가와띠가 이끄는 조꼬위-깔라 연합을 지지하지 않고 쁘라보워-하따 진영을 지지하
였다. 라흐마띠는 당의 선택과 혈족관계를 모두 거스르는 선택을 한 것인데 흥미로운 정치
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라흐마띠는 국민주권당의 당직에서 퇴출되었다
(Jakarta Post, 6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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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의당 등 2개의 이슬람계 정당들이 쁘라보워-하따 진영에 합류하였다.
이로 인해 쁘라보워-하따 연합은 201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35.8%를 확
보하였다.
위의 언급된 정당 연합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제2당인
골까르당과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 두 정당의
향배가 정당 연합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치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때는 두 정당이 연합하여 독자적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
나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재로 성사되지 못했다. 조꼬위 후보가 골까르당의
지도자인 깔라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기 때문에 골까르당은 자체적으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조꼬위-깔라 연합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사돈인 하따 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쁘라보워-하따 진영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되었다.17)
골까르당의 대표인 바끄리는 조꼬위-깔라 연합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도되
었으나 최종 결정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쁘라보워-하따 연합을 선택하여
충격을 주었다(Jakarta Post, 17 April 2014, 21 April 2014). 이로서 골까르당
은 깔라를 지지하는 세력과 바끄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되었다. 왜 바끄리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번복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
지 않았다.18) 온건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골까르당의 이념에 따르면 조꼬위17) 유도요노 대통령이 조꼬위-깔라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투쟁민주당의 대표인 메가와띠와 협
상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유도요노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화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2009년의 대선에서도 메가와띠는 유도요노에게 패해서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되었
다. 민주당이 중립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배경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18) 바끄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조꼬위-깔라 진영의 승리가 확정된 후에 골까르당 당
원들의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가를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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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 연합에 합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선
이유는 아마도 조꼬위 후보가 정당간의 연합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지분
할양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정당 정책
과 당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대표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 연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좋은 예이다. 조꼬위 후보가 정당 연합 과정
에서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담합 배제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한 정치적 행태
는 조꼬위 효과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구태를 타파하려는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조꼬위 후보의 개혁적 리더십이 젊은 계층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였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Kompas, 25 July 2014).
앞에 제시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골까르당의 합류로 쁘라보워-하따
진영의 국회의석 수는 292석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의석의 52%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오래되고 전국적인 탄탄한 조직망을 가진 골까르당의 이탈은
조꼬위-깔라 진영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Kingsbury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유보해버렸는데 아마도 중
립을 지키면서 향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선거 10일 전인 6월 30일에 쁘라보워-하따 연합을 지
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기회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다(Kompas, 1
July 2014).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민주당이 쁘라보워 진영을 선택할 때
에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도요노
정부의 선거관리 태도에 대해 어느 진영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공정성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
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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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은 조꼬위-깔라와 쁘라보워-하따 연합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조꼬위 후보와 쁘라보워 후보의 대결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흥미롭다. 먼저 조꼬위 후보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지지를 받
고 있는 반면에 쁘라보워 후보는 보수적이며 독실한 무슬림으로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한 지도력으로 인해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조꼬위 후보가 서민 출신의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면 쁘라보워 후보
는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 수하르또의 둘째 사위로 육군 중장에 까지 오른
전형적인 정치적 과두제의 멤버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둘의 대결은 현재 인
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권력과 과거 권력이 대결하는 최초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의 대선 결과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쁘라보워 후보가 당선
된다면 그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외국인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여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Aspinall 2014a; Kingsbury 2014).
정당 연합 과정에서 조꼬위 현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상대적으
로 득표력이 높지 않은 3개의 정당들만이 조꼬위-깔라 연합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조꼬위 현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정당연합 과정이 기존
정당지도자들과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조꼬위 효과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지
지를 발판으로 하는 것인데 기존의 정당지도자들은 조꼬위의 등장으로 피해
를 보고 있는 그룹이기에 협력보다는 경쟁 또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조꼬위 후보가 정당 연합의 조건으로 어떠한 정치적 흥정(politik
dagang sapi)도 거부했기에 골까르당과 민주당을 정당 연합에 참여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Gammon 2014). 조꼬위 후보가 인도네시아 선거과정에서 일

2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상화된 이러한 정치적 흥정을 거부한 것은 득표에는 불리한 것이지만 민주
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 행태였다.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담합을 답습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조꼬위 현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선거유세 기간 내내 정신적인 개혁을 외치는 조꼬위 후
보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꼬
위 효과는 실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선거 유세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조꼬위
후보의 깨끗하고 공정한 리더십에 공감하는 다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선 초기의 정당연합 과정에서 쁘라보워-하따는 5개의 정당을 규합하여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대선은 정당 연합
의 수와 국회의석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선 후보의 자질과 성향이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Aritonang 2014; Kingsbury 2014; Mujani and Liddle 2010, p. 41). 따라서 조
꼬위 후보가 계속해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다면 국회 의석의 열세는 큰 문
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꼬위 후보가 정당 연합 과정에서 정치적 흥정
에 매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당 연합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5번에 걸친 대선 후보간의 TV 토론회와
매스 미디어를 통한 후보자들에 대한 이미지 광고이다. SNS를 통한 선거 유
세는 도시의 중산층과 젊은 세대에게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 유권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면 영향력이 크지 못했다(Mujani and Liddle 2010).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영토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 지역을 돌며 유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곽 도서나 소도
시의 유권자들은 TV 토론에 큰 영향을 받는다. TV 토론은 후보자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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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식견을 가장 대중적인 메스미디어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토론은 6월 8일에 있었고 마지막
토론은 9월 5일에 끝이 났다. TV 토론을 취재하고 분석한 신문보도에 따르
면 처음에는 쁘라보워 후보가 관록을 자랑하며 유리한 듯 했으나 대체로 조
꼬위 후보가 차분하게 정책대안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TV 토론회에서
의 단골 이슈는 쁘라보워 후보의 과거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깔라 부통령
후보는 상대편 쁘라보워 대통령 후보가 시민운동가들을 납치하여 살해한 인
권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고 쁘라보워 후보는 답변 도중에 화
를 내기도 하였다. 이는 조꼬위-깔라 진영이 쁘라보워 후보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과거 전력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다.
이에 대항하는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조꼬위 후보의
종교적‧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꼬위 후보가 이슬람 신
자가 아니며 인종적으로 중국계 후손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에 입각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흑색선전(smear campaign)이었다. 이는 불리한 상
황에 있는 쁘라보워 진영이 사라(SARA)19) 이슈를 쟁점화한 것으로 보수 이
슬람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은 선거 전략과 관련
하여 쁘라보워의 정당인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의 기독교 조직과 중국계 인도
네시아인 조직이 전격적으로 상대편인 조꼬위-깔라 진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Jakarta Post, 1 July 2014). 이는 쁘라보워 후보가 예민한 SARA

19) SARA는 종교와 인종 이외에도 사회계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사회
에 있는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차이를 일컫는 용어로 대단히 민감한 이슈이다. 따라서
SARA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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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이용하여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소수자 지지자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흑색선전이 위력을 발휘하자 위협을 느
낀 조꼬위 지지자들은 젊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자카르타에서 10만여명이
운집한 대규모 록 음악회를 열고 “두 손가락 인사(Salam Dua Jari)”

20)

캠페

인을 벌여 조꼬위 후보를 지원하였다(Jakarta Post, 6 July 2014). 대선에서 기
호 2번인 조꼬위-깔라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적인 지지 운동이었다. 그동안
조용하고 소규모로 실시되던 조꼬위 지지자들의 선거 형태가 선거 유세 막
판에 대규모 행사로 표출된 것이다.
조꼬위 후보가 전국 각지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을
피하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데에만 주력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있다(Tapsell and Gammon 2014; van Klinken 2014). 그러
나 상대방인 쁘라보워 후보에 대한 비방을 거부한 것도 조꼬위 후보의 참신
한 선거 전략이었다. 인도네시아의 혼탁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네거티브 전
략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꼬위 효과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꼬위 후보가 향후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꼬위 후보가 성대하
고 화려한 선거유세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토론회나 기도회 중심으로 유세를
전개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조꼬위 후보가 대선에서
도 자신의 주특기인 블루수깐을 이용하여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는 의미인데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유세 전략은 솔로 시

20) 대선 막바지에 인도네시아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두 손가락 인사가 유행한 이유는 정당연
합 기호 2번인 조꼬위-깔라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었다. 조꼬위를 지지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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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었으
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선에서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없었다. 또한 이
러한 소규모 유세 형태는 쁘라보워 후보의 거대하고 과장된 군대 열병의식
과 같은 선거유세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군대식 선거유세는 쁘라보워 후보가 주장하는 ‘강력한 인도네시아 건설’ 캠
페인과 잘 어울렸고 매스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두 후보의 경력
과 성향이 크게 다르듯이 선거유세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조꼬위-깔
라 진영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투쟁당 내의 갈등과 통합되지
못한 선거조직 등으로 인해 선거 유세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Tapsell and Gammon 2014). 따라서 조꼬위 진영의 지지도는 답보 상태인
반면에 쁘라보워 진영이 점차 부동층을 흡수하면서 지지도 격차가 점점 줄
어들었던 것이다(Jakarta Globe, 6 July 2014).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두 진영간의 지지율 격차는 아주 미세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조꼬위-깔라 연합이 약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거 초
반에 보였던 두 자리 수의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사이풀
무자니(Saiful Mujani) 여론조사 기관이 6월 30일부터 7월 3일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꼬위 진영이 2.7%를 앞서고 있지만 부동층이 7.5%에
달해 선거는 혼전의 양상이었다.21) 선거일인 7월 9일에는 쁘라보워 진영이
역전할 수 있다는 기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쁘라보워 진영의 ‘강력한 인
도네시아 건설’ 슬로건과 자금을 동원한 효과적인 선거유세가 일정부분 효

21) 자세한 것은 Saiful Mujani Research & Consulting(SMRC) (2014) “Jarak Menipis, Demokrasi
Diuji.” http://www.saifulmujani.com/blog/2014/07/08/jarak-menipis-demokrasi-diuji#.U-97By
Hlrrc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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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았던 것이다. 6월 30일에 그동안 태도를 유보해왔던 인도네시아 민
주당이 쁘라보워-하따 연합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였는데 쁘라보워-하따
진영의 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을 반영한 기회주의적인 결정으로 보
였다(Kompas, 1 July 2014). 호주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6월 17일에 발표한
글에서 “인도네시아가 칼끝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선에서 조꼬
위 진영의 우세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Aspinall 2014a).
외부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에 극단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쁘라
보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표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선거유세 형태의 차이만으로 두 진영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쁘라
보워-하따 진영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요인은 무엇일까? 선거 중반부
터 시작된 쁘라보워 돌풍은 조꼬위 현상과 함께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중요한
분석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4년의 대선에서 쁘라보워 돌풍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뿐만이 금권정치와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하
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쁘라보워 돌풍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쁘
라보워-하따 진영의 풍부한 자금력이다. 쁘라보워 가족은 수하르또 집권 시
기에 부를 축적한 인도네시아 재벌 중의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금권정치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선거는 금권 선거의 경향이 강한데 이는 정치적 과두제가 번성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마을이나 지역 공
동체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금권 정치가 광
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형준 2008). 2014년의 선거에서도 정당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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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원들을 동원하고 이들을 통해 유권자들을 모으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Aspinall 2014b). 그러나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비공식적 또는 부
정하게 사용된 자금의 사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지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고 선거
유세에 투입한 쁘라보워 진영은 대선 유세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후보자가 건네는
금품을 받겠다는 유권자가 2009년에 40%에서 2014년에 69%로 증가하였다
(Tempo, 28 March 2014).22) 금권정치가 점차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조꼬위깔라 진영은 선거 유세 막판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의 총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투쟁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조꼬위
후보가 자력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꼬위는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신인이기에 아직 정치권과
경제계에 자금 조달을 위한 충분한 인맥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조
달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쁘라보워가 가진 자금력의 우세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매스미디어 유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7월 9일의 선거
를 앞두고 후보자의 이미지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내보낼
수 있다면 후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22) Tempo, “Survey: 2014 Election Prone to Money Politics.” 26 March 2014. 이 보도는
Lembaga Survey Indonesia(LS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시작된 시
점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의 금권정치에 대한 관용성을 보여주
는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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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넓은 영토와 1억 5천만의 유권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대선에서 매스미디
어, 특히 TV를 통한 선거유세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김형준 2008, p. 37).
또한 쁘라보워-하따 진영이 소유한 TV 방송국이 인도네시아 전체 TV 시장
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조꼬위-깔라 진영이 소유한 TV 방송국은 겨우 2%
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진영간의 미디어 선거전은 쁘라보워
진영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쁘라보워 진영이 소유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조꼬위-깔라 후보의 약점이나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자기 진영
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부동층을 흡수하는 데 유리한 것이다. 이
러한 매스미디어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은 이번 대선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
났으며 인도네시아 정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쁘라보워-하따 진영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진
행한 ‘흑색선전(smear campaign)’을 꼽을 수 있다. 쁘라보워 진영은 조꼬위
후보의 경험 부족과 실권이 없는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꼬위
가 투쟁민주당의 대표인 메가와띠의 대리인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기에 대통
령 당선 후에 약속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Singh 2014). 이는
사실 흑색선전은 아니다. 조꼬위 후보가 국가 차원의 정치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메가와띠 대표의 후견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사실이
고 향후에 메가와띠의 정치적 권한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
다. 흑색선전의 핵심은 조꼬위 후보가 무슬림이 아니며 중국계 혈통이라는
것이다.23)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종교 문제는 예민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이
는 정서적으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묵계가 있
23) 자세한 것은 Tapsell, Ross and Gammon Liam (2014), “Field Notes on the Jokowi Campaign,”
New Mandala, 4 July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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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쁘라보워 진영이 유세 현장에서 조꼬위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쁘라보워 진영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
진 ‘국민의 횃불(Obor Rakyat)’이라는 타블로이드 잡지가 이를 특집으로 기
사화하여 자바의 이슬람 지도자와 학교들에 대량 배포하였다(Jakarta Post,
23 June 2014).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보려는 쁘라보워 진영이 인도네시아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교와 인종문제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인도네시아의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조꼬위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거
부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조꼬위 후보는 선거 유
세에서 쁘라보워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
고 오직 정신 개조,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건설과 같은
포지티브 전략으로 일관하였다.

표 3.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의 집계 결과
(단위: %)

대통령-부통령
후보 명단

Prabowo SubiantoHatta Rajasa

Joko WidodoJusuf Kalla

연합정당
명단

Gerindra, PAN, PKS,
PPP, Golkar, PD

PDIP, PKB, Nasdem, Hanura

국회의원
선거득표율

60.03

39.97

대통령
선거득표율

46.85

53.15

승리한 지역구 숫자

서부 자바를 비롯한 10개 주

자카르타를 비롯한 27개 주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KPU)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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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진영은 이러한 흑색선전에 대해서 대체로 무시하거나 간단한 대변
인 성명으로 부인하는 미온적인 대응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구시대적 흑
색선전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러한 조꼬위 진영
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조꼬위 진영의 희망과는 다
르게 흑색선전은 직접적으로 조꼬위 후보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쁘라보워 후보는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6월 18일에
자카르타 포스트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꼬위 지
지도가 5월 중순에 32.5%에서 6월 중순에 31.8%로 소폭 내려갔고 쁘라보워
지지도는 같은 기간에 11.4%에서 19.8%로 크게 올라갔다(Jakarta Post, 18
June 2014).24) 조꼬위 후보의 지지율 감소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흑색
선전으로 인해 쁘라보워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이었다. 사
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조꼬위 후보는 선거 캠페인이 다 끝나
고 휴식기간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여 자신이 종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려 하였다.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7월 22일에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에서 발표
된 공식선거 결과에 따르면 조꼬위-깔라 연합이 약 6% 정도를 이겼다. 쁘라
보워-하따 연합이 선거 유세 막판에 추격하였으나 역전에 성공하지는 못했
다. 조꼬위-깔라 연합은 전국의 37개 선거구 중에서 27개 주에서 승리하였으
며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교포들

24) Jakarta Post “Smear Campaign Impacts Jokowi Approval Rating.” June 18, 2014. 이 신문보도
가 인용한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분석에 따르면 조꼬위 후보에 대한 종교적인 흑색선
전은 효과가 있으나 쁘라보워 후보에게 제기된 인권탄압 문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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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표에서도 승리하였다. 득표의 질이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조꼬위깔라 연합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꼬
위-깔라 연합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 40% 득표하는 데 그쳤으나 대선에
서는 13%가 더 많은 53%를 득표했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개인적인 리더
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리들(Liddle)과 무자니(Mujani)의 주장에 부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꼬위 후보가 보여준 개혁적이고 서민친화적 리
더십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한 선거기간 내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벌여 조꼬위 후보가 정치개혁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또한 전체 유권자의 75%가 투표에 참여하여 2009년보다 약
5% 정도 투표율이 증가하였는데 조꼬위 현상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증가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Kompas, 24 July 2014).

Ⅵ. 결론
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과 문제
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실시되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점차 공고화되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다. 현재의 유도요노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하여 선거 과정에서 커다
란 불공정 시비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국의 지난 대선이 국가 기관의 불공정한 선거 개입으로 논란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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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이번 선거는 공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월
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세력을 대표했던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이 참
패하였고 야당이었던 투쟁민주당과 인도네시아 대약진당을 제1당과 제3당
으로 도약시켰다. 조꼬위 후보와 쁘라보워 후보는 개인적인 인기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선거의 순기능의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월의 대선
에서 조꼬위라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서 민의가 반영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투쟁민주당 출신의 조꼬위 신임 대통령의 선출
은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파웰(Powell)이 제시한 민주주
의의 선거 기능을 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7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꼬위 효과로 지칭되는
조꼬위 후보의 개혁적이고 서민중심적인 리더십은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효
과를 발휘했다. 조꼬위 효과가 아니면 정당연합의 열세와 흑색선전 등을 이
겨낸 조꼬위 후보의 승리를 설명할 수 없다. 비록 조꼬위 효과가 투쟁민주당
의 내부적 통합의 문제와 자금력의 부족 그리고 비효과적인 선거 유세 방법
으로 인하여 지지 세력의 확장에 실패한 측면이 있었으나 깨끗한 선거 유세
를 통하여 민주화를 지지하는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당 연합 과정에서 정치적 담합을 거부하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는 참신하고 개혁적
정치 행태들은 조꼬위 효과의 핵심 가치들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권선거와 원색적인 흑색선전이 중
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라 할 수 있다. 정치적 과두제 멤버들이 다수 포진한 쁘라보워 진영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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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막판에 돌풍을 일으키며 지지율 격차를 줄인 것이 금권선거와 흑색선
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종교와 인종 등을
활용한 흑색선전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이다. 아울러 금권선거와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의 재정적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공정한 선거를 방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2009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선거제도가 정당연합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제도화하고 있어 정
치적 과두제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Sherlock 2009). 이번
대선에서도 조꼬위-깔라 정당 연합에 속한 메가와띠, 깔라, 위란토, 수르야
등의 많은 정치적 과두제 멤버들이 10월에 출범하는 조꼬위 정부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메가와띠 투쟁민주당 대표가
정치신인에 가까운 조꼬위 대통령을 조종하는 현상, 즉 조꼬위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루머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꼬위 대통령
은 실권을 장악하고 이들 정치적 과두제 멤버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여러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Hadiz and Robison 2014;
Winters 2011). 조꼬위 후보가 기존의 정당보다는 혁신적인 정당을 창당하여
대선에 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으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 자금 부족과 신생 정당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런 측
면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기존 정당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민주주의 발
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슬레이터(Slater 2004)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조꼬위 후보가 쁘라보워 진영이 주도했던 금권 정치와 흑색 선전을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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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
로 보인다. 조꼬위 신임 대통령이 주도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적 불평등
을 해결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문제점들은 점차 해결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조꼬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도네시아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조꼬위 대통령의 다양한
개혁정책들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도네시아 의회를 장악
한 쁘라보워 진영의 야당세력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조꼬위 정부에서
연합정권에 참여할 정치적 과두제 멤버들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제
약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꼬위 신임 대통령이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공고화시키는
것은 그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216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영훈. 2014. ｢친서민 개혁정치의 시작: 여소야대 정국, 화교자본 등 개혁추진 걸림돌｣.
Chindia Plus, Vol. 96, pp. 10~12.
김형준. 2008. ｢인도네시아의 선거과정: 2004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pp. 99~134. 신윤환 엮음.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이현우. 2008. ｢동남아의 선거제도와 과정: 이론적 검토｣.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pp. 11~38. 신윤환 엮음.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최난경. 2008. ｢인도네시아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변동의 역동성｣.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pp. 71~98. 신윤환 엮음.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영문자료]
Aspinall, Edward. 2013. “Popular Agency and Interests in Indonesia’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donesia, Vol. 96, pp. 101-121. (October)
. 2014a. “Indonesia on the knife’s edge.” Inside Story, 17 June. http://inside.org.au/
Indonesia-on-the-knifes-edge/(검색일: 2014. 7. 3).
. 2014b. “Money Politics.” Inside Indonesia, No. 116 (April-June), pp. 1-5. http://insideindonesia.org/weekly-articles/ money-politics-2/(검색일: 2014. 8. 12).
Aspinall, Edward, Mietzner, Marcus. 2010. eds. Problems of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elections, Institutions and Society. Singapore: ISEAS.
Aritonang, Margareth. 2014. “It’s Official: SBY backs Prabowo.” Jakarta Post. (July 1)
Baswedan, Anies R. 2004. “Political Islam in Indonesia: present and future trajectory.” Asian
Survey, 44(5), pp. 669-690.
Chen, Jonathan, Emirza Adi Syailendra. 2014. “Jokowi and Indonesian Democracy.” The
Diplomat, pp. 1-3. (April 11)
Diamond, Larry. 2010. “Indonesia’s Place in Global Democracy.” In Edward Aspinall and
Marcus Mietzner eds. Problems of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pp. 21-52. Singapore:
ISEAS.
Drysdale, Peter. 2014. “Indonesia’s Poll and Presidency on a Coalition Course…and the Thais

2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that bind.” East Asia Forum. (April 14)
Fealy, Greg. 2011. “Indonesian Politics in 2011: democratic regression and Yudhoyono’s regal
incumbency.”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7(3), pp. 333-353.
Ford, Michele, Pepinsky, Thomas B. 2013. “Beyond Oligarchy? Critical Exchanges on Political
Power and Material Inequality in Indonesia.” Indonesia, No. 96, pp. 1-9. (October)
Fukuda, Yuki. 2013. “Oligarchy and Democracy in Post-Suharto Indonesia.”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11, pp. 52-64.
Hadiz, Vedi, Richard Robison. 2014. “President Jokowi vs Oligarchy.” New Mandala, 10 July.
http://asiapacific.anu.edu.au/newmandala/2014/07/10/(검색일: 2014. 8. 2).
Hadiz, Vedi R., Robison, Richard. 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Oligarchy and the
Reorganization of Power in Indonesia.” Indonesia, Vol. 96, pp. 35-57.
Hamid, Sandra. 2012. “Indonesian Politics in 2012: Coalitions, Accountability and the Future
of Democracy.”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8(3), pp. 325-345.
Gammon, Liam. 2014. “What Indonesia’s Legislative polls do and don’t mean.” East Asia
Forum. (April 12)
Gammon, Liam. 2013. “Jokowi or Bust.” East Asia Forum. (December 25)
Giggacher, James. 2014. “Presidential Election a Page Turner” New Mandala. (July 30)
http://asiapacific.anu.edu/newmandala/2014/07/30/presidential-election-a-page-turner/
(검색일: 2014. 8. 14).
Gunn, Geoffrey C. 2013. “Indonesia in 2012: An Electoral Democracy in Full Spate.” Asian
Survey, 53(1), pp. 117-125.
. 2014. “Indonesia in 2013: Oligarchs, Political Tribes, and Populists.” Asian Survey,
54(1), pp. 47-55.
Jakarta Globe. 2014. “Confident Jokowi shows True Colors in final presidential debate.”
(July 6)
Jakarta Post. 2014. “Gerindra’s Christian, Chinese wings support Jokowi-Kalla.” (July 1)
Kimura, Ehito. 2011. “Indonesia in 2010: A Leading Democracy Disappoints on Reform.”
Asian Survey, 51(1), pp. 186-195.
. 2012. “Indonesia in 2011: A Glass Half-Empty.” Asian Survey, 52(1), pp. 186-194.
King, Dwight. 2003. Half-hearted Reform: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Indonesia. London & New York: Praeger.

‧ 218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꼬위(Jokowi) 효과

Kingsbury, Damien. 2014. “Jokowi, Democracy Winners in Indonesia’s Tightening Presidential
Race.” East Asia Forum. (June 19)
Liddle, R. William. 2013. “Improv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 Indonesia: Toward a
Theory of Action.” Indonesia, Vol. 96, pp. 59-80.
Liddle, R. William and Mujani, Saiful. 2007. “Leadership, Party, and Religion: Explaining
Voting Behavior in Indones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7), pp. 832-57.
Majeed, Rushda. 2012. “Defusing a Volatile City, Igniting Reforms: Joko Widodo and
Surakarta, Indonesia, 2005-2011.” Innovations for Successful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http://www.princeton.edu/successfulsocieties(검색일: 2014. 6. 23).
Masudi, Wawan. 2014. “The Local-merit President” New Mandala, 29 July. http://asiapacific
anu.edu.au/newmandala/2014/07/29/the-local-merit-president/(검색일: 2014. 8. 4).
McRae, Dave. 2013. “Indonesian Politics in 2013: The Emergent of New Leadership?”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9(3), pp. 89-304.
Mietzner, Marcus. 2010. “Indonesia in 2009: Electoral Contestation and Economic Resilience.”
Asian Survey, 50(1), pp. 185-194.
. 2014. “Jokowi: Rise of a polite populist.” Inside Indonesia, No. 111, April-June.
Mujani Saiful, Liddle, William. 2010. “Indonesia: Personalities, Parties, and Voters.” Journal
of Democracy, 21(2), pp. 35-49.
Palatino, Mong. 2014. “The Jokowi Effect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 May 16.
Powell, G. Bingham. 2004. “The Quality of Democracy: the Chain of Responsiveness.”
Journal of Democracy, 15(4), pp. 91-105.
Singh, Belveer. 2014. “Indonesia’s next president: Will Jokowi prevail?” The Nation. (May 6)
Slater, Dan. 2004. “Indonesia’s Accountability Trap: Party Cartels and Presidential Power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donesia, Vol. 78, pp. 61-92.
Sukma, Rizal. 2010. “Indonesia’s 2009 elections: defective system, resilient democracy.” In
Edward Aspinall and Marcus Mietzner eds. Problems of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elections, Institutions and Society, pp. 53-74. Singapore: ISEAS.
Tapsell, Ross. 2014. “The Jokowi Phenomenon.” Inside Story, January 16. http://inside.org.
au/the_jokowi_phenomenon(검색일: 2014. 6. 25).
Tapsell, Ross, Gammon, Liam. 2014. “Field Notes on the Jokowi Campaign,” New
Mandala, 4 July. http://asiapacific.anu.edu.au/newmandala/2014/07/04/notes-on-

21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the-chaotic-jokowi-campaign/(검색일: 2014. 8. 4).
Tribun News. 2014. “Mega dan Puan Dominasi Ruang Publik, Penyebab Jokowi Effect
Minimal.” (April 10)
Van Klinken, Gerry. 2014. “A Citizen’s President” New Mandala, 1 August. http://
asiapacific.anu.edu.au/newmandala/2014/08/01/a-citizen-president/(검색일: 2014. 8. 14).
Winters, Jeffrey A. 2011. “Who will tame the oligarches?” Inside Indonesia, No. 104,
April-June, pp. 1-3.
. 2013. “Oligarchy and Democracy in Indonesia.” Indonesia, No. 96, pp. 11-33. (March)
Witoelar, Wimar. 2014. “The ‘Jokowi effect’: No breakthrough in Party Oligarchy.” Jakarta
Post. (April 11)
[관련자료]
Kompas(인도네시아어 일간지)
Jakarta Globe(인도네시아 영자일간지)
Jakarta Post(인도네시아 영자일간지)
Tempo(인도네시아 주간지)

‧ 220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오 진 환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Ⅲ. 한국의 원조환경 및 대(對)캄보디아 원조
Ⅳ. 결론 및 나아갈 방향

Ⅰ. 서론
원조에는 목적이 분명하다. 특히 국가차원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일반적인 구호활동에 비해 훨씬 분명한 목적을 지
니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며 평가된다. 한 나라의 세금이 다른 나라
의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ODA의 특성상 원조를 통해 원래 지향했던 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묻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논의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간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
행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Acharya et 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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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Knack and Rahman(2007, p. 178) 등은 급증하는 공여국의 수가 지나치
게 많을 경우 공여국간 또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조정비용 (transaction
cost)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견지에서 Birdsall(2004, p 22)은 공
여주체들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조건,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비용은 상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나라별로 원조의 효과성이 극명히 나뉜다. 마셜 플랜으
로 2차 대전 복구를 한 유럽국가들이나 1950년대 이후 한국, 타이완을 포함
한 동아시아국들은 대규모 원조를 받았고 이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다. 원조가 이들 국가의 성장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여러 통제변
수의 사용여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주목할 점은 성공사례들로 지목되
는 경우의 대부분이 40~50여 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며 최근의 경우는 좀
처럼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액수의 원조가 투입되
어도 경제성장과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기 때문에 원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
도 있다. Knack and Rahman(2007, p. 186)에 따르면 소위 공여국의 원조확산
(proliferation)1) 은 1975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 수원
1) Proliferation은 공여국이 다수의 수원국들에게 원조를 주는 상태를 의미하고 fragmentation은
수원국이 다수의 공여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Fragmentation은 “분절”로 주
로 번역되고 있지만 proliferation은 아직 통일된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확산”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Nuclear Proliferation이 핵확산이라
고 번역된 데에서 착안했다. 산발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원조의 경우에도 잘 맞는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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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감당해내야 할 조정비용도 급증하게 되었다. 소위 원조피로 (aid-fatigue)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Acharya et al.(2006, p. 1)은 타이완에 대한
원조정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주요공여국이 미국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견지에서 오진환(2014, p. 119)은 원조 수원국으로
서 한국이 19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90% 가량의 원조를 미국과 일본에서
받았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분명 현재의 원조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OECD의 개
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는 2009년
가장 최근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의 공여국들이 있으며 여기에 가
입되어 있지 않은 공여국들도 다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나 NGO들에 의한
다자 원조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에 비해 개발도상국 예산에서 원조
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동시에 원조의 출처가 수십 개의 다자
공여국과 수백 개의 NGO 및 국제기구로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
운 것이 아니다.2)
이렇게 공여국의 원조확산과 수원국의 원조분절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Acharya et al.(2006, p. 11)는 공여국의 원조관련 예산이 급증한 것을 꼽고
있다. 즉, 공여국의 급증하는 원조예산이 확산을 야기하고 수원국의 원조분
절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 저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

2) Acharya et al.(2006, p. 2)은 한 예로 2002년 베트남에서 25개의 공여국, 19개의 국제기구,
350개의 국제 NGO가 활동 중이며 이들이 진행하는 총 프로젝트는 8천여 개이고 프로젝트
하나당 약 9천 명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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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공여국에서 원조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소
위 컨트롤 타워의 존재인데 이는 한국과 같이 단기간에 걸쳐 원조예산이 급
증하고 있는 소위 신흥공여국(emerging donor)에 특히 중요한 레슨으로 다가
오고 있다. 실제 한국은 OECD DAC의 요구조건인 ODA/GNI 비율 0.7%를
충족하기 위해 원조 관련 분야에 예산을 상당한 정도로 분배했으며, 이는 현
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예산은 통일된 채널을 거치지 않고 여러 정부부처
로 흘러 들어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수원국
의 원조분절화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원조예산과 공여국의 원조확산의 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Acharya e. al.(2006, p. 13)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연구가 1999~2001년간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돌린데 비해 본 연
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23개 공여국의 과거 52년간
(1960~2011)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료 분석 후에는 원조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좀 더 깊게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수원국인 캄보디아의 사례 중에서 무상원
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분야의 ODA의 분절화를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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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분절되고 중복된
사업들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화(harmonization)는 2005년 소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채택된 이래 2007년 가나 아
크라와 2009년 대한민국 부산에서의 원조 고위급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인
식되어 왔다. 이는 곧 원조 분절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도입부에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원조 환경에서는 수많은 공여주
체들에 의해 원조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과 규정을 가지고 수원
국에서 중복 집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원조 분절화의 근본 원인으로
써 Archarya et al.(2006, p. 5)은 공여국의 원조 관련 예산 증가를 꼽고 있다.
[표 1]에 나타나듯, 원조 예산이 증가할수록 한 공여국당 지원하는 수원국의
수는 확연히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원조예산과 원조확산과의 관계
(단위: 백만 미국달러, 현재 가격)

Average number of recipients
by donor

Average annual aid disbursed
(US$ million, current price)

1960
-69

1970
-79

1980
-89

1990
-99

2000
-11

1960
-69

1970
-79

1980
-89

1990
-99

Australia

33

57

83

91

100

Austria

47

73

88

102

111

11.92

53.02 158.30 464.91

762.43

Belgium

37

85

95

102

105

79.27 258.04 360.86 523.32

1272.84

129.91 357.43 592.41 781.54

2000
-11
18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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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Average number of recipients
by donor

Average annual aid disbursed
(US$ million, current price)

1960
-69

1970
-79

1980
-89

1990
-99

2000
-11

1960
-69

1970
-79

Canada

59

78

103

114

122

127.72

499.38 1163.73 1558.05 2614.10

Denmark

34

73

75

94

96

11.64

136.56

Finland

-

59

85

91

104

0.65

25.26

France

33

71

98

116

121

711.09 1207.80 3283.66 5590.11 6343.34

Germany

77

92

104

119

122

397.64 1225.84 2793.34 5625.42 6279.65

Greece

-

-

-

38

107

-

-

Ireland

-

19

46

93

99

-

3.23

Italy

61

78

89

102

109

Japan

51

86

103

120

124

Korea

-

-

26

118

122

-

-

2.61

100.43

467.39

Luxembourg

-

-

24

82

95

-

-

7.45

56.96

203.05

Netherland

32

91

99

116

110

70.56

New Zealand

-

37

46

81

89

5.40

36.39

61.16

Norway

30

69

87

105

110

6.03

126.02

446.63

Portugal

6

-

3

40

68

26.49

-

34.25

Spain

-

-

37

93

111

Sweden

34

60

75

106

104

26.85

366.05

Switzherland

59

85

94

105

106

9.09

72.74

UK

81

96

101

112

114

396.88

USA

80

79

90

113

123

83.39

1980
-89

1990
-99

2000
-11

362.93 1000.61 1525.16
227.28

18.62

320.55

541.93

34.62

202.96

90.91

525.28

60.70 1248.34 1253.66 1257.27

219.47 1056.78 4115.80 8966.97 6991.61

-

543.05 1219.36 2102.87 3768.58

66.00

189.40

91.17

198.48

913.59 2273.60
182.92

331.68

855.61 2409.68

818.28 1423.70 2443.01
315.05

751.38 1345.94

692.88 1123.84 2040.81 6168.87

3120.35 3104.10 6643.20 8992.45

20014.9
5

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공여국 대상.
자료: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ECD stats.oecd.org/qw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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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표 1]에 제시된 23
개 공여국의 52년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세웠다.

IDPjt=β0+β1lnbudgetjt-1+β2lnmeanGNIjt+εjt

(1)

IDP는 공여국 j (j=1,...24)의 확산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Acharya et al
.(2006)과 같이 Hershman-Hirfindahl 지수(HHI)를 써서 측정하였다. HHI는
집중도를 계산하는 지수로서 여러 섹터에 나누어진 각 섹터의 비율의 제곱
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역으로 하면 확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각 공여국이 수원국에 지원하는 원조액 비중을 계산하여 각각의 제곱의
합을 역수로 해서 각 공여국의 원조확산정도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설명
변수로 쓰인 Lnbudget은 공여국의 원조예산의 로그값인데, 공여국의 원조예
산이 원조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차가 있으며 계량분석에서의 내생성
(endogeneity) 및 역인과관계(reverse-causality)를 피하고자 1년 래그한 값을
변수로 사용했다(내생성 문제를 감안해서 래그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해 보기도 하였으나 결과가 매우 비슷하여 본 논문에는 싣지 않았다).
LnmeanGNI는 통제변수로서 원조 수원국의 GNI의 로그값인데, 한 공여국
당 다수의 수원국이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취했다. 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같은 액수의 원조라도 원조 성격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수원국에 집중된다
든지 반대로 경제적으로 작은 여러 수원국에 확산된다든지 하는 영향을 통
제할 수 있다.
결과는 [표 2]에 있다. Hausman Test를 해본 결과 고정효과와 랜덤효과 간
의 체계적인 차이(systematic differences)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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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모두 소개했다. 또한 1975년부터 원조확산이 본격화되었다는
Morss(1984)의 주장에 따라 모든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뒤 1975년을 기준
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해보기도 했다.

표 2. 식 (1)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분석방법

고정효과

랜덤효과

종속변수:
IDP

(1)
all

L.ln_budget

0.177***

0.088

(0.052)

(0.129)

(0.051)

0.207

0.536

(0.127)

(0.425)

-5.937**

-12.319

(2.425)

(8.988)

ln_meanGNI

constant

(2)
(3)
1960~1975 1976~2011

(4)
all

(5)
(6)
1960~1975 1976~2011

0.179*** 0.170***

0.052

0.173***

(0.045)

(0.062)

(0.041)

0.022

0.211*

0.607*

0.015

(0.135)

(0.118)

(0.318)

(0.117)

-1.389 -5.919**

-13.370*

-1.111

(7.415)

(2.413)

(2.634)

(2.399)

주: 괄호 안은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임.
***, **, *는 각각 1%, 5%, 10%의 p값을 두고 유의미한 정도를 나타 냄.
자료: 설명변수: aid budget,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recipients mean
GNI, World Bank WDI.

분석결과, 예상대로 공여국들의 원조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원조확산이 확
연히 나타났다. 연도를 두 파트로 나눈 분석에서도 두 번째 파트의 계수가
더 크고 결과도 더 유의미하게 나와 Morss(1984)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표시한 [그림 1]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번째 파트의 회귀선 기울기
가 첫 번째 파트의 기울기보다 가파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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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산과 원조확산도 간 산포도 및 회귀선
60

40

20
IDP
0

-20
14

16

18

In_budget

IDP
1960~75

20

22

24

all
1976~2011

Ⅲ. 한국의 원조환경 및 대(對)캄보디아 원조
원조확산이 보편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한국이 주요 원조 수원국
중 하나였던 1950~60년대와는 사뭇 다르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과 일본 두
공여국으로부터 90% 이상의 원조를 받았는데(표 3 참고), 오진환(2014, p.
119)은 이것이 공여국간의 조정비용(transaction cost)를 줄여 원조효과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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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원국으로서의 한국의 ODA

한국의 주요 공여국 1, 2위 순위 및 비중(%)

GNI대비
ODA(%)

1위

2위

한국의 수원순위

1위+2위

미국

일본

1965

7.20

미국

59.56

일본

34.56

94.13

4

2

1966

5.34

미국

68.94

일본

25.89

94.83

5

3

1967

5.32

미국

60.71

일본

33.69

94.40

4

3

1968

4.05

미국

64.39

일본

26.94

91.33

5

4

1969

4.44

미국

49.41

일본

45.32

94.73

3

1

1970

3.05

미국

48.76

일본

46.20

94.96

5

2

1971

3.28

일본

52.31

미국

39.73

92.04

4

1

1972

3.40

미국

52.04

일본

41.23

93.26

2

1

1973

2.06

일본

61.40

미국

26.72

88.12

8

1

자료: Oh(2014).

이는 [표 1]에 나타나듯이 원조예산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수원국의 숫자
가 급증해 온 것과 상반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예산 증가율은 과거 20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원조 총액 자체는 아직 OECD DAC 회원국
과 비교했을 때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므로, 원조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하
나의 원조수원국에서 한국의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표 4]를 보면 한국은 26개나 되는 소위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
만 한국 입장에서야 이들이 ‘중점’ 협력국일 뿐 해당 수원국 입장에서는 마
이너한 공여국 중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페루는 2003년
이래 매년 한국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이 되어 왔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액은 이들이 받는 원조 총액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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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이 수치는 5%를 넘지 않는다.3) 해
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들 중 매년 한국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왔
고 원조액 1, 2위를 다투는 캄보디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표 4. 한국의 중점협력국과 한국의 원조액이 이 국가들의 원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0년 기준)
(단위: %)

아시아
(중앙
아시아
제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원조
비중
2.4
4.4
0.7
5.3
10.1
1.9
4.0
2.6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

*

*

*

*

*

*

*

11.1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프리카

남미

*
*
*

*
*

*
*

*
*
*
*

*
*
*
*

0.3
0.3
0.2
0.6
1.1
5.8
0.7

주: *표시는 해당 연도에 한국이 해당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했음을 나타냄.
자료: Oh(2014).

3) 총예산이 아닌 프로젝트당 예산의 경우 한국의 ODA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부록 1]을 보면 KOICA에 의해 시행된 HRD센터건립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745만 달러다. School and Facilities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22개의 사업 중 한국 사업으로는
유일한데(일본 사업은 18개),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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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1970년대 중반 폴 포트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수백만이 학살
당한 소위 킬링필드라 불리는 비극을 겪었다. 특히 당시 지식인층이 큰 피해
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 고등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 분야의 정책 결정권을 지닌 정부 고위 공무원의 대부분은 50세 이후의 인
력들이지만 정작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크메르 루즈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고 1980년대 러시아에서 교
육받은 현재 40대 초, 중반의 소위 고등교육 1세대 및 크메르 루즈 시절 유년
기를 보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공부한 현재 30대 중, 후반의 2세
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4). 하지만 고등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룰 만한 인력
이 매우 부족하고, 자원,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5).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기초교육부터 지원하여 기본적으로 문맹률 등을 떨
어뜨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교육 ODA 프로젝트와는 달

4) 1980년대에는 러시아 유학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1993년 내전이 종식
되고 문호가 개방된 이후로는 일본이 제 1 원조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유학이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왕립 프놈펜 대학의 Chet Chealy 총장은
이 두 세대를 혼합한 경우로, 1980년대 후반 러시아에서 학부교육을 받고 2000년대 초반 일
본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Chealy 총장은 현재 47세로,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 중에는
가장 원로세대에 속한다.
5) 캄보디아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왕립 프놈펜 대학의 교수진도 박사 출신은 희귀하며 대
부분 석사학위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 교수진들의 급료가
턱없이 낮으며 급료가 시간에 비례하고 방학에는 무임금인, 엄밀히 말해 한국의 시간강사와
같은 급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당 2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야 생활이 유지되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정부기관,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도 취업
을 하는 소위 투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고등교육의 핵심
목표인 자체적인 연구역량강화는 시도도 못 해 보고 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인센
티브도 없기 때문에 교수진의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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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캄보디아에서의 교육 ODA는 고등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되어 왔
다. 문제는, 고등교육분야로 너무 많은 원조 예산이 몰리다보니 분절화가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가 발행하는 캄보디아 ODA 데이터 베이스를 섹터
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tertiary or higher education)에 투자되는 ODA 프로젝트
의 수는 각각 39개, 10개, 68개로 고등교육 쪽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쪽의 68개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ADB), 호주,
중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세계 노동기구(ILO), 뉴질랜드, 대한민국, 스페
인, 스웨덴, 유네스코(UNESCO), 세계식량프로그램(WFP) 등에서 여러 공여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논지로 [부록 1]을 보면 2014년
캄보디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관련 85개 프로젝트 역시 다양한 공여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한 공여국 안에서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시되고 있다. 가령, 캄
보디아를 대표할 만한 대학인 왕립 프놈펜 대학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여러
공여주체들이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대학이 개발도
상국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대학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
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에
2012년 선정된 이화여대에서 2016년까지 네 개의 서로 다른 학과(국제대학
원 국제학과/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환경공학과)가 캄보디아의 왕립 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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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과는 왕립 프놈펜 대
학의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설립하여 교과과정 개편, 전담교수 파견, 기자
재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한국학과와 환경공학과 역시 왕립 프놈펜 대학 한국
어학과와 환경학과의 교과과정 개편 및 강의지원, 기자재확충 등을 실시하
고 있다.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는 왕립 프놈펜 대학에 캄보디아 개발 연구원
을 설립하여 대학 전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각종 전문가 교육과정 개
설 및 연구보고서 발간, 캄보디아 원조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교
육개발원 결과보고서 2013).
또한 코이카는 2009년 ‘캄보디아 HRD센터 건립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본
대학 캠퍼스 내에 HRD센터(현재 한-캄협력센터(Cambodia Korea Cooperation
Center, 이하 CKCC)를 설립, 운영하는 5년 단위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KOICA 2009, p. 9). 센터 운영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장비 및 기
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교수연수과정, 전문가 파견, 교재 개발 등이 제시되
어 있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자문하고 있다(KOICA 2009, p. 34).
한국의 경우만 놓고 본 것이 이 정도이고, 다른 공여국의 경우까지 포함한
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일본은 캄보디아의 제 1 원조국으로서6) 2004
년 이미 일-캄 협력센터(이하 CJCC)를 설립하여 경영 세미나 시리즈, 기업
가정신, 기업경영 등 각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KOICA 2009, p. 27). 또한 나고야 대학은 프놈펜 대학 내에 위성캠퍼스
6) 중국이 원조 1위국이라고들 하지만 OECD 통계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원조액으로는 일본이
1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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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Campus)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
고, 총장, 부총장급 교수진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 유학파이다. 다른 공여국
의 경우, 중국, 태국 등이 신흥공여국으로서 프놈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역시 중-캄 협력센터(CCCC) 건설을 타진 중에 있으며 태국은 프놈펜
대학 내의 태국어과 교과과정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공여국간은 물론 같은 공여국 내의 서로 다른 기관간의 교류
와 소통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를 중재할 만한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여주체들간에도 서로 다른 목적과 규정에 얽매여 협력하여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할 만한 동기부여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가령 [표
5]와 같이 왕립 프놈펜 대학은 한국의 30개 가까이 되는 기관과 협정을 맺고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 대학이 교류하는 여러 국가들 중
에 가장 많은 숫자이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은 MOU만을 맺고 있으며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활동 중인 기관은 여러 학과에서
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화여대, 자연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강대,
그리고 학생 교류를 하고 있는 대전대와 우송대, 현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POSCO 정도인데, 이들은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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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왕립프놈펜 대학과 사업 진행중인 한국 기관명

No

기관명

1

충남대

사업내용

기간

교수, 학생 교류

2005~

2

이화여대

대학간 포괄적 협력

1999~

4

동산장학회

RUPP 학생들 현지 장학금

매년

6

POSCO

RUPP 학생들 현지 장학금

2007~

7

한세대

교수, 학생 교류

2009~14

8

창원대

교수, 학생 교류

2009~14

9

숙명여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10

경희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11

대전대

교수, 학생 교류, 수업교재 자문

2010~15

12

대구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13

순천향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14

한밭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15

건국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16

세종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16

숭실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17

목원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18

화이트정보네트

연구진 교류, 서적 출판

2011~16

19

전북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20

연세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21

광주과기대

교수, 학생 교류

2012~17

22

서울대

교수, 학생 교류

2011~16

23

동아대

교수, 학생 교류

2013~18

24

계명대

교수, 학생 교류

2008~13

25

서강대

교수, 학생 교류

2010~15

26

여성개발연구원

연구진 교류

2013~

27

영남대

학생 교류 및 장학금

2013

28

대구가톨릭대

교수, 학생 교류, 학회개최

2013~2018

29

우송대

교수, 학생 교류, 학회개최

2013~2018

자료: 왕립 프놈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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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나아갈 방향
공여국의 원조예산 증가로 원조확산이 일어나 수원국이 받는 원조가 점점
더 분절된다는 사실을 여러 공여국 간의 50여 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리고 한국의 캄보디아 고등교육 지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여국 차원에서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는 공
여국간 조정인데, 캄보디아의 경우 코이카와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의 기관
이 협력하여 뚜얼슬랭 박물관 사진 디지털화 사업, 모자보건 협력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2014), 캄보디아 측에서도 공여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공여국 내의 서로 다른 주체끼리의 협력이다. 한국의 원조
분절화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7),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
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미, 김지현 (2009)은 원조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통
합하고 외교부 중심의 일원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
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2년 원조 전담기구인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으로 HED(Higher Education for
Development Program)이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의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사

7) 미국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2010년 발표한 ‘ODA 질적 평가 보고
서’에서 여러 세부 지표 중 한국은 ‘수원국의 행정부담’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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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원조 전담기구인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에 의해 대학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이 1994
년 UPCD(University Partnership in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는 프로
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협력 사업들
의 성과가 분절되고, 복잡성으로 인해 과도한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스트리아도 원조 전담기관인 ADC(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의 정책을 기반으로 APPEAR(Austrian Partnership
Programme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프로그램을 시
행해 오고 있다(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례집 pp. 20~23). 일본의 경우
2008년 외교부, JICA, JBIC 등 정책 및 유무상 원조집행이 모두 신자이카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ODA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
지만 현재는 총리실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OECC)가 ODA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관하고 있고 타 부처는 ODA 주관기관인 외교부와의 협의 없이 개
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조율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집행기능은 거
의 JICA에 집중되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p. 2). 이에 비해 한국의 경
우 총리실 산하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가 있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ODA 체제가 유, 무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무상원조는 30여 개 이상의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국제협력단 2011, p. 1). 일본과 같이 유무상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
소한 무상원조에서만이라도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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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현재 코이카의 소위 중점협력국
은 26개나 되어 한국에게는 ‘중점’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여러
군소공여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원조대상국을 과감
히 줄이고 선정된 국가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본 연구를 경제학 이론을 통해 재검토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 특히 조율(coord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빅 푸쉬 이론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Rosenstein-Rodan(1943, p. 202)에 의해 제기된 이래 꾸준히 연구
되어 온 이 이론은 Murphy et al.(1989, p. 1004)이 가난의 덫과 산업화를
일종의 다중 내쉬 균형(Multiple Nash Equilibria)로 규정하는 모델을 제시하
면서 수학적으로 보다 견고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개발에 대한 산발적인 시
도는 덫이라는 균형점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을 가져올 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결국 조율된 투자를 통한 여러 섹터간의 동시적 팽창과 균
형 성장만이 빅푸쉬를 야기하여 가난의 덫이라는 낮은 수준의 균형에서 산
업화라는 높은 수준의 균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Murphy et al.(1989, p. 1010)의 모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느 한 경제 내
에 k개의 섹터가 있으며 각 섹터마다 낮은 수준의 기업(fringe firm)이 존재
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xi=li 라는 수확불변
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으며(x는 아웃풋으로서의 생산량, l은 인풋으로서의
노동투입량) 정상이윤이 영(0)인 기업을 의미한다. 반면 각 섹터마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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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기업이 투자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이 기업은 xi=a(li-F)라는 수확체
증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 a는 이 기업의 생산성이고, F는 고정비용인데,
낮은 수준의 기업 대비 높은 생산성을 보이므로 a는 1보다 크다. 또한 일정
액의 정상이윤을 낼 수가 있어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당 섹터를 발전시킬 역
량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적 특성상 이 기업은 독점기업(monopolist firm)으
로 불리기도 한다. 본 모델에 따르면 산업화(industrialization)라는 것은 각 섹
터마다 높은 수준의 기업이 진출해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일정액의 정상이
윤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 전체 k섹터 중에
서 높은 수준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섹터의 수를 n이라 한다면(n[k), 본 모델
의 핵심 결론은 특정 섹터에 진출하는 높은 수준의 기업의 이윤은 n에 비례
하여 높아진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독점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수(n)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함수이며, n=1일 때는 음의 이윤이, n이 k(전체 섹터의 수)
에 가까워지면 양의 이윤이 도출된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각주와
같다. Murphy et al. (1989. P. 1012)은 낮은 수준의 기업과 높은 수준의 기업
이 서로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n에 정비례하는 이윤함수
를 도출했는데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8). 이에 비해 Basu (2000. p.
31)나 Paternostro(1997, p. 2074)는 높은 기업의 고정비용이 n의 함수라는 가

8)





(1  v )[ b ( L  nF )  F (1  v ) k  Fn ( v  b )
v ( k  n )  k  bn

1

1 v

 b

for all j=1,2,…k and

(α는 독점기업의생산성을 의미하며, 낮은 수준의 fringe firm이 받는 임금을 1이라 했을 때
독점기업이 추가로 받는 임금은 1+v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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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출발했다9). 즉, 높은 수준의 독점 기업이 많이 진출할수록 규모의 경
제(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나 고정 비용의 감소와 이윤 증가로 이어진다
는 것이며, 이를 통해 훨씬 간결한 형태의 이윤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2]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균형점을 도출
할 수 있는데, a는 진출하는 기업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진출
하지 않게 되어 낮은 수준의 fringe firm만 가득한 소위 가난의 덫을 의미하
고, b는 높은 수준의 균형 혹은 산업화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자에서 후자의 균형점으로 옮겨가게 하는 원동력, 즉 빅푸쉬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섹터간의 조율된 투자(coordinated investment)
인 것이다. 즉, 여러 섹터가 동시에 성장함으로써 한 섹터의 팽창이 다른 섹
터의 수요를 창출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 by generating demand for other
sectors)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는 선도적 섹터(leading sector)에 초기
투자가 집중되고 후발섹터(following sectors)들이 따라가는 소위 불균형적
성장(unbalanced growth; Hirshman 1958)과 대비되어 개발경제학의 주요 이
론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9) 고정비용이 n의 함수라는 것에 대해 Paternostro는 기술적 외부성(technical externality)과 비기
술적 외부성(pecuniary externality)을 아우르는 이른 바 이중적 외부성(dual externality)의 개념
으로 설명했다. 오진환(2008)은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과 부정적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고정비용의 비단조성(non-monotonicity)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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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높은 수준의 독점기업의 다중 균형

j
b

k

a
자료: 저자 작성.

이렇게 이론을 제시한 뒤에 그에 합당한 실증분석(이론에 나타난 인풋, 아
웃풋, 고정비용 등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을 통해
개발경제학의 이론을 원조분야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술적으로 기여할 부분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풋을 원조에 투입되는 인원의
수, 아웃풋을 해당 원조에서 나오는 생산량(가령 교육섹터라면 한국이 제공
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 수라든지 원조로 인해
나올 수 있게 된 연구결과물의 양이라든지) 등으로 간주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수확체증 함수의 기울기를 계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원조확산으로 인해 인풋을 많이 투입하고도 아웃풋이 크게 늘
어나지 않아 원조효과성이 저해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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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원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다. 하지만 이론의 핵
심 개념인 조율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이론을 원조상황에 적용
시키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에서 원조
의 확산과 중복 (proliferation and duplication)을 비롯한 조정실패 (coordination
failure)가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본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조율을 이끌어
낼 컨트롤 타워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
러 섹터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섹터가 다른 섹터의 수요를 창
출하는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이 발현될 수 있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균형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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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 내 교육관련 프로젝트
No

Donor

Official Title

Program Number Start Date

Completion
Date

Budget

Primary/Basic( 10 Projects )
ADB

LN 2889 Third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gram (project
Loan)

2889-CAM
(SF)

21-Mar-13

30-Jun-18

19,200,000 USD

2

EU/EC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ECCD) for ethnic
minority children in Ratanakiri
province

DCI-NSAPVD/2
012/299024

1-Feb-13

31-Jan-17

650,000 EUR

3

EU/EC

Targeted educational strategies for DCI-NSAPVD/2
pro-poor community development
010/241917

1-Mar-11

1-Mar-14

262,490 EUR

4

Finland

Development of Bunong
community in Mondulkiri

72802006

1-Jan-06

31-Dec-14

597,645 EUR

5

Finland

RIDE, Community Development in
Rattanakiri

72802009

1-Jan-04

31-Dec-14

1,537,704 EUR

6

Japan

JICA Partnership Program (NGO
Collaboration)

3-Jan-11

31-Dec-13

372,819,000 JPY

7

Sweden

Basic Education Programme, 2011
- 2013

A5110014

1-Jan-11

31-Dec-13

49,000,000 SEK

8

UNICEF

Country Programme Action Plan
2011-2015: Basic Education

YE-003

1-Jan-11

31-Dec-15

20,000,000 USD

9

USA

Increased Relevance, Quality and
Access in Education

442-011

7-May-02

30-Sep-14

31,226,750 USD

10

WFP

Country Programme

200202

1-Jul-11

30-Jun-16

141,883,616 USD

0090-CAM
(SF)

15-Sep-08

31-Oct-14

33,380,000 USD

1-Jan-12

30-Jun-15

300,000 EUR

28-Feb-13

27-Feb-14

78,430 USD

1

School and Facilities( 22 Projects )
11

ADB

GR 0090 Enhancing Education
Quality Project

12

EU/EC

Supporting educational,
informative and cultural activities
EIDHR/2011/272
for persons in detention through
-338
implementation of library services
in prisons

13

Japan

Project for Constructing a Nursery
House with Community Center in
Kork Rokar Commune, Phnom
Penh Capit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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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Program Number Start Date

Completion
Date

Budget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hool
Building at Roleab Primary School,
Pursat Province

13-Feb-13

12-Feb-14

77,283 USD

Japan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ience
Laboratory at Pursat Provincial
Teacher Training College

15-Feb-13

14-Feb-14

49,200 USD

Japan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ience
Laboratory at Stung Treng
Regional Teacher Training Center

26-Feb-13

25-Feb-14

52,700 USD

Japan

Project for Constructing School
Buildings at Yutethoar Primary
School and Samnang Preah Srey
Primary School in Bavel District,
Battambang Proivnce

27-Feb-13

26-Feb-14

122,771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3
Pre-School Buildings in Koh Thom
District and AngSnoul District,
Kandal Province

26-Mar-14

25-Mar-15

118,759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Multipurpose Building with a
Science Laboratory at Kratie
Provincial Teacher Training College

26-Mar-14

25-Mar-15

120,726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Nursery House at Teok La-Ok
Commune in Kong Pisey District,
Kampong Speu Province

21-Mar-13

20-Mar-14

40,666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hool Building at Angkor Ang
Primary School in Kampong Trabaek
District, Prey Veng Province

28-Oct-13

27-Oct-14

103,824 USD

22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hool Building at Chaong Maong
Primary School, Kampong
Chhnang Province

21-Mar-13

20-Mar-14

81,100 USD

23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hool Building at PrekKampues
Lower Secondary School, Phnom
Penh Capital City

26-Mar-14

25-Mar-15

107,600 USD

No

Donor

Official Title

14

Japan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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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Program Number Start Date

Completion
Date

Budget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School Building at Takeo Lower
Secondary School in Kampong
Trabaek District, Prey Veng
Province

28-Oct-13

27-Oct-14

102,824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School Buildings at Paoy Angkor
Primary School and Kcheay
Primary School in Malai District,
Banteay Meanchey Province

28-Oct-13

27-Oct-14

97,431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School Buildings at Phnom Thom
Lower Secondary School in
Mongkol Borey District, Banteay
Meanchey Province

28-Oct-13

27-Oct-14

107,078 USD

Japan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and
repairing Project for Junior High
School and Primary school in
Kampot Province

7-Mar-14

6-Mar-15

144,750 USD

Japan

The Project for Improving Sanitary
Facilities at 6 Primary Schools in
Kang Meas District and Batheay
District, Kampong Cham Province

24-Mar-14

23-Mar-15

28,656 USD

29

Japan

The Project for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at ChrakTno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Kampong Chhnang Province

26-Mar-14

25-Mar-15

108,793 USD

30

Japan

The Project for Promoting
Community Learning Centers in
Rural Cambodia

29-Nov-13

28-Nov-14

188,963 USD

HRD-10-14

5-Feb-10

31-Dec-14

7,450,000 USD

A5110032

1-Sep-13

1-Jul-17

155,000,000 SEK

No

24

25

26

27

28

Donor

Official Title

31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Republic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Korea Center in Cambodia (2010-2014 /
$ 7,450,000)

32

Sweden

‧ 248

Education Programme Support
2013-2016

원조예산과 원조 확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부록 1. 계속
No

Donor

Official Title

Completion
Date

Budget

2-Jan-12

31-Mar-14

900,000 EUR

1-May-13

31-Mar-16

300,000,000 JPY

31-Jan-13

31-Dec-14

2,000,000 USD

25-Dec-06

31-Dec-15

5,285,188 USD

30-Dec-10

31-Dec-15

11,500,000 USD

1-Jan-13

31-Dec-14

50,000 EUR

Program Number Start Date

Secondary Education( 5 Projects )

33

France

FSP CEFASE - Support
consolidation of French language
teaching in Southeast Asia
(Cambodia, Laos, Vietnam)

34

Japan

The Project for Educational
Resource Development in Science
and Mathematics at the Lower
Secondary Level

35

The project for developing
Republic technical education at upper
of Korea secondary level (2013-2014 / $
2,000,000)

36

USA

US Peace Corps English Teacher
and Teacher Trainer Project

37

World
Bank

Education - Main IDA 47960
Higher Education Quality and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2011-13

Ed-2013

P106605

Sector Policy( 5 Projects )
38

Finland

Right to Education Assessment

39

2014 Training Program for Human
Republic
Resource Development of
of Korea
Cambodia

TPHRD-14

1-Jan-14

31-Dec-14

938,000 USD

40

Sweden

Capacity Development Partnership
Fund

A5110018

1-Nov-11

31-Dec-14

21,000,000 SEK

41

UNESCO

6111404007PNP

1-Jan-12

31-Dec-13

282,736 USD

42

UNESCO Strengthening quality assurance

6112204003PNP

1-Jan-12

31-Dec-13

287,736 USD

Enhancing TVET systems in
Mekong sub-region

Teacher Training( 4 Projects )
43

44

France

Sup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313-001

1-Jan-06

31-Dec-14

629,974 EUR

France

Technical training and
development of the boarding
school ‘Kram Ngoy Center’ for
girls

013/2013

21-Nov-13

20-Dec-15

73,000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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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No

Donor

45

Japan

46

UNFPA

Official Title

Program Number Start Date

Senior Volunteer Program
“KHM4U603” UNFPA SUPPORT
LIFE SKILL EDUCATION
PROGRAMME AND YOUTH
DEVELOPMENT

Completion
Date

Budget

1-Jan-12

31-Dec-13

281,974,000 JPY

KHM4U603

8-Mar-12

31-Dec-13

615,844 USD

0178-CAM
(SF)

26-Feb-10

31-Jul-15

27,520,000 USD

Tertiary, Vocational and Higher( 25 Projects )
GR 0178 Strengthe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47

ADB

48

Australia

Australian Leadership Awards
(ALAS)

ING698

1-May-07

30-Jun-13

11,643,000 AUD

49

Australia

Cambodia Australia Scholarships
Program

INA456/
INH284

15-Aug-95

30-Dec-15

44,159,878 AUD

50

EU/EC

Empowering marginalised youth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ambodia through employment
and civic engagement

NSAPVD/
2012/299-059

1-Jan-13

30-Jun-16

524,460 EUR

Tertiary, Vocational and Higher( 25 Projects )
51

Finland

SKY: Education Development for
of Orphans

72802010

1-Jan-07

31-Dec-14

513,896 EUR

52

France

Linguistic cooperation at the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324-001

1-Jan-06

31-Dec-14

1,260,976 EUR

53

France

Scholarship programmes

324-004

1-Jan-06

30-Dec-14

5,612,224 EUR

54

France

Support to the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KHM 11-03

1-Jan-06

31-Dec-14

1,850,871 EUR

55

France

Support to the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324-002/3

1-Jan-06

31-Dec-14

2,615,862 EUR

56

France

Support to vocational training

CKH1080

3-Dec-12

30-Jun-15

3,260,000 USD

57

Franc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MoEYS

KHM 11-01

1-Oct-10

31-Dec-14

658,930 EUR

58

Japan

Cambodia-Japan Cooperation
Center (phase 2)

1-Apr-09

31-Mar-14

670,513,000 JPY

59

Japan

South-South Technical
Cooperation

3-Jan-11

31-Dec-13

106,039,000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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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Program Number Start Date

Completion
Date

Japan

TCTP on Strenthening Capacity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s
Trainers in Cambodia Phase II

29-Jul-13

31-Dec-15

200,000,000 JPY

61

Japan

The Project for Educational
Capacity Development of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13-Oct-11

30-Sep-14

358,067,000 JPY

62

Japan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2010-2014)

23-Jun-10

31-Dec-14

306,000,000 JPY

63

Japan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2011-2016)

14-Jun-11

30-Dec-16

273,000,000 JPY

64

Japan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2012-2016)

26-Jun-12

31-Dec-16

283,000,000 JPY

65

Japan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FY2013)

20-Jun-13

31-Dec-17

258,000,000 JPY

66

Japa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Educational Equipment of the
Department of Geo-Resource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of the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23-Aug-11

30-May-14

55,700,000 JPY

67

Japa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Facility and Laboratory Equipment
in the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28-Mar-13

30-Nov-15

596,000,000 JPY

68

New
Zealand

English Language Training for
Senior Officials (ELTSO)

1-Jul-12

30-Jun-15

468,000 NZD

69

New
Zealand

English Language Training for
Officials (ELTO) Phase III

2244

18-May-09

31-Jul-14

4,143,551 NZD

70

New
Zealand

New Zealand ASEAN Scholars
Awards (NZ-AS)

4181

1-Jul-09

28-Feb-15

13,105,538 NZD

71

Sweden

Skills Development & Employment
for Youth

A5110028

1-Mar-13

31-Dec-15

12,700,000 SEK

No

Donor

Official Title

60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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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No

Donor

Official Title

Program Number Start Date

Completion
Date

Budget

SWAp / sector budget support( 4 Projects )
72

EU/EC

Education Sector Policy Support
Programme (SPSP) 2011-2013 Budget support component

DCI-ASIE/
2010/20438

1-Jan-11

23-Jan-15

23,100,000 EUR

73

EU/EC

Education Sector Policy Support
Programme (SPSP) 2011-2013 Complementary Support Component

DCI-ASIE/
2010/20438

1-Jan-11

31-Dec-15

7,700,000 EUR

74

EU/EC

Short-term technical assistance
facility 2012

DCI-ASIE/
2012/23-636

1-Jan-12

31-Dec-13

1,070,000 EUR

75

World
Bank

Education - IDA H6070 Higher
Education Quality and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P106605

30-Dec-10

31-Dec-15

11,500,000 USD

S-064540-001

12-Jun-08

31-May-14

852,587 CAD

Other( 10 Projects )
Canada

76

Canadian Francophonie
Scholarship Program (CFSP)

77

Republic 2013 Expert Dispatch Program for
of Korea Technical Cooperation

Expert-13

1-Jan-13

31-Dec-13

110,000 USD

78

Republic 2013 Public Private Partnership
of Korea (PPP) Asssistance

NGO-13

1-Jan-13

31-Dec-13

3,350,000 USD

79

Republic 2013 Training Program for Human
of Korea Resource Development of Cambodia

TPHRD-13

1-Jan-13

31-Dec-13

952,000 USD

80

2013 Volunteer Dispatch Program
Republic
for Technical Cooperation (90
of Korea
volunteers)

V-13

1-Jan-13

31-Dec-13

3,200,000 USD

81

Republic 2014 Expert Dispatch Program for
of Korea Technical Cooperation

Expert-14

1-Jan-14

31-Dec-14

110,000 USD

82

Republic 2014 Volunteer Dispatch Program
of Korea for Technical Cooperation

V-14

1-Jan-14

31-Dec-14

3,200,000 USD

83

Republic Education (Capacity Building&
of Korea HRD) Program

Edu-13

1-Jan-13

31-Dec-13

952,000 USD

84

Sweden

Education Quality Assurance
2013-2015

A5110029

1-Feb-13

30-Jun-16

13,500,000 SEK

85

Sweden

Handicap Int‘l: Disability
Prevalence Project

A511002

1-Aug-12

31-Dec-13

975,000 SEK

자료: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cdc.khme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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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1990년대까지 중동 국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가 상당히 증가하였
고, 이렇게 늘어난 풍부한 석유 자금이 유럽 및 미국에 유입됨에 따라 해당
금융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탈하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
던 중, 2002년에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은 이슬람 금융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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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경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
한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
용된 할랄 음식(Halal Food)을 포함한 할랄 산업(Halal Industry) 관련된 접근
이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의 유수언론매체와 영향력 있는 국제금융
및 투자기관들은 서로 앞다투어 이슬람권 소비자들의 기호와 생활 습관들이
서구화되면서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 산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해 왔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에 특화해서 가업자문과 연구를 수행하는 디나르 스탠
다드(Dinar Standard) 연구소는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할랄 음식과 생활용품
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2012년에 1.62조 달러(1,620조 원)에 달했고, 2018년
까지는 2.47조 달러(2,470조 원)로 할랄산업의 시장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20억 무슬림을 위한 할랄산업은 최근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랄 상품은 안전하고 해롭지 않다는 이미지 때
문에 할랄 식품을 포함한 할랄 상품을 찾는 비무슬림 또한 증가하는 추세
이다.
게다가 IT 기술력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이슬람권 소비자들의 네
트워크 소비경제를 구축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할
랄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적 요소인 ‘할랄’ 개념이 경제적 측면
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과 연구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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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남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할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무슬림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
에 대한 할랄 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말레이시아
는 1970년대부터 정부가 직접 할랄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담당
해 왔으며,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주체인 할랄 산업개발공사
(HDC)를 설립하여 글로벌 할랄 지원 센터와 할랄 산업단지인 할랄 파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 요소인 할랄(halal)이라는 설명변수
가 동남아 이슬람 경제의 핵심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경제에 영향
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 할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에서 할랄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증한 할랄 로
고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많은 이슬람 국가들 역시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
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엄격한
기준으로 규격에 맞춰 생산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할랄 인증을 발급해 주기에 앞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
서도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발전과정과 제도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게
다가 말레이시아는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랄 관련 산업에 해 주고 있다. 즉 할랄 관련 교육, R&D,
할랄 제품들에 대한 표준화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시스템과 할랄산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우리 기업의 이슬람 문
화권에 대한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로는 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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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과 하람(haram)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
랄 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과 해산물 그리고 육류의
경우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1)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된 것에
국한된다.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의 하람 식품은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
식, 동물의 피와 관련된 부산물, 파충류가 이에 속한다(JAKIM 2001).
이러한 할랄 산업에 대한 국제경제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
서 국제 할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에 대한 발전과
정과 제도의 이해와 연구는 한류를 통한 할랄 시장의 국제화와 세계시장의
저변확대 및 선점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한국의 할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 비교우위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이슬람 경제의 핵심요소인
할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서구와 중동의 이슬람
국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의 발전
과정과 제도 연구는 국내 할랄 산업의 취약성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말레이시아의 음식 표준 제정은 전체의 식품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표
준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생산라인이 철저하게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적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1) “ehalal”(2014), http://www.ehalal.org/halal-guide/understanding-the-concept-of-halal/(검색일: 2014
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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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중동을 포함한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도 현대적이면
서 유연한 이슬람법 해석으로 글로벌 이슬람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
에 비해 이슬람경제 환경측면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할랄 비즈니스를 끌어들이는 이
상적인 무역 중심국으로 거듭나고 있고,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생
산자는 내수 및 해외 시장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할랄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를 합작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국가로 생각한다.
말레이시아는 표준관리부하의 할랄표준개발위원회에서 할랄 음식에 대한
표준 규격을 개발해 왔고, 자낌(JAKIM)이라는 공식적인 정부의 할랄 인증
기관을 설립하여 할랄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랄 인증
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무슬림을 고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말레이
시아에서는 말레이 무슬림의 노동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말레이계 말레이인이 아닌 중국계 말레이인들의 불
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산업은 경제전반에
걸쳐 이미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증 절차와 그 과정 역시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될 것이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요소인 할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
도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국제 할랄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
고 어떠한 방향으로 법제화시켰는가를 가능한 국내외 문헌연구와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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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할랄인증기관인 자킴과 HDC(할랄산업개발공사) 홈페이지의 자료를 통
해 분석하여 한국 할랄 산업의 이슬람권 시장의 효율적 접근방법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말레이시아와 이슬람권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할랄 시장과 관련된 국내
의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수행
되었는데, 크게 법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연구는 말레이시아에서 할랄의 소비
화가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현지조사를 통해 관찰하
였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 논문은 오명석(2012)이다. 오명석은 말레이시아
의 할랄 소비현상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할랄 인증제가 정
착되기까지는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의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된 논문은 장건‧조성기(2014)와 강대창 외 공저
(2011)인데, 장건‧조성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할랄 육류 식품 중 대표적 할랄
식품이라 할 수 있는 닭고기 수급 실태와 균형 수급량을 추계한 연구이다.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식생활과 식습관을 분석하여 한국의 할랄 닭고기의
소비와 생산에 대한 연구는 처음이다. 강대창 외 공저는 경제학적 관점과 문
화인류학적 관점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는데,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그중에
서 동남아시아에서 무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이슬람 금융, 이슬람적 요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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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Zakat)과 할랄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비교한 개괄적인 연구
라 할 수 있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논문으로는 이서영(2012)이다. 이서영(2012)
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슬람 사법제도 중 이슬람권의 할랄 인증 제도를
연구하였다. 이슬람권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요한데, 이러
한 할랄 인증 제도를 할랄 인증 절차, 할랄 표준, 규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
서 말레이시아와 UAE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엄익란(2013)은 할랄 식품에 대한 종교 및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UAE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부터 할랄 식품에 대해 할랄 인증제가 의무화
되었다. 그는 이런 규제 시행에 따른 이슬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대응방
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할랄 인증제의 의무화가 현실화된 배경에 대해 심층
적으로 연구하였다.
윤서영(2014)은 말레이시아와 UAE를 중심으로 최근의 국제 할랄 시장 동향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할
랄 인증기관인 JAKIM의 할랄 인증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업
이 이슬람권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JAKIM의 할랄 인증획
득이 시급하고, 특히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말
레이시아 할랄 파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의 다른 연구논문과는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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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 및 인증 절차
1.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의 기능과 역할
가.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랄’은 아랍어에서 유래되었고, 사전적 의미는
‘안전하고 해롭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이슬람법에서 허용되거나 인정되는
것’2)을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할랄 인증기관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표
준화된 할랄 인증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슬람 국가들도 할랄 인증에 대한
법적 체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이슬람 국가마다 다소 상이
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 및 민간 주도의 200~300여 개의 할랄 인증기구가 난
립하고 있다. 이러한 할랄 인증기구 중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MUIS
(싱가포르), IFANCA(미국) 정도로 극소수 기관이다. 이들 국제적인 인증기
구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JAKIM은 정부기관이고 다른 국가의 인증기구는
민간이 관리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교차 인증이 허용되며 할랄
인증의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자킴의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2) 자킴(Jakim), http://www.islam.gov.my/(검색일: 2014년 6월 21일). 자킴(Jakim) 홈페이지에 쓰
여 있는 문구는 ‘샤리아(Sharak)라고 불리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되다’라는 아랍에서 유
래되었다’이다(Halal berasal daripada kalimah Arab yang bermaksud dibenarkan atau dibolehkan
oleh Hukum Sya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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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관련 산업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Ariffin 2007) 본
장에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시스템에 관하여 분석한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국제적인 할랄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을 인지하고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할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랄 인증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할랄 관련 업
무를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이 직접 관장하여 1974년에 총리실 산하 이
슬람 연구소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할랄과는 반대로 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 하고 무
슬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상의 생활양식이다. 샤리아 혹은 샤락이라고
하는 이슬람법은 결혼 및 가족관계, 경제, 형벌, 음식 등과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적용되는데, 특히 식 ‧ 음료품의 경우 불결하거나 해로운 것, 이슬
람법에 의해 금지되는 요소가 섞이거나 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
랄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와 반대로 무슬림들에게 금지된 ‘하람(haram)’은 식‧음료품 중에서 이슬
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육류, 동물의 피, 돼지고기, 알코올이 포함된 제
품 등이 있다. [표. 2-1]은 말레이시아 자킴에서 할랄 및 하람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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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할랄과 하람의 유형

할랄의 유형

하람의 유형

- 모든 종류의 야채, 과일, 곡류 등 비 육류성
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
-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
정되며 ‘신의 이름으로’ 라는 주문을 외운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에
서 허용된 방법으로 도축된 것만 인정
- 과자, 빵이나 주스 등 가공식품도 돼지고기
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함

-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
- 허용된 육류이나 도살 전에 코란의 기도문
을 암송하고 지정한 순서 및 메카방향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죽은 동물, 알코올 성분이 있
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식품

자료: JAKIM, http://www.islam.gov.my/en/(검색일: 2014년 6월 21일).

일반적으로 할랄 산업은 할랄 음식 부문을 제외하고 다음 세 가지 부문으
로 구분한다. 즉, 동물의 기름성분을 배제시킨 식물성 청정원료로 만든 ‘화장
품’, 장수무병을 위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약품’, 그리고 의료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최근 할랄 산업의 범위는 식음료와 같은 전통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조 및 가공업종뿐만 아니라 관광, 온천
그리고 호텔업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 관련 제품은 반드시 다음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야
할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3). 즉,
- 공인된 할랄인증기관4)인 JAKIM, JAIN(Jabatan Agama Islam Negeri: 국
립이슬람종교부) 혹은 MAIN(Majlis Agama Islam Negeri: 국립 이슬람
종교위원회) 중, 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Pihak berkuasa yang
diiktiraf bermaksud pihak berkuasa JAKIM, JAIN atau MAIN mana satu
3) HDC, http://www.hdcglobal.com/(검색일: 2014년 6월 21일).
4) 할랄인증기관 중, JAIN과 MAIN은 말레이시아 국내용 할랄인증서를 발급함(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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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berkenaan.)
- 말레이시아 국왕 혹은 각 주의 왕(술탄)이 동의한 법, 즉 이슬람 율법
(Hukum Syarak)에 따라야 한다.
- 할랄 로고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할랄 로고는 인증기관인 JAKIM,
JAIN, MAIN이 발부한 것이라야 한며, 다음 내용이 로고 안에 들어 있
어야 한다. 즉 원형 정 중앙에 8개의 각을 가진 별이 들어 있어야 하고,
별 중앙에 로마자 ‘HALAL’과 할랄을 의미하는 아랍어 ‘’ﺣﻶﻝ가 그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또한 로고 원 주위에 로마자 ‘MALAYSIA’라는 단어
와 아랍어 ’‘ﻣﺎﻟﻴﺰﻱ가 적혀 있어야하며, 마지막으로 5개의 각을 가진 별
두 개가 위치해 있어야 한다.

나. JAKIM의 기능5) 및 역할
JAKIM은 총리실 산하의 직속 기관으로 이슬람교 및 무슬림과 관련된 업
무를 관장하는 중심적인 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발전과 성장을 계획하는 것
2) 이슬람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이슬람 교리와 신앙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
3)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무슬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의 이슬람 관련 법률과 법령 그리고 규정을 정비
4) 국가 경영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포괄적 이해 및 무슬림 발전 프로그램
시행
5) 필자가 JAKIM 웹사이트에서 번역‧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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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적으로 이슬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권한 조정
6)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는 이슬람 관련 프로그램의 가치 창조
7) 이슬람 관련 정보 기준의 수집 및 확산
8) 대내외적 협력을 통한 무슬림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

우리 기업들이 이슬람권의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 획득
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할랄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먼저 무슬림 생활공간인
이슬람 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할랄 제품의 인증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무슬림이 안심하고
청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무슬림 소비자에게
도 할랄 인증제품은 위생 및 안전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외적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리
하다.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권에서 할랄 인증에 대해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없
어 각국에서 자신들에 적합한 고유 인증기준을 만들어 사용하는 실정이다.
국가별 이슬람 법학자 및 국가 및 지역 관습에 따라 할랄인증 기준이 상이하
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할랄 인증기관은 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JAKIM은 할랄식품인증 기준에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 무슬림 및 비무슬림들에게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행한 할랄인증이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JAKIM이
승인한 외국의 할랄인증기관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 또한 필요한 절차이다.6)

‧ 264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체계의 특징과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시장의 효율적 접근 방법

그러나 JAKIM은 할랄 인증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적 통제를 통해
기업이 할랄 규정을 준수하도록 훈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7).
각국의 다양한 할랄인증기관 중 가장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기관
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인 JAKIM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말레이시
아는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슬람 국가들의
지역 단위 혹은 민간 차원에서 인정하는 할랄 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현재 공식적인 할랄 인증
기관인 JAKIM 이전의 말레이시아의 할랄관련 기관인 HDC에 대해서는 항
을 달리하여 JAKIM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 HDC(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할랄산업개발공
사)와 JAKIM의 비교
HDC는 유형상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해
JAKIM은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할랄 인
증업무는 Halal Hub Division에서 주관하고 있다. HDC는 원래 할랄인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정부차원에서 할랄 산업을 세
계적인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단지 할랄 산업 육성정책
의 일환으로 2009년 이전까지 할랄 인증을 취급하였다.
2014년 현재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

6) 말레이시아는 현재 외국 49개국 75개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할랄인증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7) 오명석(20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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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할랄 인증기구는 정부기관인 JAKIM으로, 이곳에서 발행한 할랄 인
증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종교기관인 JAIN 혹은 MAIN에서도 할
랄 인증을 발행한다.
HDC는 과거 할랄 인증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과 비리 때문에 현재는
할랄 인증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육성에만 전력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할랄 허브 국가
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할랄 전용 공단인 Halal Park
를 조성하여 분양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 HDC의 주된 사업 활동은 이러한
Halal Park 분양 및 해외 할랄 기업의 말레이시아 유치에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HDC는 할랄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단체에 해당하며, 공식적인 할랄인증 권한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 공인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말레이시아 종교단체인 JAIN이나 MAIN이 아닌 JAKIM에서 할랄
인증을 신청‧발급받아야 된다.

표 2-2. HDC와 JAKIM의 비교

HDC(할랄산업개발공사)

JAKIM(이슬람개발부)

명칭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단체/기관

할랄 산업 진흥 단체

할랄 인증기관

소속

국제무역산업부

총리실

기능

할랄 산업 육성, 할랄인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할랄 인증

자료: HDC와 JAKIM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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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말레이시아 JAKIM은 전 세계 49개국 75개 이슬람 기구에서 인증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은 2013년 7월 1일부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동등성을 인정받는 자격 있는 할랄 인증기관이 됨에 따라 한국 식품관련 기
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상대적으로 편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및 특징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이슬람 금융과 더불
어 이슬람 경제의 한 축인 할랄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가치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할랄 인증과 할랄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말레이시아는 할랄과 관련된 표준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기본적인 할랄 식품에서부터 화장품, 물류,
제약 및 관광산업까지 엄격한 표준 항목을 지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고, 시
의적으로 적합한 할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도축 과정을 포함하여 이슬람 율법에 규정된 과정들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채택하여 제품의 품질과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으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
하는 이슬람권에서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표 2-3]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분류하는 할랄과 하람의 구체적 제품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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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말레이시아의 공식적 할랄 및 하람 분류

할랄 식품

하람 식품

- 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 벌꿀
- 생선
- 취하는(알콜성) 성분이 없는 것
- 신선한 야채
- 땅콩 등의 견과류
-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의 곡물류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의 동물(반드시 이슬람식 도살방법인
자비하(zabihah)에 따라야 함.

-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 피와 그 부산물
- 육식동물
- 파충류와 곤충류
- 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죽은 동물
- 포도주, 에틸 알콜,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
성 음료
- 할랄 혹은 하람인지 구분 어려운 식품
- 할랄이라도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
는 동물

자료: halalmalaysia, http://www.halal.gov.my/v3/index.php/(검색일: 2014년 6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할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입증 자료를 제출한다. 이어서 할랄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 및 할랄 상품에 따라 할랄 인증기관에 관련 제
비용이 지불되고 난 후 모든 공정별 검사가 시작된다.
전 생산 공정에 대한 검사는 할랄 관련 제품에 대한 서류, 가공, 처리 및
유통, 생산시설 및 구내환경과 식품 보조 가공, 저장, 표시 및 제품의 청결,
위생, 안전성, 포장과 라벨 그리고 물류까지 이루어진다(M. van der Spiegel
et al. 2012).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할랄 인증 신청서의 승인과 거절을 담당하
는 할랄 인증 위원회에 최종 검사 보고서가 제출된다. 할랄 인증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할랄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할랄 인증서를 받은 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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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랄 로고를 관련제품 또는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할랄 인증서는 허가 받은 후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약 할랄 인증
서 절차를 위반 할 경우 할랄 인증서는 취소된다. 할랄 인증서를 이미 취득
한 기업이 할랄 인증서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허가 만료일 4개월 전까지 할
랄 인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표 2-4. 말레이시아의 오프라인 단계별 할랄 인증절차

단계

인증절차

1

서류 신청 및 승인

2

생산 구내시설 검사

3

보고서 작성

4

할랄 인증 위원회 승인

5

할랄 인증서 발급

6

감시 및 시행

자료: halalmalaysia, http://www.halal.gov.my/v3/index.php/ms/garis-panduan/ sistem -jaminan-halal
(검색일: 2014년 7월 10일)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상의 할랄 인증을 국내 인증과 국제 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있다.8) 먼저 말레이시아 국내 할랄
인증 대상은 식품, 이슬람상품, 식음료 판매점 그리고 도축장으로 한정한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온라인 말레이시아 할랄 국내 인증
(Local certification) 절차이다.

8) halalmalaysia, http://www.halal.gov.my/v3/index.php/ms/manual-pemohon-sistem-e-halal/(검색일:
201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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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온라인 등록(https://apps.halal.gov.my/myehalal/pemohon/index.php)
을 한다.
∘ 온라인 등록 후 5일 이내에 할랄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관련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비용청구서를
발송하고. 관련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정정
요청을 한다.
∘ 할라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바용을 납입한다.
∘ 비용 납입 후 1일 이후에 영수증을 발급한다.
∘ 비용 납입 후 30일 이내에 제품관련 공장을 검사(audit)하고 난 후 시행
한다.
∘ 할랄 인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이 회의를 통해 할랄 인증을 통과할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할랄 인증서
를 발급하고, 회의에서 인증이 거절될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할랄 국제 인증(International certification) 대상
은 식품과 화장품에 국한하고, 할랄 인증절차 및 서류는 국내 인증과 동일하
고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9).

9) 할랄 인증검사단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인증서 신청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할랄상품 생산비
용이 소폭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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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말레이시아의 할랄 로고와 할랄 인증서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서

자료: JAKIM, http://www.islam.gov.my/en/(검색일: 2014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는 2011년부터 발효된 “할랄 인증과 마크와 관련된 상표 표시
령”에 따라 모든 수입 식품 또는 상품은 말레이시아의 공식 할랄 인증 기관
인 JAKIM으로 부터 할랄 인증을 받거나10), JAKIM이 인정한 외국의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고 인증 로고를 부착해야만 말레이시아 내
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JAKIM 외의 할랄 마크를 사용하
였다면 JAKIM 마크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윤서영 2014).

10) JAKIM에 의하면 2014년 7월 현재 말레이시아 할랄 상품 수는 14,681 품목에 이르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 수는 3,03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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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의 할랄인증서 및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할랄 인증 마크

자료: 한국할랄협회, http://koreahalal.org/(검색일: 2014년 7월 11일).

3.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정책의 특징
가.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정책 주도 기관: HDC11)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할랄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할랄 인
증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가 할랄의 영역
을 단순한 인증 및 표준화 및 기준 개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확대시킴에 따라 할랄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할
랄 인증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제 강화를 확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할

11) HDC는 2009년부터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로 소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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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교육, R&D 그리고 할랄 표준화 개발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한 말
레이시아는 할랄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앞으
로 할랄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할랄 산업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할
랄산업개발공사(HDC: 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의 마스터 플
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은 2020년까지 GDP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GDP 비중이 높은 할랄 산업을 HDC는 실무
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할랄 산업 개발을 위해 글로벌 할랄 지원센터12)
(GHSC: Global Halal Support Center)와 할랄 파크13)(Halal Park) 등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나.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의 특징: 할랄 파크와 할랄 표준(MS: Malaysian
Standards)
말레이시아의 할랄 파크 개발과 할랄 파크 투자유치를 위해 할랄 파크 기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14)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할랄 파크에 투자한 기업의
10년간 법정소득 전액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부여

12) 글로벌 할랄 지원 센터는 ‘원 터치 포인트(One Touch Point)’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할
랄 관련 비즈니스 자문, 정보,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할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기구임.
13) 말레이시아의 할랄 파크는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할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할
랄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음 하기 위한 할랄 산업 인프라시설임(http://www.hdcglobal.com/
publisher/halalpark).
14) HDC, http://www.hdcglobal.com/publisher/halal_park_incentives/(검색일: 201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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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출 전액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
(ITA: Investment Tax Allowance)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육류 및 축산업(특히 가공 식품), 할랄 재료,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용품 등의 4개 분야의 할랄 산업 참여자(Halal Industry
Players) 및 할랄 물류업체(Halal Logistics Operators)에 주는 인센티브 등
이다.
이슬람권의 많은 국가들이 할랄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할랄 상품을 전문
적으로 제조하는 단지를 설립, 할랄 전용물류를 제공하는 등 이슬람권 내의
할랄 허브가 되기 위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Alserhan, 2010).
말레이시아의 할랄 파크는 할랄 산업의 클러스터로 현재 총 21개의 할랄
파크 내에 다국적 기업 18개,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110개가 운영되고 있으
며, 총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80억 7천만 말레이시아 링깃과 5,200명
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HDC가 운영 중인 할랄 파크는
2014년 7월 현재 8개 지역이고 앞으로 13개의 할랄 파크를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할랄 파크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
라룸푸르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슬랑오르 할랄 허브(Selangor Halal Hub)
로 이 할랄 파크에 24억 5천만 말레이시아 링깃을 투자하고, 1,265명을 고용
하였다. 그 뒤를 Techpark@Enstek가 차지하였는데 투자 금액이 24억 천만
말레이시아 링깃, 고용된 근로자는 1,751명에 이르렀다. 세 번째로 투자금액
(약 18억 링깃)이 큰 할랄 파크로는 Tanjung Manis Halal Food Park로 나타났
다. 그런데 투자금액은 적은데 고용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할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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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페낭에 위치한 Penang International Halal Park이다. 투자금액 약 3억 오
천만 링깃에 96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5. 말레이시아 할랄 파크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번호

할랄 파크

1

Selangor Halal Hub

2

투자금액(RM)

고용인원(명)

2,453,000,000

1,265

PKFZ Halal Flagship Zone

561,770,000

228

3

Melaka Halal Park

114,850,000

301

4

Techpark@Enstek

2,413,160,000

1,751

5

POIC Lahad Datu

-

-

6

Tanjung Manis Halal Food Park

1,802,500,000

245

7

Penang International Halal Park

345,000,000

960

8

ECER Pasir Mas Halal Park

-

-

9

ECER Gambang Halal Park

-

-

10

Pedas Halal Park

20,000,000

120

11

POIC Tanjung Langsat

974,000,000

330

12

PERDA Halal Park

-

13

Sedenak Industrial Park

-

-

8,864,280

5,200

총계

자료: HDC, http://www.hdcglobal.com/publisher/alias/halal_park_investment/(검색일: 2014년 7월 11일).

말레이시아는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 산하 기관인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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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을 토대로 말레이시
아의 다양한 국가 표준(Malaysia Standard; MS)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할랄 관련 말레이시아 표준규격은 표 2-6과 같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랄 식품 인증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표준 규격은 MS 1500이며, 2003년에 규격을 책정하고 이
듬해인 2004년에 공표된 후 2009년에 2차 개정되었다. MS 1500은 할랄 식
품 인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격으로 그 내용은 식품의 생산, 준비,
취급, 저장과 관련된 실제적인 안내 지침과 일반 가이드라인이다. MS 1500
에서 규정한 할랄 식품은 샤리아에서 허용한 식음료와 그 재료이며, 구체적
으로는 MS 1500 3.5.1에 할랄 식품의 구체적인 분류와 예외16)가 규정되어
있다.
할랄 식품 이외에 할랄 화장품과 할랄 개인 보호용품을 포함하는 이슬람
소비재는 2008년에 공표된 MS 2200 1부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2012년에 공표된 MS 2200 2부에는 동물의 뼈, 가죽 그리고 털의 이용
을 위한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15) 자료: 말레이시아 표준부,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검색일: 2014년 7월 25일).
16) MS 1500 3.5.1에는 할랄식품의 식자재를 ① 육상동물 ② 수생동물 ③ 식물 ④ 버섯 및 미
생물 ⑤ 자연 광물 및 자연 화학 물질 ⑥ 음료 ⑦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구분하여 할랄 식
품 여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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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표준번호(MS: Malaysian Standards)

MS 번호 및 제목

내

용

MS 1500:2009
할랄 식품

- 생산, 준비, 취급, 저장과 관련된 실제적인 안내 지침
- 일반 가이드라인(2차 개정)

MS 2200-1:2008,
이슬람 소비재 - 1부

- 할랄 화장품과 개인 보호(이‧미용)용품 산업을 위한 가이
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음

MS 1900:2005,
이슬람 관점에서의 필수요
건인 품질관리 시스템

1. 지속적인 제품 생산능력과 규제요건의 충족 여부
2. 지속적인 시스템 향상을 통한 이슬람 소비자 만족도 제
고를 위한 품질관리

MS 2300:2009,
이슬람 관점에서의 가치기
준 관리 시스템

- 이슬람 가치기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 및 적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MS 2424:2012
할랄 의약품 일반 가이드라인

- 할랄 의약품의 준비 및 취급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 지침
규정

MS 2400 시리즈
Halalan-Toyyiban* 보증 경로

1. MS 2400-1:2010
- 할랄-토이반 상품 보증을 위한 운송 혹은 화물 체인서비
스를 위한 관리시스템 요건 규정
2. MS 2400-2:2010
- 할랄-토이반 상품 보증을 위한 창고저장 및 관련 활동시
스템 요건 규정
3. MS 2400-3:2010
- 할랄-토이반 상품 보증을 위한 관리시스템 요건규정

MS 2393:2010 (P),
이슬람 원칙과 할랄-정의와
용어 해설

- 아랍어에서 유래된 할랄의 중요성과 이슬람 표준에서 사
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해설하고 있음

MS 2200-2:2012,
이슬람 소비재-2부: 동물의
뼈, 가죽 그리고 털 이용-일반
가이드라인

- 이슬람 요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에서의 동물의 뼈, 가죽 그
리고 털의 이용에 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규정

주: * Halalan toyyiban: 상품이 안전하고 해롭지 않는 한, 샤리아법에서 소비를 위해 허용되고
인정되는 것.
자료: 할랄산업개발공사(http://www.hdcglobal.com)/(검색일: 2014년 7월 11일) 자료를 토대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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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으로 할랄 산업을 선도해 온 국가인데,
최근 자국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 인증 로고만이 국내에서 통용되도록 법제
화하는 등 할랄 인증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교역품 명시법 2011(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자국 내 통용되는 할랄 로고를 통제하고 할랄인증 제품과 비
인증 제품을 각각 별도로 진열하여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할랄로고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할랄법(Halal Act)｣을 시행하고 있다. 말레
이시아 JAKIM은 ｢교역품 명시법 2011(Trade Description Order 2011)｣에 따
라 2012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JAKIM의 할랄 인증 로고만이 통용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벌금형 및 징
역형)을 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JAKIM 이외의 JAIN 등의 할랄 로고
사용 기업은 JAKIM의 할랄 로고를 신규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JAKIM이 인정한 해외 49개국 75개의
해외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로고가 부착된 경우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의 배열은
할랄 인증상품과는 별도로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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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할랄 시장에 대한 효율적 접근 방법
1. 글로벌 할랄 산업의 동향과 전망
가. 무슬림들의 고출산 및 소득증가로 무슬림 인구와 시장 확대 전망
세계 여러 이슬람 및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하는 무슬림 인구 통계 및 전망
치는 단체별로 상이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무슬림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이다. 예측기관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무슬림 증가율 2.5%를 감안하여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최대 30억 명으로 무슬림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
망이다. 이러한 무슬림들의 양적 증가는 무슬림들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의 할랄 시장 규모 역시 무슬림 인구 전망과 마찬가지
로 예측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무슬림 인구 증가율과 소득증가에 따
른 구매력 지출 규모 역시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17)
무슬림 인구 증가로 할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할랄 산업
의 범위 또한 화장품, 의류,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관광, 스파,
물류 그리고 호텔 등과 같은 제조품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유럽, 러
시아, 호주 등에도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에 5
억 8천만 명, 아시아 13억 8,900만 명 등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무슬림들이
17) 예측기관의 전망치 범위는 할랄식품의 경우, 향후 1.5조~2.0조 달러, 식품을 포함한 할랄 산
업 규모는 2.5~3조 달러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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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거주하
는 무슬림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표 3-1 참고).

표 3-1.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 분포(2013년)

대륙별

총인구(백만 명)

무슬림인구(백만 명)

아프리카

1,096.60

581.58

53.04

아시아

4,319.96

1,389.50

32.16

유럽

739.31

56.18

7.6

북미

469.1

8.04

1.8

남미

488.5

2.07

0.42

38.04

1.77

0.67

7,151.51

2,038.04

28.26

오세아니아
총계

무슬림 비중(%)

자료: Muslim Population, http://www.muslimpopulation.com/World/(검색일: 2014년 7월 12일).

그림 3-1.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분포(2014년 기준)

자료: [표 3-1]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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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남아 주요 국가의 무슬림 비중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전체 인
구의 88%인 약 2억 2천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총인구의 60%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가지
고 있다(표 3-2 참고). 말레이시아는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로서 크게 인도계
말레이, 중국계 말레이 그리고 말레이 말레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서 말레이 말레이계가 약 57~58%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이슬람이 국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말레이 말레
이계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슬람을 신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권을 인정해서 각각의
민족별 종교를 허용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인구의 60%가 무
슬림이라는 것은 상기 말레이 말레이계 무슬림에다 비말레이 말레이계들의
무슬림을 포함한 비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2. 동남아 주요 국가별 총 인구와 무슬림 인구 및 비중(2014년)

국가별

총인구(백만 명)

무슬림인구(백만 명)

무슬림 비중(%)

인도네시아

248.50

218.98

88

말레이시아

29.80

18.00

60

미얀마

53.3

8.0

15

태국

66.2

6.62

10

싱가포르

5.4

0.86

16

필리핀

96.2

9.62

10

자료: Muslim Population, http://www.muslimpopulation.com/Asia/(검색일: 201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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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남아 주요 국가별 총 인구와 무슬림 인구 및 비중(2014년)

자료: [표 3-2]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무슬림들은 다산이 삶의 미덕이자 종교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매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구인들의 출산율 저하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
고 있다. 기독교관련 단체들이 발표하는 무슬림 인구증가율도 비무슬림 인
구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UN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슬람권의 1인당 GDP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경제 성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하였다. 이슬람권의 매년
인구 증가와 소득증가는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이슬람권 할랄 상품
시장규모를 더욱 넓히는 촉매제로 나타날 것이다.

나. 세계 할랄 시장 규모 및 전망: 할랄식품(Halal Food)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세계 할랄 식품(Halal Food) 시장은 빠르게 증가해왔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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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을 보면, 2009년 세계 할랄 식품 시장규모는 6,346억 달러에서 2010년
6,543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600억 달러를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권역을 포함한 아시아가 전 세
계 할랄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초과하고 있다. 그 다음의 할랄
식품의 시장규모 비중이 아프리카대륙(23% 이상), 유럽, 북미 그리고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 Kearney18)에 의하면, 전 세계 할랄 상품(Halal
Product) 시장규모는 미화 약 2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2조 달러 이
상의 할랄 상품 시장규모 중 할랄 식음료산업(Halal Food & Drink)이 미화
1조 4천억 달러로 전체 할랄 상품 시장규모의 약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이 의약품산업으로 미화 5,600억 달러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
계하였다.
글로벌 할랄 상품의 시장규모 중 식음료와 의약품이 거의 대부분(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개인 보호용품(이‧미용), 건강보조용품 그리
고 의료서비스 등이 점유하고 있다.
할랄 상품의 시장수요 예측 기관에 따라 글로벌 할랄 식품을 포함한 할랄
상품의 시장규모 추산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무슬림 및 비무슬림권의
할랄 상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전망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할랄 인증 취득은 이슬람권 수출시장
의 확대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8)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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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의 할랄 인증 취득도 어느 국가에서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앞
서 언급한 바와 세계 이슬람권에서 국가간 할랄 인증의 상호 교차 인정이
가장 많고 할랄 인증에 대한 세계적인 공신력이 확보된 할랄 인증기관은 말
레이시아 JAKIM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은 할랄 상품의 세계 이슬람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 취득에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3-3. 세계 대륙별 할랄 식품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2009
금액

2010
비중

금액

2011
비중

금액

비중

세계

634.6

100.0

654.3

100.0

661.5

100.0

아프리카

150.3

23.7

153.4

23.4

155.9

23.6

아시아

400.1

63.0

416.1

63.6

418.1

63.2

유럽

66.6

10.5

67.0

10.2

69.3

10.5

호주

1.5

0.2

1.6

2.5

16.5

2.5

북미

16.1

2.0

16.2

2.0

14.5

2.2

자료: World Halal Forum 2012, http://www.worldhalalforum.org/main.html/(검색일: 2014년 7월 12일).

할랄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암시하듯이 할랄 상품은 안전, 청결, 건강,
위생, 친환경 그리고 윤리 등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21세기 세계인들의 생활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한 ‘웰빙’의 이미지와 거
의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할랄 상품에 대한 수요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에게까지 외연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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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할랄 인증 과정은 할랄 상품에 대한 전 공급체인(Supply Chain)
과정에 대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롭
다. 이러한 엄격한 할랄 인증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무슬림까지도 할랄
인증 상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로 인지하기 때문에 향후 지
속적인 할랄 식음료를 비롯한 할랄 상품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게다가 UAE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
하고 정부차원에서 할랄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적 지원, 할랄 관련 법
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물류를 포함한 할랄 산업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거
나 구축하는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10년 전부터 세계 이슬람 경제의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이슬람 경제의 다른 한 섹터인 할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할랄 산업에 대한 이슬람권 국가
들의 정부 차원의 발전계획과 집중적인 지원은 앞으로 할랄 산업의 영역을
넓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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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세계 할랄 식품시장 대륙별 시장규모 비중
(단위: %)

자료: [표 3-3]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2.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할랄 시장의 효율적 접근 방법
우리 기업이 글로벌 할랄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이슬람권 할랄 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불식 시급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이슬람과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 생소한 느낌을 갖
는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종교적 요소, 무슬림들의 삶의 가치이자 의식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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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슬람 문화, 2000년 이후부터 국제금융계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 그리고 무슬림들에만 적용되는 할랄 등과 같은 이슬
람적 요소에 대해 한국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
편적인 현상이다.
2012년에 우리 정부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이슬람 금융 기법 도입을 위
해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상정했지만 입법기관의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
식과 편견으로 결국은 법 개정이 무산되어, 우리 기업들은 일반 금융보다 이
자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였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이슬람권에 대한 수출확대와
할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슬람권 할랄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슬람 윤리관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보편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이슬람 문화와 할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슬람권 할랄 시장의 효율적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 여타 국가 중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 획득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할랄 시장은 이슬람권 무슬림들의 인구 증
가와 소득증가로 인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 할랄 시장은 미래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 평가할 수 있

28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다. 이와 같이 이슬람권의 거대한 할랄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
는 수출 및 해당 상품이 할랄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특히 이슬람권 상
품 수출에 필요한 것이 할랄 인증서 획득19)이다.
할랄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다. 무슬림들이
할랄을 어기면 종교적, 윤리적으로 처벌받고 비난받지만, 비무슬림들은 그
렇지 않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무슬림들에게는 중요하다. 중동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할랄이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할랄 식품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었다. 이들 국가들은 무슬
림 시장에서 할랄 컨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비무슬림 국가들로부터
식품이 들어오고, 더 많은 국제적 거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Alserhan 2010).
이런 필요에 의해 2006년 이전까지는 이슬람권의 모든 국가들에서 이슬
람 관련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할랄 인증서가 발급되었는데, 2006년에 말레
이시아만이 할랄 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할랄 산업을 개발하여 글로벌 할랄 산업의 허브로 육성시킨다는 계획
을 추진하였다. 말레이시아가 할랄 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
한 것이 할랄 인증의 국제 표준화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할랄 인증서를
민간 기구가 아닌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이슬람 문화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한국 기

19) 할랄 인증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님.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그리고 국가 이
미지 제고에도 필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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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전 세계 이슬람권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 육성정책을 사업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레이
시아는 샤리아에 근거한 할랄 상품의 요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중
동의 이슬람 국가들보다는 유연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할랄 상품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할랄 대상 상품이 기존의 할랄 식품에서 할랄 화장
품과 할랄 의약품, 여기에 호텔, 관광, 물류, 의류 등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됨
에 따라 할랄 상품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JAKIM이 인정한 할랄 인증은 여타의 이슬람 국가보다 할랄
인증의 상호 교차 허용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이러한 상호주의에 따라 할랄
인증 기관이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할랄 상품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그러나 상호 교차가 허용되지 않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는 할랄 상품
의 수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획득은 동남아, 중동, 아프
리카 그리고 유럽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레이시아 정부기관인 JAKIM의 할랄 인증서 취득은 우리 상품의 수출 확대
에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서 취득을
위해 우리 기업은 JAKIM의 할랄 관련 규정,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에 대
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JAKIM과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할랄 인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이슬람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 위
해 2003년에 이슬람 금융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이슬람금융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를 유치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이슬람 경제의
한 축인 할랄 상품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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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우리 기업은 이슬람권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민간 할랄 인증보다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다. 용이한 인증 획득과 제 비용절감을 위해 말레이시아 Halal Park 적극
활용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 육성을 위해 할랄개발공사(HDC)를 2006년에 설
립하여 할랄 인증, 할랄 산업 홍보, 할랄 인증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할랄 산업단지인 Halal Park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 내의 할랄 상품 생산기지와 다른 이슬람권 국가
들에 대한 우회 생산기지로 말레이시아 할랄 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할랄 인증 표준화를 통한 할랄 산업 허브를 목표로
하므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당 국가 및 다른 이슬람권으
로의 판매와 수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파
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2년부터 할랄법(Halal Ac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부착되는 할랄 로
고는 JAKIM과 JAKIM이 공인한 75개의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하고, 다른 할랄 로고를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할랄 표시를 할 경우에
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할랄법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인증하는 할랄 인증이 없을 경우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나
다른 이슬람권으로의 할랄 상품 수출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할랄 인증이 용
이한 말레이시아 할랄 파크의 활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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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슬람권 시장은 할랄 인증에 대한 로고 부착 의무화 움직임이 두드
러지고 있다. 할랄 상품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서 ‘허용되지 않는’ 하람
(Haram) 상품과 생산의 전 공정과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할랄 인증
요건 중의 하나이다. 즉, 부품 및 자재부터 생산‧가공‧저장‧포장‧판매까지
의 모든 과정이 하람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할랄 상품에 대한 전용 생산 라인을
설치해야 하며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도 생산된 물품을 별도로 저장‧관리해
야 하기 때문에 할랄 전용 물류 센터도 마련해야 한다.(엄익란, 2013)
더욱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할랄 상품은 인증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에게 비용의 일부가 전가되어 할
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
을 위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할랄 상품에 대한 상품의 특성과 주요
소비대상(연령, 성별, 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품별, 소비대상별
로 차별적인 마케팅이 유효하다(엄익란 2013).

라. 할랄 시장의 효율적 접근을 위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기
도실 마련
먼저, 국내에 방문한 이슬람권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무슬림을 배려한 시
설과 배려가 필요하다. 무슬림들은 평생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
데, 그중 하나가 하루 5회의 기도이다. 무슬림들은 어디를 가거나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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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도는 메카를 행해야 하며 또한 하
람과 혼재되어 있는 공간을 피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첫 공간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내에 메카를 향한 소규모
의 기도실을 무슬림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해 주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우리 기업의 할랄 시장 진입과 할랄 상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 이는 공항뿐만 아니라 무슬림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호텔,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그리고 대형 레스토랑 등과 같은 공공건물에도 메카를
향한 작은 기도실을 설치한다면, 이슬람권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향상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슬람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및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고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마. JAKIM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공조체제 강화 및 할랄 인증 전문
가 양성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2013년 7월 1일부로 한국이슬람교중
앙회가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동등성을 인정받아서 한국 식품관련 기
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상대적으로 편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014년 7월 이후 또 다시 할랄 인증
을 획득해야만 아슬람권 할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면서 할랄 인증의 번거로움이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해서도 JAKIM과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공조체제 강화와 양 기관의 인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양 기관의 인적교류확대는 말레이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할랄 표준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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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글로벌 할랄 표준의
선두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숙련된 전문가는 지속적인
각 공정별 관리가 철저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여
할랄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인증 취득이 절실한
한국 기업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
업의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다.

바. 정부차원의 할랄 산업 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에 맞춤형 지원 필요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할랄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과 수출 유망기업 그리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 등으로 기업을 분류하여 각 단계별 할랄
상품 육성 전략,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할랄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할랄 상품 전시회 및 할랄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야 한다. 이 경
우, 정부는 행사 참여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 참가비를 보조해 주고, 이슬람
권 할랄 시장에 진출했거나 예정 기업들에 대해 일반 상품수출 기업들과 마
찬가지로 할랄 상품 수출금융 및 할랄 상품 수출 보증보험제도 등의 지원
등의 상품 형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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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로는 할랄
(halal)과 하람(haram)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의 할
랄 식품으로는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과 해산물 그리고 육류의
경우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된 것에
국한된다.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의 하람 식품은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
식, 동물의 피와 관련된 부산물, 파충류가 이에 속한다.
할랄 산업은 할랄 식음료 부문을 제외하고 다음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
저, 동물의 기름 성분을 뺀 식물성 청정 원료로 만든 화장품과 장수무병을
위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 약품 그리고 의료서비스 등이나 최근 할랄 산업의
범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조 및 가공업종뿐만 아니라 관광, 온천, 호텔업
그리고 물류부문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매력적인 이슬람권 할랄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진입과 수출을 위
해서는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서 획득이 필요하다.
다양한 할랄 인증기관 중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할랄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인 JAKIM이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에서 할
랄 인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슬람 국가들의 지역 단위 혹은 민간
차원에서 인정하는 할랄 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슬람권 할랄 시장에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라도 글로
벌 할랄 인증기관간 상호 교차 인증이 많이 인정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
랄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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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IM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의 직속 기관으로 이슬람교 및 무슬림
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심적인 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
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발전과 성장을 계획하는 것, 과거에서 기금
가지 내려오는 무슬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의 이슬람 관
련 법률과 법령 그리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영에서의 이
슬람에 대한 포괄적 이해 및 무슬림 발전 프로그램 시행, 전국적으로 이슬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권한 조정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는
이슬람 관련 프로그램의 가치 창조, 이슬람 관련 정보 기준의 수집 및 확산
과 대내외적 협력을 통한 무슬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벌 할랄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
원의 할랄 교육, R&D 그리고 할랄 표준화 개발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으
며 말레이시아는 할랄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향후 할랄 산업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할랄 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유럽, 러
시아, 호주 등에도 상당수가 분포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에 5
억 8천만 명, 아시아 13억 89백만 명 등 전 세계 약 20억 명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거주하
는 무슬림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할랄 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각국의 할랄 관련 기관에서 발
표하는 전 세계 할랄 상품(Halal Product)의 시장규모는 평균적으로 미화 약
2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슬람권의 할랄 시장 규모 역시 무슬림
인구 전망과 마찬가지로 예측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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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출산율과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 지출 규모 역시 큰 폭의 성장세
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할랄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뿐 아니라
할랄 산업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할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 접근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슬람 문화와 윤리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편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할랄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슬람 윤리관과 가
치를 인정해 주는 보편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타 국가 중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말
레이시아 JAKIM이 인정한 할랄 인증은 여타의 이슬람 국가보다 할랄 인증
의 상호 교차 허용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이러한 상호주의에 따라 할랄 인
증기관이 있는 다른 이슬람국가로의 할랄 상품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셋째, 용이한 할랄 인증 획득과 인증에 따른 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Halal Park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레
이시아는 글로벌 할랄 인증 표준화를 통한 할랄 산업 허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당 국가 및 다른 이슬람권으
로의 판매와 수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파
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할랄 시장의 효율적 접근을 위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기도
실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을 방문한 첫 공간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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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를 향한 소규모의 기도실을 무슬림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해 주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향상은 우리 기
업의 할랄 시장에 대한 편리한 진입과 할랄 상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
이다.
다섯째, JAKIM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공조체제 강화 및 할랄 인증 전
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면서 할랄 인증의 번거로
움이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해서도 JAKIM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간의 공조체제 강화와 양 기관의
인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인적교류확대는 말레이시아가 추구하
고자 하는 할랄 표준 제정에 한국 인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기 때문에 글로벌 할랄 표준의 선두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여섯째, 정부차원의 할랄 산업 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에 맞춤형 지원이 필
요하다. 한국 기업의 이슬람권 시장에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시장 접근 단계
별로 각 단계별 할랄 상품 육성 전략,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할
랄 상품 전시회 및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정부는
부분적으로 참가비를 보조해 주고, 일반 상품수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할
랄 상품 수출금융 및 할랄 상품 수출보증보험제도 등의 지원과 같은 할랄
상품 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이슬람권 할랄 시장의 효율적 접근에 대한 기초연
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슬람 금융을 포함한 이슬람 경제의 메카를
자처하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의 육성정책과 할랄 인증 제도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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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할랄 산업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 관련 자료와 통계의 한계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학술적 연구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정
하면서, 향후 과제로 학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포괄하는 할랄 상품별 시
장수요 예측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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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남아 대륙부에 위치한 메콩 강(Mekong River)은 4,900㎞의 길이와 79만
5,000㎢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하천이다. 메콩 강
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雲南) 성‧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
디아 그리고 베트남 6개국을 통과하는 국제하천이다. 메콩 유역이 최근 주
목을 받게 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유역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반공‧친미 성향의 태국과 공산‧반미적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대립으로 메콩 유역의 잠재
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이 도래한 1990년대부터 인도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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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메콩 유역국가간 무역과 투자는 급증
하였으며 더불어 메콩 유역의 기반(인프라)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메콩 유역의 자연적, 생태적인 통합성이 수천 년간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
는 공식적인 국경에 의해 6개국으로 분할되어 있어 메콩 강 개발에 따른 이
익과 비용도 비대칭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메콩 강과 관련한 다양한 개
발 이슈 특히 수자원개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상황에서 논쟁
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기업과 NGO의 참여로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메콩 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최근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주로 메콩 유역연구를 수행해왔는데
김홍구 외(2011) 메콩지역의 개발전략: 태국‧캄보디아‧라오스라는 연구를
통해 관련 유역국의 전략적 접근을 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태윤 외
(201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역시 메콩 유역의 산업별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
시하였다. 메콩 유역의 이해관계자에 관해서 Philip Hirsch(2010) “Beyond
the Nation States: Natural Resource Conflict and ‘National Interest’ in Mekong
Hydropower Development”는 수자원 개발 관련 국가별 이익과 갈등에 대한
선도적 연구이다. Kate Lazarus(2011) Water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the
Mekong Region은 그동안 개발이익의 소외되어 온 이주민 및 유역민의 입
장과 권리를 정리한 대표적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수자원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설명하였지만 비용주체 외 이익주체에 대한 균
형적‧상호적 시각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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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수자원개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현상을 모두 설
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기본적 논의는 수자원 정치(water politics 또는
hydro politics)에 기초하고자 한다. 수자원 정치란 “국경을 넘은 수자원의 사
용에 관한 협력과 갈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정의할 수 있다(Elhance 1999,
p. 3). 수자원 정치는 공공‧민간 부문 그리고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시각을
통틀어 각종 제도와 실행 방안, 우선순위와 관련된 정책적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Mollinga 2008, p. 2). 메콩 수
자원의 이익과 비용은 경제적인 이슈이지만 관련된 정책 결정은 매우 정치
적인 과정(political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전략이 메콩 수자원 개발에 어떤
정책적 수단과 전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고자 한다.
수자원정치의 대표적 시각인 현실주의자(realism)들은 국제하천의 ‘분쟁’
이 국가간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점점 부족해져가는 담
수(fresh water)를 확보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이 분쟁과 전쟁의 원천이 될 것
이라는 시각이다(Postel & Wolf 2001, p. 60). 그러나 담수 문제와 국제하천
분쟁사이에 필수적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담수 문제는 여타 요인들-역사, 문화, 환경, 경제, 안보, 정체성-과 서로 얽힌
상태에서 인접 유역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로지 담수 문제로 분
쟁이나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신연재 2006,
p. 189). 특히 담수 문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는 안보나 경제와 같은 상위정치
(high politics)의 의제에 비해 분쟁과 갈등의 정도가 낮은 분야라고 할 수 있
다(Berchorner 1992, p. 6). 본 연구는 메콩 수자원개발의 ‘갈등’이 ‘분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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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경
제적 이해관계와 힘(power)으로 정책적 수단을 관철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
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Grover의 주장처럼 국제하천의 자
원 운용(International Rivers Water Management)은 각 이해관계자의 차이로
‘분쟁의 요인(cause of conflict)’이자 동시에 ‘협력의 촉매제(catalyst for cooperation)’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Grover 2007, p. 5).
Buckles는 국제하천과 같은 자원 분쟁에 있어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분석(multi-stakeholder
analysis)을 제시한다. 다중이해관계자 분석은 이해관계자간 이익과 역학관
계의 차이를 연구하는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로서, 누가 자원에 대한
현재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Buckles 1999, p.
6). 또한 이 분석은 분쟁의 원인과 향후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
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콩 수자원개발
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이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진전된 결과물을 내고자 한다. 즉 기존연구
에서 수행된 메콩 수력발전댐 개발에 대한 국가의 입장, 시민사회의 입장,
초국가기구 및 기업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여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의 본질과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균형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자원 개발에 대한 다양한 입장 즉 국가개발전략,
경제적 이익, 정치적 영향력, 환경에 대한 고려, 지역주민의 생존권 등 지지
와 반대에 있는 각 그룹별 입장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메콩 수력댐 개발 이슈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능한 최근
문헌을 참고할 예정이지만, 메콩 대부분의 국가가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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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관련 자료 및 통계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방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메콩 수력댐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문과 면담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연구수단이 되었다.
국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아시아개발은행 및 메콩 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는 담당자를 면담하였고 투자기업, 지역민과
NGO 관계자와의 면접조사도 시행하였다.

Ⅱ. 메콩 수자원개발 현황 및 이해관계자
1. 수자원개발 현황
메콩 강(Mekong River)은 티베트(Tibet)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雲
南) 성‧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총 6개국을 통과하는 총 길
이 약 4,900㎞, 총 유역면적 79만 5,000㎢의 세계 12대 하천 중 하나이다
(Gupta & Liew 2007 p. 260). 메콩 강의 연평균 유수량(discharge flow)은 1만
4,000㎥/s로 세계 제 8위를 차지하며, 생태학적으로는 2만여 식물종, 430종
의 포유류, 1,200종의 조류, 800종의 양서류, 85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1 참
고]. 6개 유역국의 총인구는 3억 2,600만 명에 이르며, 메콩 유역에 직접적인
생존이 달려 있는 인구도 6,700만 명에 달한다. 메콩 유역은 인종적으로 100
여 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유의 언어‧신앙‧문
화와 사회 형태를 유지해왔다(USAID 201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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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콩 강 유역(Mekong River Basin) 및 주요 지표

총길이

4,900㎞(세계 12위)

생태다양성

2,300여 생물종(세계 2위)

유수량

1만 4,000㎥/s(세계 8위)

담수 어업량

230만 톤(세계 1위)

유역국 인구

6,700만 명(2012년 기준)

유역국 GDP

5,580억 달러(2013년 기준)

경제성장률

6.5%(2012년 기준)

수자원 잠재력

3만㎿

농경지

1,500만 헥타르

자료: Mekong River Commission(2011).

메콩 유역의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1957년 UN이 설립한 메콩위
원회(Mekong Committee)의 전신인 ECAFE(Economic Committee for Asia
and Far East)의 제안으로 태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4개국에 의해 시
작되었으나 냉전체제 하의 유역국간의 갈등과 인도차이나 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메콩 강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하천이자 유역국가간 교류의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메콩 유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Oehlers 2006, p. 465).
대표적으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은 1992년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시작되었고, 중국‧태국‧베
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유역 6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운송‧에너지‧통신‧환경 등 중점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개발하여 유역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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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고 번영된 비전을 지향한다. 1995년 시작된 메콩 강위원회(MRC)는
현재 메콩 유역국 중 4개국(라오스‧베트남‧태국‧캄보디아)이 회원국으로 있으
며, 중국과 미얀마는 대화상대국(observer)으로 참여하는 정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agency)로서 메콩 강의 수자원 관리와 메콩 유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세안
차원의 AMBDC(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과 아세안
통합계획(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태국이 주도하는 ACMECS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등이 메콩
유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메콩 유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은 유역 당사국뿐만 아니라 역외국가
및 초국가기구의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
터 메콩유역개발(GMS)에 적극 참여하여 메콩 유역국과의 무역‧투자‧원조를
크게 확대하였다(류석춘‧최진명, 2012). 미국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 메콩 하류국을 포함하는 메콩하류유역계획(LMI: Lower Mekong
Initiative)을 2009년 출범시켰으며 일본 역시 2009년부터 일-메콩정상회의
(Japan-Mekong Summit)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메콩 유역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한-메콩외교장관회의(Korea-Mekong Ministerial Meeting)를
정례화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한-메콩비지니스 포럼(Korea-Mekong Business
Forum)을 시작하고, 2014년을 한국-메콩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메콩 유역에 대한 일련의 외교적 확대는 메콩 유역국이 가
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중국과 태국을 제외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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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유역국은 현재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풍부한 자원
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신흥시장으로 또 동남아 최후의 미개척 시장
으로서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메콩 유역국 수력개발 현황
(단위: ㎿)

국가

생산 중

건설 중

계획 중

총

1

-

5,589

5,590

라오스

738

2,764

17,686

20,767

태국

745

-

-

745

베트남

1,204

1,016

363

2,583

총

2,688

3,780

23,638

29,684

캄보디아

자료: Mekong River Commission(2011).

메콩 수력개발의 총 잠재력은 2만 9,684㎿에 달하지만, 현재(2011년) 생산
중인 전력은 2,688 ㎿로 전체 잠재력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표 1 참고).
메콩 수력개발은 주변국의 전력부족과 맞물려 중요성의 정도가 고조되는 만
큼 이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WWF(2005)에 따르면 메콩 유역에 무려 260개의 수력발전을 위한 댐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수자원이 메콩 유역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전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Fink & Cramer
2008, p. 47). 특히 메콩 유역의 잠재력이 가장 핵심적인 수자원 개발에 대해
서는 개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이 투영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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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콩 유역 이해관계자
메콩 수력개발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한 유역 국가별 정부 및 기업과 세계
은행(WB: World Bank),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댐의 건설은 유수량
의 변화와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개발의 이익에 소외되어 있는 메콩하류국가(베트남‧캄보디아) 및 메콩
강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만 명의 거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
로 보인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로서 메콩 강을 공유하고 고
르게 혜택을 받아왔던 국가와 주민들은 본격적인 수자원 개발 이후 이익을
누리는 그룹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표 2 참고).
여기에 역외주체인 초국가기구와 국제시민단체가 각각 이익과 비용을 지불
하는 그룹을 지원 또는 후원하는 형태로 가세하여 메콩 강을 둘러싼 이해관
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Hirsch 2010, p. 320).
표 2. 메콩 수력댐 개발의 이익과 비용 주체

이익

비용

국가

중국‧라오스

베트남‧캄보디아

초국가기구

World Bank, ADB

국내‧국제 NGO

민간

투자기업

농어민‧거주민

자료: 필자 작성.

개발의 이익과 비용 분담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일부 주체의 일방적 이익
추구는 역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킴으로써 이익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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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비용을 최대화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메콩 수력개발 주체를 국가,
초국가기구, 민간으로 나누어 개발을 찬성(이익 추구)하는 그룹과 개발을 반
대(비용 지불)하는 그룹의 상호입장과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가수준에서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과 라오스의 입장, 개발에 반대하는 베
트남과 캄보디아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초국가기구로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WB, ADB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내와 국제시민단체(INGO)의 대조적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
개발의 주체 중 가장 직접적인 투자기업과 지역거주민(이주민)의 입장과
논리도 살펴보고자 한다. 메콩 수력개발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과 이익을 가능한 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비용을 최소화한다
면 갈등은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Ⅲ. 메콩 수력개발 이익 주체의 입장
1. 유역 국가(정부)
(1) 중국
중국에게는 19개에 달하는 국제하천이 있으며 대부분 상류 지역을 점유하
고 있다. 중국은 1997년 UN에서 채택된 “국제하천에 대한 비항행식사용에
대한 법(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메콩 강(중국은 란창 강이라 칭함)에 대한 접근은 중
국 국제하천 전반에 대한 전략적 행동양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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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현재까지 폭발적인 경제성
장을 지속해왔고 에너지 수요 또한 폭증하게 되었다. 과거 주요 자원의 수출
국이었던 1993년 석유수입국가가 되었고, 2007년 석탄수입국가로 전환되었
다. 중국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전 세계 수력발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5%에서 2010년
21%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두 배로 늘어났으며 전체 전
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까지 증가하였다(Gleick 2009, p. 92).
중국에는 현재 2만 5,000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메콩 유역의 댐 개발은 2025년까지 8개의 댐을 완공하여 약 1만
6,150㎿(연간 약 70,000GW)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표 3 참조). 중국
이 메콩 강에서 차지하는 유수량은 16%이지만 라오스/태국에 유입되는 유
수량의 60%,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유수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댐 개발
이 목표대로 완공되었을 경우 메콩하류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Biba 2012, p. 608).
표 3. 중국의 메콩 수력댐 건설계획

만완(Manwan)
다차오산(Dachaosan)
샤오완(Xiaowan)
징홍(Jinghong)
누어짜두(Nuozhadu)
간란바(Ganlanba)
밍손(Mengsong)
공구챠오(Gongguoqiao)
계

전력생산량(㎿)
1,500
1,350
4,200
1,750
5,850
150
600
750
16,150

착공시기(년)
1986
1997
2002
2004
2005

완공시기(년)
1995
2003
2010
2014(예정)
2017(예정)

계획 중

계획 중

자료: 류석춘‧최진명(2012,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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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메콩 수력개발은 국내의 에너지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이지만 윈난 성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의 차원을
넘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 즉 중국은 단순한 수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메콩
유역을 경제적 교두보로서 개발하기 원한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지역 및 인
도양 지역의 유통 교두보를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전된 중국 동부지역
과의 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서부지역의 대개발(develop the west)’을 도모하
고 있다(Dosch & Hensengerth 2005, p. 263).
중국은 메콩 유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GMS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GMS는 ASEAN 지역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위해 ADB가 주도
하는 사업이며 메콩 유역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개발지향적인
GMS의 참여로 메콩 내의 수자원 개발을 정당화하는 반면 MRC에는 정회원
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화국(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Summer
2008, p. 71). 이는 개발지향적인 GMS가 중국의 대동남아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한 반면 MRC 가입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MRC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메콩 유역 개
발에 대한 MRC의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
서 중국의 대 메콩 유역에 대한 이해관계는 GMS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MRC에 대한 소극적 참여라는 현재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라오스
라오스에게 메콩 강은 국가의 존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Lam 1997, p. 276). 실제로 메콩 강 내 라오스가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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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수량의 비중은 35%, 유역의 비중은 26%로서 6개 메콩 유역국가 중 가
장 크다(Goh 2001, p. 471). 라오스는 메콩 수력개발이 향후 국가산업발전에
핵심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개의 수자원 댐이
건설되었으며, 2014년 현재 민간분야(해외투자자) 및 국제기구(WB, ADB)
와 협력하여 2,00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의 생산을 통해 90%를 수출하고 10%를 국내에서 사용할 계획이다(La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라오스 정부가 수자원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라오스가 저개발 농업국가
(GDP 26%, 고용 70%, 2012년 기준)로서 경제구조의 전환이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또한 라오스는 주변 개발도상국과 달리 노동 및 자원도 부족한 상황
이기에 수력발전과 전력수출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
다. 현재 전력 수출은 매년 평균 약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
력수출액이 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 수출은 광공업
및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력수출은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
(2014년 추정)하여 광산물, 가공 산업에 이어 3번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광공업 및 에너지 부문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72%에 이르며,
이 중 광물자원이 60%, 수력자원이 4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1) 특히 수력
발전은 청정(clean)하고 재생가능(renewable)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고
갈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라오스 정부는 중시하고 있다. 수력 발전은 앞으로
라오스 전체 국가 자본(natural capital)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1) 라오스 투자기획부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부국장 Kouthong Sommala(Deputy Director,
Asia-Pacific and Africa Division)와의 인터뷰(201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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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라오스는 과거 중국의 메콩 상류댐의 건설을 반
대하는 입장에서 다른 동남아 메콩유역국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으나 메콩
본류 댐 건설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증가하자 새로운 입장과 논리로 전환하
게 되었다.
라오스의 대 메콩 유역에 대한 개발 지향적 접근은 명확하지만 메콩 유역
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의 위상을 갖는 중국과 같이 일방적 강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메콩 유역국 중 가장 약소국의 위치에 있는 라오스는 수자
원개발을 위해 최근 MRC와 같은 초국가기구나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경쟁
관계를 활용하는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을 활용하고 있다(Suwanmontri,
2007, p. 9). 예를 들어 메콩 본류에 최초로 건설 중인 싸야부리댐에 대해서
는 1995년 제정한 ‘메콩협정 및 절차규칙(Mekong Agreement & Procedural
Rule)’에 대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오스는 이에 싸야부리댐
의 건설은 메콩 강위원회(MRC)의 관련 합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며 게다
가 환경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Run of River 방식)으로 건설 중이
기에 상류에 있는 중국 댐 건설과는 차별화 되어있다는 입장이며, 라오스는
또한 MRC의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베트남‧캄보디아로부터 공식적인 반
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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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라오스 수자원개발에 대한 기대 이익

분류

거주민(local)

기대 이익





도로 신설 및 개선
생활여건의 개선(교육, 의료, 전기, 상수도 공급 등)
거주민의 고용 창출
무역, 환경보호, 개량 농업 개발 프로그램 제공

국가이익(national)

 법인세 및 이익 분담금 수입 증가
 안정적이고 재생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 확보
 기술인력(엔지니어)의 증가

지역이익(regional)






GMS/ASEAN 내에서의 에너지 공급 증가
GMS/ASEAN의 전력망(grid) 확충
저렴한 비용(현재 0.50-3.70$/㎾)의 메콩 유역 전력 확보
2
화석원료(fossil fuel) 및 CO 배출의 대체 가능

자료: POYRY 2013, p. 26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라오스는 싸야부리댐 이외에도 남부지역에 돈사홍(Don Sahong)댐 건설을
예정하고 있으며 본류에 건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류 댐이 아
니라는 논리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NGO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 대해서도
싸야부리댐 건설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그룹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싸야부
리와 돈사홍댐 건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2)
라오스는 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주변국과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잠재적

2) 이상의 내용은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차관(Vice Minister, Ministry of Energy and Mine)
Viraphonh Viravong 및 에너지정책 및 사업국 국장(Director General, Energy Policy and
Planning Department) Daovong Phonekeo, 행정부국장 Akhomdeth Vongsay(Deputy Director,
Administration Division)과의 인터뷰(201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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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감소시키는 균형전략을 활용하고 있다(Roy 2005, p. 310). 중국‧베트
남‧태국 등 관련 유역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라오
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진출의 교두보를
위해서, 베트남은 과거 인도차이나 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국은
바트(Baht) 경제권의 확대를 위해 라오스와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라오스는 이러한 경쟁적 구도 속에서 특정 국가에 편향된 정책보다는 균형
을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김홍구 외 2011, pp. 161~162).
라오스 본류 댐인 싸야부리 건설에도 전력공급이 부족한 태국의 전력공사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이하 EGAT) 및 민간 기업 회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 정치외교적 결속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국이나 태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라오스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메콩
본류 댐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2. 민간투자(기업)
(1) EGAT과 Xayaburi Power
메콩 유역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은
전력 생산을 통한 수익을 이루는 대표적 이해집단이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의 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유역국 정부의 개발논리와 일치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개발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메콩 본류 댐 건설의 대표적 투자기업인 EGAT, Xaya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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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egafirst 등의 입장과 논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태국은 라오스의 개혁과 개방 초기부터 메콩 수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라오스는 지리적으로 태국과 가까워 수자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기가 쉬운데다가 1990년대 이후 태국 내에서 수력댐 건설이 중단됨
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메콩 수력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라오스
내 메콩 수력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EGAT이다. EGAT의 관계자에 따
르면 태국 총 에너지 수요에서 15%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며 현재는
10%를 수입한다고 한다.3) 라오스로부터 상당량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EGAT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
을 하고 있다. EGAT은 전력 구입 시 송전선의 건설로 인한 라오스 내 환경
파괴는 라오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싸야부리댐은 라오스가 메콩 본류 댐에 최초로 건설하고 있는 댐으로서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싸야부리댐은 2019년 완공될 예정으로 총 39억
달러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4년 7월 현재 39%의 공정
률을 보이고 있다. 일일 최대 1,285㎿의 전력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
간 총 생산량은 7,450GW로 예상되며 이 중 6,985GW를 태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전력은 라오스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라오스 현장에서 댐을 건설하고 있는 Xayaburi Power의 경우 싸야부리댐
이 MRC의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어류와 생태의 보존을 위한 부속시설 등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Xayaburi Power는 수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적 비용
보다는 전력생산과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적 이익과 홍수 조절과 같은 긍정
3) EGAT Tawatchai Sumranwanich 국장 (Transmission System Planning Department) 및 Nimit
Sujiratanavimol 국장 (Power Energy Resource Department)과의 인터뷰(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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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강조한다.
Xayaburi Power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댐 건설 이후에도 침전
물 및 어류의 회류에는 문제가 없고, 싸야부리댐이 하천의 물을 저장(storage)
하는 전통적 방식의 댐이 아닌 하천의 수량과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는 Run
of river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이다4).
수질 및 생태보호와 관련해서는 MRC의 지침(guidelines)을 준수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Xayaburi Power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국제사회나 메콩 하류국가들이 우려
하는 수질의 악화, 침전물의 감소, 생태 다양성의 감소에 대해 충분한 연구
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Xayaburi 댐을 건설하고 있
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운영계획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과 재이주행동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주가 불가피한 458세대(household)
를 위한 보상과 소득 보전을 실시할 것이며 주택은 물론 거주에 필요한 학
교, 병원, 도로 등의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Xayabouri Power
Brochure). 또한 이주민 세대별로 1명 이상을 댐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채용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지
역민의 이주 문제에 있어서도 16개 마을이 댐 건설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주 주민들에게 버섯 재배나 양서류 양식, 대체 농업 등 원하는 직업을 선
택하여 기초 단계를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전기‧학교‧병원‧사원 등의 기반

4) 이상의 내용은 Xayaburi Power의 lead manager인 Prat Nantasen과의 인터뷰(201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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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제공하여 이주 이전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POYRY 2013, p. 5).
생태적 보호를 위해서는 어류보호, 침전물의 흐름, 수로(Navigation), 수질
등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류의 회류를 원활하게 하는
설비(Fish Passing Facilities)를 별도로 건설 중이며, 댐 건설 중에나 건설 이후
에도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 피력하고 있다. 침전물에 대해서도 자
연수로 이외에도 4개의 자동문(flap door gate)을 갖춘 30m 폭의 7개의 방수
로(spillway)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하천의 흐름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메콩
강을 자연 항로로 유지하기 위해 Navigation lock을 별도로 설치하여 500톤
(DWT)급 선박이 연중 늘 운행할 수 있게 작업 중이며 댐 건설 이후 수질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주변에 수질관리소를 운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2) Megafirst
Megafirst는 말레이시아계 기업으로 라오스 돈사홍(Don Sahong)댐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돈사홍댐은 캄보디아 국경과 마주하는 라오스 최남단 지역
에 260㎿ 발전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6억 달러 정도 투입될 예
정이다(DSPC 2014, p. 8). 돈사홍댐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싸야부리댐 이후
라오스의 2번째 메콩 본류에 위치한 댐으로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라오스
메콩 본류 댐 추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사홍댐은 최근 몇 년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왔고, 라오스 정부 및 MRC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건설을 준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돈사홍댐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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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 표본 조사(sediment sampling campaign)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fishery monitoring)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월 돈사홍댐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연구결과를 공개하
였으며, 같은 해 11월 라오스 정부 주최로 관련 발표 및 현장 방문이 이루어
졌다.
2014년 1월 라오스 정부 및 투자기업의 보고서에 대한 MRC 공동위원회
(MRC Joint Committee)의 1차 검토 회의가 열렸으며, 3월에는 MRC 정부,
관계자, 개발업자 등이 참여한 MRC 기술회의(Technical Workshop)가 비엔
티안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 돈사홍댐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들 즉 수문학(hydrology), 침전물, 어류, 수질, 생태계, 댐 디자인 및 운영, 수
운(navigation) 및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었다(DSPC 2014, pp. 12~15).
Megafirst의 입장도 싸야부리댐에 대한 Xayabouri Power의 입장과 매우 유
사하다. 돈사홍댐 역시 싸야부리댐과 같이 물을 저장하지 않은 Run of River
방식으로 메콩 상하로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 게다가
돈사홍댐이 메콩 본류에 위치하지만 수력발전 시설이 하천의 전체가 아닌
일부 지류(Hoy Sahong)의 유수만 차단하기 때문에 본류 댐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Megafirst는 돈사홍댐 건설로 메콩 유수량의 15%, 침전물의 8%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 유수량 및 어류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경로(migration channels)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돈사홍 개발과정에서도 어류의 경로를 금지하는 것은 유역 어민들의 과도
한 어망(漁網) 설치 때문이며, 2011년 이래 어류의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3
개의 경로(channel)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 2월 현재 4번째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어류의 종류, 크기, 양(abundance) 등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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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09년 이래 어민 60명을 동원하여 상류(지류 입
구)와 하류(지류 출구)의 어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생어류(larval
fish)의 이동에 대한 연구도 201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유
생의 밀도(density) 및 구성(composition)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Megafirst에 의하면 다른 지류를 통해서 어류의 회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돈사홍댐의 건설 역시 어류 회류에 최소한의 영향(least restricted)
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별도의 어류 회류를 위한 경로도 신설할
것이며, 댐 건설 과정과 이후에도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임을 밝혔다.5)
돈사홍댐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2014년 2월에 댐 현장(섬)과 육지를 연결
하는 교량과 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라오스 정부 및 투자기업은 돈사홍
댐의 건설을 통해 전력 생산이라는 기본 목표 이외에도 도로 건설, 위생, 의
료, 교육 시설에 대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
며, 관광 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3. 국제기구
(1) 세계은행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전력공급을 위한 세계은행의 댐 건설지원 프로젝트
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절정을 보였으나, 1990년대 들어 환경파괴와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인해 댐 프로젝트 지원을 크게 축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5) 이상의 내용은 Megafirst Donsahong 댐 프로젝트 책임자(Project Director) Yeong Chee Meng
과의 인터뷰(2014년 2월 10일)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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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수자원개발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라오스
의 댐 건설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6) 세계은행이 댐
건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한 것은 에너지가 개도국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World Bank 2009, p. 6). 또한 개발
공여국 입장에서도 세계은행을 대규모 개발 자금을 장기적 저리로 차입할
수 있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왔다.

그림 2. 세계은행의 수자원개발 지원 추세(1992~2008년)

자료: World Bank(2009).

6) 세계은행과 라오스 수자원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worldbank.org/laont2(검색일:
2014. 8.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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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2010년 완공된 라오스의 1,000㎿규모의 남튼 2(Nam Theun 2)
댐 건설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총 사업투입비 13억 달러의
10% 이상 지원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원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6,000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
구하고 세계은행은 향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어 라오스 경제개
발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남튼 2댐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메콩 수력개발에 대한 세계은행의 시각이 환경보호보다는 경
제개발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은행은 남튼 2댐의 전력생산과 수출이 라오스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생활 여건 또한 개선되었다고 최근 보고서에
언급하였다(World Bank & ADB 2012, pp. 15-16).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라오
스 환경과 사회프로젝트(Lao Environment and Social Project), 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수력광산기술지원프로젝트(Hydro
Mining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등 개발 지향적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또한 베트남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1억 6천만 달러를 지
원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11년 7월 15일). 베트남의 메콩델타(Mekong
Delta)지역은 매년 2천만 톤의 쌀을 생산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곡창
지대이다. 따라서 메콩델타 지역의 농업과 지역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
한 메콩델타수자원프로젝트(Mekong Delta Water Resource Project)를 시행하
고 있다(World Bank 2011, p. 1).
세계은행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정적 평가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환
경보존을 위한 지침도 세웠다. 세계은행은 지난 30년간 상수원, 위생,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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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세계은
행이 개발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에 의해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 인해 환경보존가이드라인이 실제적으로 개발현장에 적용되는 지는
미지수이다(Hartje 2008, p. 301, p. 305). 세계은행의 산하조직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라오스의 경우 수력발전이 지속가능(sustainable)하
도록 지원하며, 수력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수자원개
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환경이 보호되고,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안전과
생계가 보장되도록 투자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7)
세계은행이 메콩 수력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은행의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라는 본
연의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고 프로젝트 이후 평
가가 용이한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수자원의 개발
과 운용은 사업성이 확실하고,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가능한 사업이다
(Hartje 2008, p. 310). 또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하고 수자원 개발은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은행의 향후 사업에도 주요한 우선순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7) 세계은행 IFC의 Senior Operation Officer, Kate Lazarus 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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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GMS 사업 추진기관으로서 메콩 수력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GMS 사업은 냉전이 해체된 메콩 유역의 대규모 개발을 통하
여 국가간 무역과 지역적 시장경제권(Regional Market Economy)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ehlers 2006, p. 467). ADB의 GMS 프로젝트는 1차
(1992~2002년) 및 2차(2002~12년)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3차(2012~22
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 3차 사업은 GMS 유역국(중국‧베트남‧라오스
‧미얀마‧캄보디아, 태국)간의 연계성(Connectivity)과 경쟁력(Competitiveness)

을 제고하기 위해 510억 달러 이상 투자될 예정이다(ADB 2011). 2013년 12
월 개최된 19차 GMS 장관급 회의(GMS Ministerial Conference)에서는 제 3
차 GMS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합
의하였다(ADB 2014; p. 2).
캄보디아의 ADB의 경우 역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와 국가간 연계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메콩 강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이(相異)한 상황에서 협력에 기반을 둔 틀(framework)
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GMS 내에서 중국의 투자 비
중이 매우 커서 자국(중국)이익중심의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언급하였다8).

8) 캄보디아 ADB 프로젝트 Senior Management Specialist, Janur Hakim 과의 인터뷰(2014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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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DB 에너지 사업 부문

사업규모
(백만 달러)

No.

사업명

사업기간(연도)

참여국

1

Design and Funding of a Backbone Grid

2016~20

468

라오스

2

Reinvestigation of Thailand-Lao
PDR-Vietnam Interconnection

2016~20

276

라오스
태국

3

Nabong 500 kV Substation Transmission
Facility Project

2014

106

라오스

4

Continued Projects in Rural
Electrification and Off-Grid Power
Development

2014~17

100

라오스
캄보디아

5

500kV Line from Mawlamyine to the
Main Grid

2020

640

미얀마

자료: ADB(2013).

라오스 ADB는 현재 28개 사업, 총 6억 6천만 달러의 규모로 다양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교육‧도로 부문에 대해 주로 사업을 다루고 있다.
라오스의 남튼 2댐 건설을 지원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댐 건설보다 환경보호
수단(environmental safeguard)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표 5 참고).
ADB는 댐 건설을 통한 전기 생산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에
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즉 에너지 부문에서
는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transmission)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ADB는 현재 메콩 강을 비롯한 유역국(베트남‧캄보디아 포함) 댐
건설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9)

9) 라오스 ADB Senior Project Officer, Khamtanh Chanty와의 인터뷰(201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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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콩 수력개발 비용 주체의 입장
1. 국가
(1) 베트남
베트남은 메콩 강이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위치에 있기에 상류지역의
댐 개발, 수질 오염, 평등한 하수(河水)의 사용과 관련해 매우 취약한 입장이
다(Hensengerth 2008, p. 101). 메콩 하구에 위치한 메콩델타는 베트남의 곡
창지대(rice bowl)이자, 어업의 보고(fish basket)로 농어업 생산량의 15%를
의존하고 있다. 메콩델타의 면적은 3만 6,000㎢로 경작지는 2백만 헥타르에
이르며 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메콩 상류에서 전달되는 침전물(sediments)
은 메콩델타를 비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한
침전물의 차단을 베트남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메콩델타의 거주민들
은 고도 10m 이하에 살고 있어, 하천의 수위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메콩 수력개발은 중국을 비롯한 상류국가에게 혜택을 줄 뿐 베트남에게
주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10) 오히려 농어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어 빈곤계층이 대부분인 농어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메콩 수력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과 고용 창출도 모색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에 위치한 세
산(Sesan)댐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메콩 수력개발
10) 베트남 Ca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Vice Director, Le Ahn Tuan와
의 인터뷰(201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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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이와 같은 입
장은 중국 및 라오스의 댐 건설을 반대하는 논리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MRC 정회원국으로서 국가메콩위원회(VNMC: Vietnam’s National Mekong
Committee)를 운영하는 베트남의 MRC에 대한 활용 또한 모호한 상황이다.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추구하는 MRC에 대해 베트남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RC보다 GMS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MRC는 운영 자금의 90% 이상을 국제사회 특히 서구국가의 지원에 의존하
고 있고, 회원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11) 또한 MRC의 운영체
제와 의사결정이 서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메콩 회원국에게는 낯
선 상황이라는 점도 베트남의 MRC와의 적극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Hengsengerth 2008, p. 109).
베트남의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MRC와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
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의 경우 관련 규정에
있어 MRC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하천유역관리기구(RBOs:
River Basin Organizations)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
다. 무엇보다 국가메콩위원회 내에서 협력해야 할 외교부, 농업부, 기획투자
부 간의 이견으로 메콩 유역개발에 대한 일치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Hirsch & Jensen 2006, p. 37, p. 43).
베트남은 메콩 수력개발로 인한 환경적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MRC
보다 GMS 거버넌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
11) MRC Initiative on Sustainable Hydropower, Task Leader인 Voradeth Phonekeo, Program
Officer인 Piset Chea와의 인터뷰(2013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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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Dara 1995, pp. 29-30). GMS는 동북
아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기초하여 구성되었고, ‘아세안 방식
(ASEAN Way)’이라는 비공식적인 논의와 점진적인 협력의 방식으로 운영
되기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Hirsch & Jensen
2006, pp. 36-38).
GMS의 동력이 되는 투자금도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국가에 의해 동
원된다는 점도 서구의 지원에 의존하는 MRC와 대조된다. 따라서 베트남 입
장에서 수자원개발을 통한 환경 파괴의 비용이 막대하지만 개발과 성장에
우선순위를 둔 정부의 우선순위 전략에 의해 메콩 본류에 건설되는 중국과
라오스의 댐에 대한 반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메콩 본류 댐
건설로 인한 비용지불의 대가로 중국과 라오스에 이익의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중국 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개발원조 확대나 간접
적으로 GMS에 참여하는 중국 자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오스의 경우에는 라오스 수력자원에 대한 공동투자와 전력의 수
입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는 오랫동안 메콩 수력개발과 협력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메콩 하류국가로서 최근 중국과 라오스의 본류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메콩 유역의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며 살아
가는 지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Keskine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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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6). 캄보디아 내에는 메콩 강과 연결되어 있는 톤레삽(Tonle Sap) 호수가
있고, 이 호수는 농업과 어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2013, p. 255). 톤
레삽 호수의 약 60%가 메콩 강 본류에서 유입되며 직접적으로는 150만여
명, 간접적으로는 캄보디아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600만여 명이 톤레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12)
톤레삽 호수는 메콩 강과 연결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우기 동안에 메콩
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메콩 강의 물이 톤레삽 호수로 유입되다
가 건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메콩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역으로 톤레삽 호
수의 물이 메콩 강으로 유입된다. 메콩 강과 톤레삽 호수의 유수량의 상호유
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메콩 유역의 범람을 조정하고, 생태계와 어업 활동
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홍구 외 2011, p. 97). 따라서 메
콩 강의 수자원개발은 톤레삽 호수의 유수량에 변화를 주어 지역 거주민은
물론 캄보디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GMS의 목표인 역내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이다.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졌고, 라오스와 더불어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평균
전력보급률은 31%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GMS가 추구하는 무역,
관광, 물류 인프라의 확충을 거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개발프로그
램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신흥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
를 갖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GMS에 참여한 이래 시장경제(market-based

12) FACT의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 Youk Senglong과의 인터뷰(2014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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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현대화를 기초로
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되어왔다(Sotharith 2006, p. 4, p. 12).
캄보디아는 GMS 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
는 상황이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
도하는 메콩 개발에 대한 반대도 쉽지 않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수자원을 비
롯한 메콩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해 생태보존회랑계획(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s Initiative)을
제안하였다(Sotharith 2006, p. 13).
캄보디아에게 메콩 수력개발은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과 개발과 원조의 이
익 사이에 평가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는 양면적 전략을 통해 이익을 극대
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Keskinen et al. 2008, p. 96). 특히
2013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국내정치의 불안13)은 주변국 특히 중국의 외교
적‧경제적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메콩 수력개발에 대한 소극적 대
응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NGO 및 지역민(이주민)
(1) NGO
메콩 수력개발의 위험과 비용을 지적하는 NGO의 대표적 기관으로는

13) 2013년 7월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123석 중 63석을 얻어 과반을 겨우 넘
긴 승리를 거두었으나, 야당과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의한 승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
으며 2014년 7월 현재 야당의원에 대한 투옥 등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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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theMekong, International Rivers, MEENET, NGO 포럼 등이 있다. 베트
남이나 라오스의 경우 NGO의 설립과 운영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어서 메
콩 관련 NGO의 활동은 태국과 캄보디아에 한정되어 있다. SavetheMekong
은 메콩 5개 유역국가 주민단체, 민간단체, 국제민간단체, 예술가, 기자, 전문
가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로서 MRC와 ADB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며, 단체간 정보공유와 연대행동을 주도한다(김고운‧이미홍 2004, p. 19).
MEENET(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은 태국의 NGO로서 메콩
유역의 개발 이슈를 다루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EENET은 EGAT의 에너지 정책 특히 메콩 유역의 댐 개발에 대해
EGAT의 규모 확대에만 치우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MEENET은 태
국의 현재 에너지의 생산량만으로도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상황이
며, 그럼에도 라오스 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내에서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를 장악하려는 태국
정부의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4)
MEENET은 EGAT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국내외적으로 전력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EGAT의 영
향력을 확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태국의 현 전력
시장은 EGAT의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메콩 유역의 댐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분별한 메콩댐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요하며, 태
국의 국민들은 댐이 과연 왜 필요한지, 댐 건설로 인해 누가 이익(예: EGAT)

14) MEENET 책임자(Director), Witoon Permpongsacharoen 과의 인터뷰(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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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손해(예: 환경파괴)를 보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싸야부리댐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누구도 감수하거나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라오스의 시민사회 역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역량과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International Rivers는 세계 주요하천의 이슈에 참여하는 NGO이며 방콕
(Bangkok) 지부는 메콩 이슈 특히 본류 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15) 라오
스 내에서는 이주민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수력댐
건설에 반대하도록 추진 중이다. International Rivers는 MRC의 리더십이 약
하여 현재의 분쟁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라오스 정부가
베트남 및 캄보디아의 공식적 반대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찬성한 적도 없음
을 강조한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라오스의 메콩 본류 댐 건설을 중지시킬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음도 언급하고 있다.
싸야부리댐의 이주민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대로 라오스 정부와 투자기
업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착지와 생계 보장을 마련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International Rivers 관계자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민이 정부의 약속받았던
주택과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라오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International

15) International Rivers 동남아프로그램 Ame Trandem 과의 인터뷰(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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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의 조사로는 적어도 40종의 생물이 멸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댐
건설의 이익이 라오스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일부 고위 공무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감시활동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의 NGO 연합체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포럼(NGO Forum)은 초국
가적 NGO와 협력을 통해 메콩 강 이슈를 다루고 있다. 메콩 강 댐 중에서
특히 싸야부리댐과 돈사홍댐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인접한 돈사홍댐 이슈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16) NGO로서 기술적 문
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수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NGO 참여자들의 이해와 인식제고를 돕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추가해야 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 초국가적 환경영
향평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
고, 국내 이슈조차 정부 내 여러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의 NGO인 FACT(Fishery Action Coalition Team)는 2000년에 설
립하였으며 톤레삽(Tonle Sap) 호수의 어업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
서 메콩 강 본류의 댐 건설은 톤레삽 호수의 수위, 어류의 이동, 침전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FACT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현재 EU 등의 후원을 받아 수량의 변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공동체(CFs: Community Fisheries)의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16) NGO 포럼 수력분야관계자(Hydropower Development Project Coordinator)와의 인터뷰(2014
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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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민(이주민)
메콩 수력개발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는 그룹이 지역 거주민이지만 그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이익의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메콩 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통합된 생태계를 유지해 온 마지막
국체하천으로 여겨진다(Sarkkula et al. 2009, p. 227). 지역민들은 매년 260만
톤에 이르는 어업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소득은 매년 20억 달러
에 이른다(MRC 2011, p. 9).
메콩 수력개발은 어류의 종류와 수의 감소, 침전물의 감소 등 생태계에 근
본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댐 건설로 메콩 유역 내 최소한 9,000
헥타르의 농경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의 메콩델타 지역
으로 염분이 포함된 유수의 우려되는 상황이다(Pearse-Smith 2012, pp.
76~77). 메콩 유역국 대부분이 저개발국가인 상황에서 유역민의 소득 수준
은 매우 낮은 데다가 생업을 의지하고 있는 메콩 유역마저 생태적으로 파괴
된다면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 피해를 입을 것이
다(Peterson & Middleton 2010, p. 4).
캄보디아의 캄퐁 플록(Kampong Phluck) 지역민은 메콩 수력개발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 사례이다. 캄퐁 플록은 톤레삽 호수의 공동체 중의
하나로 인구는 약 3,500여 명이고 주민의 95%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캄퐁
플록 주민들은 라오스 돈사홍댐과 캄보디아 내 세산(Sesan)댐 건설로 어류의
회유 및 오수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은 최근 들어 잦은 홍수와
어류의 종류 및 크기가 줄고 있다고 증언한다.17) 개발로 인한 피해를 느낀
17) 캄퐁 플록의 마을주민 관계자 4명과의 인터뷰(201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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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퐁 플록 주민들은 캄보디아 내 댐 건설을 중지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2014년 2월 인터뷰 기준)까
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NGO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태국‧라오스
‧베트남 정부에게도 서한을 보냈으나 이들에게서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개발로 부득이하게 거주를 옮겨야 했던 이주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
르지 않다. 오랫동안 친숙하게 살아왔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
한 지역민들에게 적응의 문제는 물론 경제적 문제도 큰 상황이다. 특히 이주
민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low-skilled worker)인 경우가
많아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전이 제한되어 있다(Souvannaphoum 2008, p. 2).
정부와 투자 기업의 이주민 프로그램은 실현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비용을 전담하는 투자기업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거나 변
경될 경우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메콩 수력에 대한 개발 논리가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 거주민의 입장
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생태지식(local ecological knowledge)의 생산
을 통해 현재의 의사결정체제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김고운‧이미홍 2014, p. 29). 지역생태지식은 지역의 환경자산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자원 보전과 지속가능 개발을 주도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정부와 국제기구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이 경험한 지식을 축적하여 환
경문제에 대한 본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태국의 개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지만, 향후 메콩 수력개발에 있어 모든 국가
의 개발유역 지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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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개발 갈등의 논리를 이해관계자 별로 정리하여 균형적 시각으
로 현 메콩 수력개발 현황을 본류 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또
한 수자원 정치의 다중이해관계자분석(multi-stakeholder analysis)을 적용하
여 메콩 강이 국제하천으로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관계자별로
주장하는 입장과 논리가 다른 점과 수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본
론에서 밝혔고 이해관계자별 각 논리와 정책결정 영향도를 [표 6]과 같이 정
리하였다.
표 6. 수자원 개발 이해관계자별 논리와 정책결정 영향도

이해관계자

논리/입장

정책결정
영향도

상류
국가

경제성장 및 전력생산을 위한 필연적 수단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마련(투자기업과 동일)

높음

하류
국가

상류국 개발 주도에 따른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보다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

중간

국제기구

개도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 사업
수자원 개발은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이 용이한 분야

높음

투자기업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 보장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마련(상류국가와 동일)

중간

NGO

개발주체가 제시한 환경보호 수단의 실용성에 의문제기

낮음

수자원 개발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부와 NGO에 표명

낮음

국
가

이주민
자료: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별 논리와 입장의 종합은 메콩 수력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현상과 원인을 이해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33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별 논리와 주장은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
실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정치경제적 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야당, 시민단체, 언론의 자유가 취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체
제가 확립되지 않은 메콩 유역국에서 수자원개발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 또는 특정 소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 정책결정이 독점되어 왔다. 따라서
상류국가의 수자원개발 정책결정 영향도는 높은 상황이다. 세계은행과 아시
아개발은행, 민간기업은 정책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국가(정부)에 의해 결
정된 사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2차 기관이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투자 및 신용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류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정책결정영향도는 높다. 민간기업
은 상류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결
정된 정책을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영향도는 중간이라 할
수 있다.
메콩 수력개발은 국가 중심적 이익 추구 즉 인간이나 환경에 대한 보호보
다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
발하고 있는 상류국 중국과 라오스는 물론 이를 반대해야 하는 베트남과 캄
보디아도 동일한 상황이다. 즉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에게도 환경보다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원칙을 추구하는 MRC보다는 개발지향적인
GMS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별 비용주
체인 베트남, 캄보디아가 개발이익 주체인 중국, 라오스의 수자원 개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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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반대에 한계가 있기에 상류국 정부에 비해 정책결
정영향도는 낮은 중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NGO와 지역민(이주민)의 경우에는 메콩 수자원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그들의 환경적 논리와 주장에도 불
구하고 수자원개발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에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에 이들의 정책결정영향도는 낮다. 또한 상류국가-국제기구-투자기업이 정
치경제적 권력과 자금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대하는 것에 비해 민간부문
의 하류국가-NGO-지역민의 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메콩 이
슈가 개발 패러다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와 같이 개발
이슈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힘의 구조는 이익과 비용의 불균형과 다양한 이
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메콩 수력개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
해 즉 이익과 비용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이슈와 환경이슈가 현재와 같은 갈등구조
로 지속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개발
과 환경의 중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MRC의 역할 확대나 MR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서구적 가치와 규
범을 중심으로 하는 MRC는 개발 주체인 유역국은 물론 하류 유역국의 적
극적인 협력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GMS와 경쟁을 하는 것은
MRC의 위상을 더욱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MRC가 운영
주체(ownership)를 유역국으로 넘기고, 유역국에 비해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
에서의 기능적 역할(technical assistance)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개발주체와 환경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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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메콩거버넌스의 핵심요소는 초국적, 협력적, 미래
지향적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거버넌스는 개발주체를 제어할
만한 정치외교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MRC나 GMS에 비해 높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버넌스는 지역민-NGO(-학계)를 포함하
는 즉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과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상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곧 출범할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의 부속기관으로 가칭 아세안-메콩위원
회(ASEAN-Mekong Committee)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콩 유역과
관련한 기존의 아세안 차원의 AMBDC(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과 아세안 통합계획(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이 있
지만 메콩 유역이 ASEAN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에 비해 소
규모인데다 개발 지향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아세안-메콩
위원회의 설립은 역내국 정부는 물론 중국을 개발주체에 대한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주체와의 공유도 권고할 수 있다. 아세
안-메콩위원회는 역내국은 물론 중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콩 유역 외
ASEAN 회원국,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도 포함시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메콩 개발과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면 2015년 아세안공동
체 출범에 맞춰 출범하는 것도 시의적으로도 적절하다. 무엇보다 ASEAN 중
심의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은 메콩 강과 그 유역을 분열(conflict)에서 협
력(cooperation)의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과 별도로 정보의 공유를 비롯한 투명한 의
사소통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히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민-국내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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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되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학계(學界) 역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별도로 내기보
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 가져올 이익과 비용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태국의 생태지식조사와 같이 능동적인
참여를 학계와 NGO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별 피해 지역과 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개발의
이익을 독점하는 그룹에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즉 현재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으로 인한 비용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이익의 공유가 이
루어지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간의 개선과
제에 대한 적극적 확산과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즉 이해관계자
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우 메콩 개발
자원의 효율적 투입 또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메콩 개발자금의 낭비
나 비효율적 사용은 개발의 효과를 줄일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메콩 유역국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
은 편이며 메콩 수자원 개발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
기구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자원 사업의 선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지속해
야 하며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으로 개발과 환경에 대한 균형점을 지향할
것에 대한 객관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NGO의 경우도 생태파괴에 대한 감
성적 호소로 수자원개발을 반대하는 기존의 방법보다도 학계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해관계자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민 및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메콩 강은 동남아는 물론 인류 모두가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방임과 무관심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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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많은 국제하천이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된
것에 비해 메콩 강은 아직 기회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국제적 거버넌스를 구축
할 것인가는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 국제적
거버넌스의 신속한 구축과 더불어 유역국가별 이해관계자간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역할별 책임 공유를 통해 수천 년간 ‘어머니의 강’으로 흘러온 메콩
강을 미래에도 공존의 하천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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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Ⅱ. 국민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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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 이전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느슨한 누싼따라(Nusantara) 문화
권에 속했다.1) 누싼따라 문화는 동질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유
사한 문화를 공유한 유동적인 종족으로 구성되었다.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했던 선조들은 인도네시아 군도 전체

1) 누싼따라(Nusantara)는 말레이어로 군도(archipelago)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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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하는 지역 혹은 정치적 단위(political unit)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Owen et al. 2005, p. 18). 그러나 대항해시대에 밀려온 서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경계선을 긋게 되면서 유동적이었던 종족공
동체는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근대의 국가라는 개념에 견줄 만한 정치공동체가 부재했던 인도네시아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에 부딪쳤다. 그중에서 가
장 중차대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는 통합된 국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인도네
시아가 지닌 역사, 종족, 그리고 지리적인 특징들은 여러 종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업에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적 표어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은 사실과 희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2) 이것은 중앙의 통제와 권위에 대한 크고 작은 도전이 항상
내재되어 지역적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도 사라질 성
격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오스본 2003, p. 225). 또 다른 중요한 문
제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기어츠(1973, pp. 317~318)의 표
현을 빌자면 정당성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음으로써
규모는 전국적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특히
심각하다.” 한편 정치적 과업 외에도 정부의 여러 제도에서 외국 냄새를 제
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국민국가라는 제도는 근대적
2) ‘bhinneka tunggal ika’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unity in diversity’로 번역되고, 한국어로는 ‘다양
성 속의 통일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더 어구에 충실한 번역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존재
하지만 그 둘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다’이다. 이 표현은 14세기 고대 자바어로
쓰인 서사시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당시 마따람(Mataram) 제국에 두 가지 종교인 시바교
(Shivaism)와 불교가 공존했는데 둘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bhinneka tunggal ika’는 암묵적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갈등을 시인하고 있다(Pringle
2010,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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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통치가 자연
스럽고 마치 자신들의 행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할 약간의 심리학적 속임수
가 필요했다(Geertz 1973, p. 318). 건국의 아버지이며 초대 대통령인 수까르
노(Sukarno)는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간격을 줄이고 국가를 보다 토착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징-조작(symbol-mongering)을
실시했다(Geertz 1973, p. 318). 그의 뒤를 이은 수하르또(Suharto) 역시 상징조작 혹은 상징주의(symbolism)를 통해 신생 독립국의 뿌리가 마치 오랜 과
거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역사를 기술하려고 했다(Hoey 2003, p. 111). 후기
식민지 시대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어
진 것이 전통의상이다. 독립 후 정치 지도자들은 한편으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론 국제적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상을 사용했다(Taylor 2009, p. 101).
개인적으로 의상에 관심이 많았던 수까르노 대통령은 바띡(batik) 디자이
너인 하르조나고로(K.R.H.T. Hardjonagoro)에게 바띡 모티프 본래의 지역적
인 특색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외연을 확장시켜 전 인도네시아를 포괄할 수
있는 모티프를 디자인하도록 지시했다.3) 그렇게 함으로써 자바인들의 전통
문화였던 바띡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민문화로 성장시켰다. 수하르또
대통령 시절에는 남성의 긴팔 바띡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서양의 정장을 대
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특정 요일이나 중요한 행사에

3) 바띡(batik)은 천연 밀랍의 저항력을 이용한 납염(蠟染) 방식이다. 바띡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
나의 염색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바띡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직물, 의상, 그리고 다양
한 상품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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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상으로 간주되는 의상을 착용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인도네시아 최초
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메가와띠(Megawati)는 2004년 대선 선거유세 때 전통
의상, 무슬림 의상, 그리고 양복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특정 종족과 종교를
넘어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Taylor 2009, p. 119). 유도요노 집권기에는 말레이시아와 바띡 소유권을 놓
고 갈등을 빚었고 2009년 바띡이 인도네시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사건을 계기로 전통의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까르따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월드 바띡 써밋(World Batik Summit)’의 기조연설에서 인도네
시아를 대표하는 첫 번째 상징물로 바띡을 언급했다(Laporan Penyelenggaraan
World Batik Summit 201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 통합의 기제라는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
을 고찰하는 것과 다음 세 가지 주장의 논거를 밝히는 것이다. 첫째, 독립
후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 형성을 도모하
는 데 전통의상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정체성 구축
에 이용되는 전통의상은 분명한 목적성에 의해 새롭게 변형된 근대적 산물
이다. 셋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전통은 기억과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통합을 도모한다.
이 글의 2절에서는 국민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절에서는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전통의상이 생겨난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

4)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까르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바띡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지칭한다. “Indonesia: Global Home of Batik”이라는 주제로 야야산 바띡(Yayasan
Batik)에 의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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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고, 4절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전통의상이 만들어지는 과
정과 의복 착용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조사할 것이다. 5절에서는 국민 통합
의 기제로서 의복의 역할과 의복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는 메커니즘에 대
해 분석할 것이다.

Ⅱ. 국민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국민 통합의 여러 난제들
인도네시아를 묘사할 때 흔히 인용되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에 초점이 맞
춰진 특징들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통치자들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투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치 경험이 일천
했던 지도자들에게 인도네시아와 같은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사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합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1970년대 초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프링글(Robert Pringle)의 표현에 따르면 “수까르노의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 그의 끊임없는 국민 통합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으
며”, 수하르또에게 있어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가적 자산임에
앞서 일련의 위협이었다”(Pringle 2010, p. 81, 85).
신생국 인도네시아 앞에 놓인 국민 통합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는 국가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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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역의 소수종족들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오스본 2003, pp.
258~259).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들을 고려해보면 인도네시아의 국가 형
태로서 단일국가보다는 연방체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를 추구했다. 단일체제(unitary
system)를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구심력이 필요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구심력보다는 분리 독립과 같은 원
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혁명전쟁 동안 식민 세력에 대한 대중의 공격적
성향 혹은 저항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강한 결속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자연
스럽게 국민 정체성이 형성되는 듯 했지만 막상 꿈이었던 독립 국가가 현실
화되면서 이러한 결속력은 사라졌다(Geertz 1973, p. 239). 1945년부터 1965
년까지 20년 동안 군도 여러 지역에서 21번의 봉기가 일어났다(Drake 1980,
p. 59).
국민 통합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했던 난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자바 중심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기실 혁명의 열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독립에 대한
반응도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5)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널리 퍼졌던 암본
(Ambon), 마나도(Manado), 띠모르(Timor)와 같은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독
립은 자바와 무슬림에 의한 지배이자, 자신들의 지위의 상실을 의미했다
(Taylor 2003, p. 346). 이들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병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 남 말루꾸(Maluku) 공화국을 선언하고 약 10년 이상 저항했다. 과거 식
민 세력들에게 거세게 저항했고 주민의 대다수가 독실한 이슬람교도로 이루
5) 통일된 독립국 인도네시아를 요구했던 지역은 자바와 수마뜨라의 일부 지역이었고, 인도네
시아의 동부 지역에서는 강한 국민주의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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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아쩨(Aceh) 지역은 인도네시아 분리 독립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늘 잠재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1969년 인도네시아의 26번째
주로 편입된 빠뿌아와 1999년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에서 독립국가가 된 동
띠모르에서의 철권통치는 분리주의자들과 종족-민족주의자(ethno-nationalist)
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게 했다(Aspinall and Berger
2001, p. 1004).
지역간 불균형 발전 또한 국민 통합의 큰 장애물이었다. 오랜 식민 지배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지만 식민 지배의 강도와 형태가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식민 지배자였던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그리고 일
본에게 지역 균형발전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본국의 경제적 이익만이 그들
의 관심사였다. 자바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비옥한 토양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네덜란드의 착취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및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주로 자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자바와 외곽 도
서들(the outer islanders)과의 관계가 마치 중심부-주변부 관계로 묘사되는
것처럼(Aspinall and Berger 2001, p. 1004; Drake 1980, p. 75), 외곽 도서들
의 풍부한 자원이 자바의 발전을 위해 착취되었고 수출품은 대부분이 자바
에서 생산되었다. 수하르또 시절 과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착
취해서 본국으로 운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바의 경제발전을 위해 인도네시
아 군도의 외부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기름, 목재, 석탄, 금이 유입되었
다. 이것을 과거의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사이의 원거리 식민지배가 자바-외
곽도서의 내부적 식민지배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Runyan
1998, p. 14).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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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자바의 동부 마디운(Madiun)에서 일으킨 봉기와
같은 이념 갈등, 세속적인 정부에 반대하여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전개
된 분리주의 무장투쟁인 다룰 이슬람(Darul Islam) 운동과 같은 종교 갈등,
인구 증가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이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
아 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인도네시아 인’이라는 개념보
다는 자바인 혹은 수마뜨라인 처럼 지역 혹은 종족 정체성이 우선시되었고
이것은 때론 종교와 이념보다 훨씬 중요했다.

2. 국민 통합 정책
식민 지배 동안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지배자들로부터 끊임없
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들이 결코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립 후 국가 건립자들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Pringle 2010, p. 185). 다음은 국민 통합을 염
두에 두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정책들이다.
우선 1928년 젊은 지식인들은 통일된 인도네시아의 기초이자 정신적 근
간이 된 청년의 맹세(Sumpah pemudah)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조국과
민족임을 선언하고 하나의 언어로서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를
사용할 것을 공포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함
에 있어 바딱, 미낭까바우, 자바 등의 종족보다는 인도네시아 인이 우선임을
표방했다(Ricklefs 1993, p. 186). 또한 국명으로 네덜란드령 동인도
(Nederlands Oost-Indië; the East Indies)라는 복수형 대신 ‘Indonesia’라는 단
수형을 선택했다(Pringle 2010, p. 185).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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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위해 널리 사용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인 말레이(Malay)어
를 공용어로 채택한 것은 독립 후 국민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Paauw
2009).
구질서(Orde lama) 시대의 국민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었을 뿐만 아
니라 수까르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심혈을 기울인 것이었다. 수까르노 대
통령은 계속해서 혁명정신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했고, 국가의 철학으로 빤짜
실라(Pancasila)를 천명했으며,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 속
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을 국가의 표어로 삼았다. 무엇보다 독립 당
시 연방제였던 정치체제를 단일국가 체제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바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도 내의 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
으며, 타 종족간의 결혼을 장려했다. 또한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
는 반둥회의(1955), 아시안 게임(1962)을 유치했고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대결(Konfrontasi) 정책을 펼치기도 했
다(Drake 1980, p. 69). 하지만 수까르노의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서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었다.
수하르또의 신질서(Orde baru) 시대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
책이 실시되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사용을 강화시켰고 영구적인 언어위
원회를 인도네시아 대학에 설립해서 언어 연구와 함께 과학과 기술 분야에
사용될 새로운 단어를 개발했다. 또한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문맹 퇴치를 강
구했는데, 이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민이 그렇지 못한 국민
에 비해 잠재적인 통합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책, 신문, 잡지, 광고, 공문
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Drake 1980, p. 71). 한편 중앙 정
부에 의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통제되었고 국가(國歌), 슬로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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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초등교육에 포함되었다. 1974년도에는 국가 통합 발전 연구소(Badan
Pembina Kesatuan Bangsa)가 자까르따에 설립되기도 했다. 1967년 이후 라
디오, 텔레비전, 전화, 우편 서비스, 인쇄매체, 그리고 주를 오가는 교통수단
의 발달로 인해 군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 졌다(Drake 1980, p.
72). 무엇보다 1975년 처음 도입된 정지궤도 위성 빨라빠(Palapa)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신을 하나로 통일시켰
다. 위성의 이름은 수하르또 대통령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서 이는 14세기 마
자빠힛(Majapahit) 제국의 가자 마다(Ghaja Mada) 재상이 했던 맹세를 가리
키는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전역(nusantara)을 완전히 통일하기 전에는 어
떤 것도 즐기지(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6) 수하르또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에서 “우리의 섬나라, 누싼따라를 통일하겠다던 가자 마다의 맹세를 실현한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 위성의 이름을 빨라빠로 정했음을 밝혔다(Ramadhan
and Dwipayana 1989, p. 323: 재인용 Hoey 2003, p. 111). 전임자와 달리 수하
르또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상당한 역점을 두었는데 경제발전 자체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세기 초반 네덜란드 식민정부 때 시작해서 수까르노와 수하르또 대통령
까지 이어져온 통합 정책으로 이주(transmigration)가 있다. 정부가 밝힌 이주
의 명시적인 이유는 자바의 인구과밀을 해결해서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국민의 응집성을 높여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

6) Palupa, http://www.palapasat.com/history.php(2014. 8. 10) 빨라빠는 노동의 열매(fruit of labor)
라는 뜻을 지닌 전설속의 쓴 열매다. 빨라빠의 도입으로 인도네시아는 위성 시스템을 운영하
는 최초의 개도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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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주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의도된 공동체
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주의자들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영토와 문화에 내러티
브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추구되어졌다”(Hoey 2003, p. 110). 한편 독
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정책으로 상징-조작(symbol-mongering)이
있다(Geertz 1973, p. 318). 상징조작은 수까르노(Sukarno)의 통치시기에 특
히 성행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에 세워진 “근
대 정부의 여러 제도들로부터 외국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며 “국가를 토착
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Geertz 1973, p. 318). 예컨
대 수까르노 시절에 만들어진 국립 기념탑(Monumen Nasional)인 모나스
(Monas-약칭)와 수하르또 시절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민속촌인 따만미니
(Taman mini Indonesia indah)가 있다. 또한 산, 강, 공항, 도시의 거리 및 대
학 등의 명칭으로 국가적 영웅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도 상징주의의 흔적
이 발견된다(Drake 1980, p. 72). 가장 대표적인 상징-조작으로 바띡을 필두
로 하는 전통의상이 있다. 이는 수까르노 시절부터 현 유도요노 정부까지 인
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까르노와 수하르또 대통
령 모두 자바의 종족문화였던 바띡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문화로 성장시키
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그 뒤를 이은 통치자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전통을 적
절히 활용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바띡 소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바띡은 국
민적 관심을 끌게 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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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의복
홉스봄(2004, pp. 20~21)에 따르면 만들어진 전통은 “특정한 의례나 상징
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들은 특정
한 가치와 행위규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으로 과거와의 연속성
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연속성은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이 상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점은 역사에 대한 기억이 현실정
치의 메커니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전통 발명의 필요성이다. 전통의 발명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도, 집단의 정체성 확립, 타 종족과의 구분 같은 복합적인 필요에 의해 만
들어진다. 이러한 필요의 기저에는 과거와의 연속성과 현재적 필요 즉 지배
의 정당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라는 새로운 제도에 정
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 혹은 종족의 전통을 국가적 유산의
구성요소로 통합시키고 상징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을 발명하는
작업을 수반했다.
자바 지역에서 바띡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염색법이지만 흔히 바띡과 연상
되는 세련되고 정교한 모티프를 가진 의상은 고급 면화가 수입된 이후에 만들
어진 근대적 산물이다. 바띡 모티프가 새겨진 나무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틀
인 짭(cap)의 등장 이전에는 바띡이 일상복이 아니라 예식이나 중요 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이었고 일부 계층만이 바띡을 착용했다(Taylor 2009, p. 105).7)
7) 짭(cap)은 표면에 바띡 무늬가 새겨져 있는 나무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큰 도장 형태의 도구
다. 짭은 19세기 초반에 바띡의 상업화에 따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1840년대 자바의 북부 해안에서 일반화되었다. 짭은 바띡 생산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바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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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띡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일상복으로 착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Majlis 2004, p. 11). 공적인 자리에서 바띡으로 만들어진 의상을 정장처럼 간
주하는 것이나, 특정 요일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바띡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전통이다. 게다가 자바인이 아닌 다른 소수종족에게 바띡은
더욱 발명되고 강요된 전통일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까지 당시 이리안 자
야(Irian Jaya)라고 불리던 지금의 빠뿌아 지역에는 바띡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리안 자야 공동개발자금(the Joint
Development Found for Irian Jaya)의 도움으로 1983년부터 바띡 이리안(batik
Irian)을 개발했고(Kompas 1992. 7. 20; Cookson 2008, p. 11), 그 후 바띡 이리
안이 지역민들에게 인기 있는 의상이 되자 지방 정부는 특별 행사가 있을 경
우 공무원들에게 바띡 이리안을 착용하기를 요구했다(Howard 2000, p. 21).

1. 바띡 인도네시아(batik Indonesia): 범국민적 바띡
1950년대 수까르노 대통령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을 뛰어넘는 전 인도네시아적인 바띡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바띡은
본래 강한 지역 색이 있어서 지역마다 선호되는 색상, 무늬, 염색법 같은 고
유한 특징이 있었고 생산되는 지역의 이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했다. 예를
들어 ‘라슴(Lasem) 바띡’, ‘쁘깔롱안(Pekalongan) 바띡’처럼 지역 이름이 바
띡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지역적 특색이 완벽하게 구
분되는 것은 아니었고 20세기 이후 서서히 혼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많은 학자들은 짭의 등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띡문화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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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jadi 1999, p. 84). 이처럼 바띡 모티프가 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역의 모티프를 응용하기도 했지만, 분명 1950년대 이전까
지의 바띡 역사에서 지역을 완전히 초월하는 국민적 바띡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독립 이전 바띡은 흔히 자바의 영혼(sukma Jawa)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족적 색채가 강한 문화였다(van Oss 1996). 수까르노는 개인적으로
바띡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으며, 조상 때부터 바띡 사업에 종사한 쁘라나깐
(peranakan) 출신의 바띡 디자이너인 하르조나고로(K.R.H.T. Hardjonagoro)로
하여금 국민적 바띡 즉 ‘바띡 인도네시아(Batik Indonesia)’를 개발하도록 지
시했다(Neneng Iskandar 2008, p. 45; Elliott 2004, p. 182).8)
하르조나고로는 서로 다른 지역의 특색을 심미적으로 잘 조화시켜서 범국
민적인 모티프를 만들었다. 중부 자바의 전통문양에 자바 북부 해안의 화려
한 색을 조화롭게 혼합했다. 바띡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서 당시 침체되었던 바띡 산업을 활성화시켰고, 바띡이 인도네시아를 대표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Elliott 2004, p. 186). ‘바띡 인도네
시아’는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으로 간주되는 빤짜실라(pancasila)와 국가 모

8) 수까르노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하르조나고로는 영감과 자료를 얻기 위해 죡자까르따, 수라
까르따, 쁘깔롱안, 라슴, 뚜반(Tuban) 지역을 여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짠쭈심(Tjan Tjoe Siem) 교수의 초대로 발리에 있는 독일 예술가인 발터 슈피스(Walter
Spies)의 집에 머물다가 무희의 의상을 입은 싸움닭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즉각 수라까르따로 돌아와서 중부 자바의 전통문양과 북부 해안의 화려한 색상을 조화시켜
서 ‘사웅갈링(sawunggaling)’이라는 싸움하는 공작 혹은 불사조의 형상을 띤 ‘바띡 인도네시
아’를 만들었다(Neneng Iskandar 2008, pp. 46-47; Achjadi 2011, p, 299; Elliott 2004, p. 186).
하르조나고로는 중부 자바의 전통적인 색감인 어둡고 무거운 바탕색에 밝은 색상을 사용하
는 보색대비 효과를 사용했다. 수까르노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의 모든 바띡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공언했다(Elliott 2004, p. 186). ‘바띡 인도네시아’는 그 후 전통 모티프에 새로
운 색상과 모티프를 혼합하는 하나의 사조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바띡 인도네시아’는 인도
네시아의 바띡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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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Achjadi 1999, p. 86).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상위에 위치해서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주는
전통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Elliott 2004, p. 182). 수까르노 대통령은 “바띡
디자인에 통일성, 내셔널리즘, 낭만주의가 통합되어 반영되길 원했다”
(Neneng Iskandar 2008, p. 46). 즉 종족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도네
시아 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만들어지길 바랐다(Taylor 2009, p. 109).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에서 바띡이 국민문화로 승격될 수 있
는 법적인 근거와 다종족으로 구성된 신생국의 통합 기제로 국민 정체성이
필요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13항 32조는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문화를 발전시킨다(Pemerintah memajukan kebudayaan
nasional Indonesia)”라고 명시하고 있다. 1945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전문과
본문 그리고 헌법 해설(Penjelasan tentang Undang-Undang Dasar Negara
Indonesia)9)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 해설에서 32조(pasal 3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국민문화는 전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신적, 영적 활동의 노력의 산물이
다.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문화의 정점으로 간주되어지는 과거의 문화
와 토착문화는 국민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문화 활동은 문명, 문화
그리고 통일성의 강화를 이끌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문화를 증진시키고 풍
부하게 하고 국민의 존엄을 높여주는 외래문화의 새로운 요소를 배척하
지 않는다(Undang-Undang Dasar Negara Indonesia 1945 Bab 13 Pasal 32).

9) 1945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해설부분은 헌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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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정점으로 간주되어지는 과거의 문화와 토착문화는 국민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는 표현은 바띡이 국민문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바띡은 자바의 궁궐인 끄라똔에서 발달된 고급 예술의
하나이면서 자바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의 정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
거하여 바띡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민문화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이 ‘통일성 강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문장은 당시 국민문화의
필요성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외래문화의 새로운 요소를 배척하
지 않는다’는 부분은 문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한편 ‘바띡 인도네시아’의 바띡 산업에 대한 기여도와는 별개로 ‘바띡 인
도네시아’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
지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르조나고
로가 중부 자바의 전통문양과 자바 북부 해안의 자율적이고 화려한 색상을
혼합해서 지역적 특색을 초월하는 바띡을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바띡 인도
네시아’는 여전히 전 자바적인 바띡일 뿐이다. 자바의 중부 지방과 북부 해
안을 혼합해도 인도네시아 군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논리적 비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리적 비약에도 불구하고
수까르노 대통령이 ‘바띡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표한다는 집
단적 기억이 생겨나길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은
수까르노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 단일 국민이라는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해 구심점의 역할을 할 전통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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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띡 소유권 갈등
수까르노 대통령에 의해 바띡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
었다면,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기 동안 바띡은 보다 실용적이고 시대적 유행
을 추구하는 의상으로 변모했다. 더불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복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바띡이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진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말레이시아와의 소유권 갈등이었다.
2005년 12월 5일에서 6일까지 자까르따의 아세안 사무국에서 아세안 전
통의상 심포지엄(Asean Traditional Textile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이 심
포지엄에 참가한 발표자 중 말레이시아의 마라 기술대학(University
Teknologi MARA)의 바띡국제연구소(BIRDA: Batik International Research &
Design Acess)장인 술라이만 압둘 가니(Sulaiman Abdul Ghani)는 바띡이 말
레이시아의 전통의상이며 말레이(Malay) 족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했다. 행
사가 끝난 후 그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직물 전문가 아흐자디 주
디(Achjadi Judi)는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해서 술
라이만 압둘 가니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여러 명의 바띡 전문가와 관련
자들에게 보냈다.10) 아래는 공개서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역사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자신의 것이
어야만 하지 남의 것으로부터 빌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야민
(Muh Yamin)과 1601년에 에레디아(Eredia)에 의해 그려진 지도에 따르면,

10) 인도네시아 직물 전문가(Achjadi) 인터뷰 내용(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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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따라’라는 용어는 이미 느가라끄라따가마(Negarakratagama)-마자빠
힛 연대기-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양국 모두는 마자빠힛에서 그들의 정치적 기원을 찾을 권리가 있
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바띡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보
유하지 못하고 스리위자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근거도 없다. ‧‧‧
‧(중략)‧‧‧‧ 생각해보건대 내 마음을 정말 어지럽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
의 핵심부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신용카드 사기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것
도 국가의 정체성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자바 바띡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
코 들어본 적이 없다(Achjadi 2006).

아흐자디 주디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공개서한이 바띡을 유네스코의 무
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하는 움직임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의 서한을
받은 바띡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바띡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11) 술라이만 압둘 가니
의 주장에 대한 그녀의 반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흐자디 주디는
술라이만 압둘 가니의 주장 중 대략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본 장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네 가지 항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laiman Abdul Ghani 2005; Achjadi 2006). (1)
바띡은 말레이시아의 전통의상이다. (2)바띡의 독특한 특징은 바띡으로 하
여금 다른 전통의상과의 차별성을 갖게 한다. (3)바띡은 아마도 약 400년에
서 500년 전에 말레이 군도(the Malay Archipelago)에서 시작되었다. (4)바띡

11) 인도네시아 직물 전문가(Achjadi) 인터뷰 내용(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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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아흐자디 주디의 반박은 다
음과 같다(Achjadi Judi 2006).
우선 ‘바띡은 말레이시아의 전통의상이다(batik is a traditional cloth of
Malaysia)’라는 주장은 ‘바띡은 말레이시아의 전통의상이 되었다(batik has
become a traditional cloth of Malaysia)’로 표현되어야 더 적확하다. 술라이만
압둘 가니 본인도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바띡은 약
192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0세기에 비로서 전통의상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주장에서, ‘바띡의 독특한 특징은 바띡으로 하여금 다른 전통의상과의
차별성을 갖게 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가 말하는 바띡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일반적인 말레이시아 바띡은 브러시를 사용하거나,
직접 염료를 뿌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특정한 색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짠띵
을 사용해서 만든 자바의 바띡과 다르다고 주장한다.12)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말레이 군도(the Malay Archipelago)’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말레이 군도라는 용어는 현지인들이 외부
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겨난 외래어다. 현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
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말레이 족은 바띡을 전통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바띡은 자바 족의 특산품이다.
네 번째 ‘바띡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표현은 말레이시아에서 ‘바띡
을 만들기’ 시작한 때가 1920년이라고 정정되어야 한다. 이 주장은 본인이
바띡은 약 400년에서 500년 전에 말레이 군도(the Malay Archipelago)에서

12) 짠띵은 바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만년필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와 말레이시아 모두 바띡을 만들지만 사용하는 도구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전통 바띡이라고 칭하는 것은 짠띵을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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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말레이시아의 일부지역에서 바띡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0~30년대에 자바의 쁘깔롱안(Pekalongan) 지역
의 바띡 장인들이 이주하면서부터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말레이시아 동부
의 뜨렝가누(Trengganu) 지역과 끌란딴(Kelantan) 지역에서 생산된 바띡 형
태의 직물은 짠띵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아닌 스크린 프린팅
(screen printing), 도장, 기계 등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
닌 단지 겉모양만 바띡 형태인 직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바띡이 아니
다. 전통문화라는 관점에서 바띡을 논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바띡
만이 정식 바띡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바띡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인들의 반응은 매우
감정적이었다. 양국의 갈등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 있
는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었다.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의 갈등은 비단 바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부
터 문화 소유권에 대한 마찰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바띡에 앞서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와양(wayang) 그림자극과 전통 검인 끄리스(keris)의 등재
과정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갈등이 있었고 바띡 다음
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던 대나무로 된 전통 악기 안끌룽(anklung) 역시
말레이시아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13) 과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두
나라의 관계를 형님(abang)-동생(adik)의 관계로 생각했었다(Holst 2007, pp.
333-338).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시기와
질투,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 바띡 외

13) 안끌룽은 2010년에 유네스코 무형유산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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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미 존재했던 일련의 문화소유권 갈등, 영토분쟁 등이 바띡을 둘러싼
당시의 주변 상황이었다.

3. 바띡 문화의 확산
현재 바띡은 더 이상 자바의 문화가 아닌 인도네시아 전체의 문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아흐자디 주디, 자까르따 직물
박물관의 부 큐레이터인 베니 그라따(Benny Gratha),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바띡을 강의하고 있는 위디아스마라무르띠(Widhyasmaramurti) 그리고 자바
학을 강의하는 프랍또 유워노(Prapto Yuwono)는 잠비(Jambi)와 술라웨시의
또라자(Toraja)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띡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에 동의했다.14)
1980년대에 침체되거나 거의 폐쇄지경에 이른 직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래 바띡이 생산되지 않던 지역 혹은 생산이 중단된 지역의 지자체에
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지의 장인들에게 바띡 교육을 시킨 사례를 여러 지
역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바띡 전통을 만드는 행보는 2000년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바띡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각 지역을 대
표하는 바띡 모티프를 개발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지침에 따라 바띡문화를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지역 전통의상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를 바띡에 접목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바띡 모티
14) 일부 응답자는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표현이 의도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원이 수긍하는 입장을 표명했
다. 인도네시아 바띡 관계자 인터뷰(Achjadi 2013. 2. 27; Benny Gratha 2013. 2. 28;
Widhyasmaramurti 2013. 3. 07; Prapto Yuwono 2013. 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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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개발하고 있다.15) 2012년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발간한 바띡 인도네
시아: 국민문화의 기둥(Batik Indonesia: Soko Guru Budaya Bangsa에 따르면
현재 깔리만딴(Kalimantan)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술라웨시(Sulawesi)
중부, 수마뜨라 남부, 리아우(Riau), 아쩨,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그리고
빠뿌아(Papua) 지역까지도 고유한 바띡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Idris 2012).16)

Ⅳ. 의복과 정치
1. 국가 통치자들과 의복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의복은 높은 상징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특히
인생의 통과 의례에 사용되었던 직물은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의복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은 아마도 그들이 의복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풍토에 더불어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호까지 더해져
의상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수까르노 대통령은 네덜란드 식민 통치하에서 망명 생활하던 중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바띡을 비롯한 직물을 판매했다(Elliott 2004, p. 182). 그
의 자서전에 따르면 수까르노 대통령은 플로레스(Flores)의 엔데(Endeh)라는
15) 인도네시아 산업부 중소기업 관계자 뜨리하르소노(Tri Harsono), 리아뿌지레스따리(Lia Puji
Lestari) 인터뷰 내용(2013. 2. 26).
16) 기둥으로 번역한 ‘Soko Guru’는 본래 건축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통적인 자바의 건축물에
서 네 개로 이루어진 기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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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을에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이 생활에 턱없이 부족
했기 때문에 반둥에 있는 상점으로부터 보내온 직물을 가져다가 직접 판매
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Sukarno 1965, p. 132). 무엇보다 수까르노
는 개인적으로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바띡 애호가였다(Doellah 2002,
p. 212). 그러나 수까르노 대통령이 바띡 애호가였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바띡을 착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국민적 바띡 디자인 개발을 장
려했고 개인적으로 바띡을 좋아했던 것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남자는 서양
식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복과 구두,
그리고 뻬찌(peci)라고 불리는 모자를 착용했으며 즐겨 입은 군복도 늘 서양
식 스타일을 고수했다(Taylor 1997, p. 119).17) 테일러의 설명에 따르면 수까
르노는 의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모든 종족의 대
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만약 자신이 자바 혹은 발리와 같은 특정 종족의
의상을 착용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리더십이 그 종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의상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발상은
식민 지배 동안 양복을 착용한 지배자는 명령을 하달한 반면 사롱(sarong)이
나 까인(kain)을 입은 피지배자는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
롯되었다(Taylor 1997, p. 119).18) 수까르노의 자서전에 그의 옷에 대한 철학

17) ‘peci’는 주로 무슬림 남성이 쓰는 모자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모자가 내셔널리즘을
상징한다.
18) 사롱(sarong)은 다른 전통의상과 달리 양 끝부분이 꿰매진 마치 튜브 모양의 옷이다. 허리에
서 발목까지를 두르는 치마모양으로 크기는 대략 가로 215cm에 세로 106cm의 크기다. 까
인(Kain) 혹은 까인 빤장(kain panja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긴
(panjang) 천(kain)이라는 뜻이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천으로 세로 107cm정도이고 가로가
250cm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천이다. 남녀 모두가 입고 일반적으로 사롱(sarong)보다 더 격
식 있는 옷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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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기록되어 있다.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PNI)의 회원 복장으로
사롱을 입어야 한다는 동료 국민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왜 제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논거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롱을 입는 관행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난날의 토착적인 의상은 품위를 떨
어뜨리는 효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바지를 입는 순간, 그는 백
인처럼 몸을 곧게 걸을 것입니다. 그가 봉건주의 상징을 허리에 두르는
순간, 그는 영원히 몸을 낮게 구부려야 합니다. 그의 어깨는 내려갑니다.
그는 남자답게 걷지 못합니다. 그는 굽실거리면서 발을 끌게 됩니다. 그는
즉시 주저하게 되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됩니다.”(Sukarno 1965, pp. 80-81)

이 주장에 대해 독립 후 수까르노 정권하에서 최초의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
던 알리 사스뜨로아미조조(Ali Sastroamidjojo)가 사롱을 입는 것이 인도네시아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수까르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인도네시아의 과거의 전통, 네,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도네시아
의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이름도 얼굴도
없는 하인, 하우스보이(houseboy), 농민으로서 굽실거리게끔 만들었던 쇠
사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배자들처럼 우리가 진보적
이라는 것을 증명합시다. 우리는 동등하게 똑바로 마주서야 합니다. 우리
는 반드시 근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Sukarno 1965,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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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까르노의 의상에 대한 철학은 인도네시아 여성에게는 그대로 적
용되지 않았다. 그는 의상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이중적인 기준
을 적용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서구적인 의상을 착용하는 것보다는 전
통적인 의상을 입는 것을 선호했다(Taylor 2009, p. 108). 수까르노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까인 빤장(kain panjang)(하의)에 끄바야(kebaya)
혹은 슬렌당(slendang)(상의)을 갖춰 입는 것이 인도네시아 여성의 전통복장임
을 선언했다(van Roojen 2001, p. 24).19) 수까르노 대통령 시절의 국민적 여성
의상은 끄바야였다. 끄바야는 주로 비단이나 면으로 만들어진 긴팔 블라우스
형태의 의상이다. 하지만 당시의 끄바야를 만드는 원단이 전통적인 직조 방식
혹은 염색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끄바야의 형태는 전통적인 것이 아
닌 만들어진 전통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Taylor 2009, p. 121). 서양의 블라우
스 형식에 다양한 꽃무늬로 장식된 끄바야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인도네시아 군도에는 어깨와 팔을 가리는 형태
의 옷이 존재하지 않았고 네덜란드 식민 통치 동안 현지에 체류했던 서양 여
성들의 의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하르또 대통령 시절에는 ‘바띡 인도네시아’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바띡이 국민적 의상으로 자리매김한 가장 실질적인 요인은 1972년 당시 자
까르따 주지사였던 알리 사디낀(Ali Sadikin)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남성의
긴소매 바띡 셔츠인 바띡 끄메자(batik kemeja)를 정식 복장으로 인정하는

19) 슬렌당은 여자들만 사용하는 가늘고 긴 천으로, 물건을 담거나 어깨에 두르는 숄(shawl)로
사용된다. 아기를 감싸서 안기도 하고 다른 물건을 소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아기를 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겐동안(gendongan)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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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만든 것이다(Achjadi 1999, p. 86). 이러한 관행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수하르또 대통령에 의해 더욱 보편화되었다. 수하르또 대통령은
영부인 시띠 하르띠나(Siti Hartinah)와 함께 바띡을 인도네시아 삶의 일부분
으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Elliott 2004, p. 187). 수하르또는 그의 전임자
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동등한 지위를 표방하기 위해 전적으로
서양 정장에 의지하지 않았다(Taylor 2009, p. 109). 그는 재임시절 국가적인
행사에 바띡을 즐겨 착용했다. 수라까르따의 궁궐에서 성장한 시띠 하르띠
나는 바띡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보였다(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08, p. 36). 그녀는 바띡에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
하는 것을 장려했고(Elliott 2004, p. 187), 자신이 직접 바띡으로 만든 끄바야
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본보기를 보였다(Achjadi 2003, p. 36). 또한 공식적
인 자리에 항상 끄바야에 슬렌당을 걸치고 등장했는데, 당시 같은 부서 혹은
정당의 공직자 부인들은 서로 동일한 모티프와 색상의 끄바야와 슬렌당을
즐겨 착용했다(Taylor 2009, p. 109).
수까르노가 국제사회에 대비(對比)하여 인도네시아 인이라는 개념을 강조
했다면 수하르또는 지역과 종족에 대비해서 인도네시아 인을 규정하려고 했
다. 수하르또 집권 동안 특정 원주민과 지역의 특징을 규정하고 지역 혹은
소수종족의 전통의상이라는 개념을 더욱 부각시키는 작업이 정부와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잡지와 책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원주민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고 중산층의 출현으로 원주민과 전통의상을 입은 부족을 구경하는 국내
관광이 증가했다. 전통의상은 형형색색으로 장식되었고 특정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되어졌다. 동시에 바띡 셔츠와 끄바야는 국
가적인 개념에 적합한 의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Taylor 2009,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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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만 와히드가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 된 메가와띠(Megawati)는 의상에 있어 절충된 입장을 보여주었다(Taylor
2009, p. 114). 대통령 재임시절 사용된 공식적인 상반신 사진에서 그녀는 머
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끄바야를 착용하고 그 위에 바띡으로 만들어진
슬렌당(slendang)을 걸쳤고, 재임시절 평상시 근무복으로는 서양식 의상을
착용했다. 하지만 2004년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아쩨와 같은 이슬람 성향이
강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대부분의 청중이 무슬림일 경우에는 머리에 끄루둥
(krudung)을 착용하기도 했다(Taylor 2009, p. 114).20)
한편 재임에 성공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
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선거운동 당시 깃이 있는 서구식 티셔츠와 야구 모자
를 착용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현대적인 인도네시아 인의 모습을 표방하려고
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다양한 의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
리에서는 서양식 정장과 뻬찌를 착용하거나 바띡과 같은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평상시 근무복으로 사파리 형식의 옷을 즐겨 입는다. 2009년 바띡이 유네스코
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서는 모든 국민에게 바띡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1년도에 개최되었던 월드 바띡 써밋(the world batik summit)의 기조연
설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바띡을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Laporan Penyelenggaraan World Batik
Summit 2011).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설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바띡이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띡을 통해 표방하
려는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21)

20)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히잡을 지칭하는 인도네시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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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착용의 제도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출근하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상이 되었다. 바띡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에 등재된 2009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
지만 전통의상을, 더 적확하게 말하면 전통의상과 전통의상에 사용된 모티
프를 사용한 의상을, 공무원의 근무복으로 착용하는 제도의 시발점은 수하
르또 시대인 1970년대다.22) 수하르또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82, 1971)으로 KORPRI(Korps Pegawai Republik Indonesia)라는
공무원군을 조직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KORPRI 회원으로 가입하도

21)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설
중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바띡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설명한다.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대통령 자신은 바띡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 (2)바띡을 사랑하고 즐겨 착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바띡의 미래는 어떠한가? 그리
고 대통령으로서 바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
은 바띡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띡을 즐겨 착용한다고 말한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
로 바띡은 아름답고, 독특하며, 고급문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한다. 덧붙여 바띡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주관적일 수는 있
지만, 일반적으로 바띡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유도유노 대통령은 앞의 두 질문과 다른 차원의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그 이유는 자신
혼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대답해야 할 문제이며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한다. 덧붙여 본인이 생각하는 상품
화된 문화가 한 국가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예로서, 미국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할리우드 혹
은 코카콜라, 터키의 푸른 사원, 싱가포르의 사자를 언급한다. 그는 바띡을 이와 같은 인도
네시아의 가시적인 정체성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징물로 바띡을 꼽는다(Laporan Penyelenggaraan World Batik Summit 2011).
22) 인도네시아 인들이 전통의상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바띡, 이깟(ikat), 송껫(songket), 루릭
(lurik) 같은 용어는 염색 방법이나 직조 방법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상을 그 옷이 만들어진 방식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흔하
다. 따라서 기실 바띡은 특정한 형태의 의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띡 염색법으로 만들어
진 의상이나 바띡에 사용되는 모티프를 가진 의상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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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Jakarta Post 1999. 6. 27). 그의 재임시절 공무원들은 매월 17일에
바띡으로 된 제복을 착용하고 KORPRI 국기게양식에 참석해야 했다.
1972년에는 바띡에 관한 규범이 생겨났다. 자까르따 주지사 알리 사디낀은
1972년 6월 12일 따만 이스마일 마르주끼(Taman Ismail Marzuki)에서 열린
바띡 및 수공품 전시회 개막행사에서 자까르따 시의 관할권 내에서 남성의
긴팔 바띡 셔츠가 모임의 정식의상이 될 것임을 발표했다(Antara 1972. 6.
13). 이러한 조치는 점차 확대되어 자까르따뿐만 아니라 빨렘방(Palenmbang)
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 초반 바띡이 제도적
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2년 1월 말레이시아 PATA 회의에서 참가자에게 바띡 셔츠와 넥타이
를 기념품으로 증정
1972년 3월 29일 최초의 인도네시아 바띡 셔츠가 만들어짐
1972년 6월 자까르따 박람회에서 수하르또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바띡
셔츠를 입고 개회식을 선언함
1972년 6월 자까르따 주지사 알리 사디낀이 자까르따 시 관할 내에서 바
띡이 정식 모임의 의상으로 간주됨을 선언
1972년 7월 중부 자바 지역에서 바띡과 루릭(lurik)이 공식 의상으로 인정됨
1972년 7월 빨렘방 지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시행함
1973년 8월 알리 사디낀은 공립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상 바띡을 착용해야 함을 선언23)

인도네시아 공무원 모두가 특정 요일에 바띡과 이깟(ikat) 혹은 지역의 전
통의상을 착용하는 제도는 2007년 내무부 장관령 60호(Peraturan Menteri
23) 인도네시아 직물 전문가 인터뷰 내용(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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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am Negeri Nomor 60 Tahun 2007)에 의해 실시되었다. 말레이시아와의
바띡 갈등에서 비롯된 위기감이 복장을 규정하는 법안을 새롭게 수정하게
만든 주원인으로 추측된다. 유도유노 대통령의 바띡의 날 제정에 따라 정부
산하 각 기관도 바띡과 지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구체
적인 예로 2009년 변경된 내무부의 복장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무
부 장관은 2009년 내무부 장관령 53호(Peraturan Menteri Dalam Negeri
Nomor 53 Tahun 2009)를 통해 기존의 2007년 내무부 장관령 60호(Peraturan
Dalam Negeri Nomor 60 Tahun 2007)에 따라 정해진 내무부 산하 국가 공무
원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복장규정의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사항을 첨가
했다. 새롭게 첨가된 내용은 요일별 복장 규정이다. 이전까지의 공무원 복장
규정은 요일에 따른 근무복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첨가된 규
정은 요일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장관,
주정부의 주지사 혹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에 의해 세부적인 변경이 가능
하지만 기본적인 요일별 복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내무부 복장규정 표

No.
1
2
3
4
5

복장 종류
민방위 복장(LINMAS¹)
카키색 계통의 복장(PHD² Warna Khaki)
바띡(PHD Batik)
공무원군 복장(KORPRI³)
정장(PSL⁴)/정장(PSR⁵)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국경일, KORPRI 기념일
공식 행사

주: 1) LINMAS(Perlindungan Masyarakat): 민방위
2) PHD(Pakaian Dinas Harian): 평상시 근무복
3) KORPRI(Korps Pegawai Republik Indonesia): 공무원군
4) PSL(Pakaian Sipil Lengkap: 허리띠, 양말, 구두와 같은 모든 복장규정을 준수한 공무원 정장
5) PSR(Pakaian Sipil Resmi): 공무원 정장
자료: Peraturan Menteri Dalam Negeri Nomor 53 Tah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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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통의상 착용은 점점 세분화되어서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
는 지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의 개막식에서 세계 정상들은 주최국을 대
표하는 의상으로 바띡을 착용했다.24)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띡
을 이미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국민적 차원의 의상이 되었다고 간주하고 각
지역의 전통의상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발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담(East Asia Summit)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누사 뜽가라
(Nusa Tenggara Timur)의 직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떼눈 이깟(tenun ikat)을
착용했다. 그리고 2013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는 발리의 전
통의상인 엔덱 발리(endek Bali)를 착용했다. 마리 엘까 빵에스뚜(Mari Elka
Pangestu)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엔덱을 입은 경위에 대해 “이는 인도네시
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우리는 발리의 엔덱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Jakarta
Post 2013. 9. 23). 현재 발리 공무원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엔덱을 착용해
야 한다(Jakarta Post 2013. 9. 23). 최근 자까르따에서도 지역 전통의상을 착
용하는 새로운 복장규정안이 제정되었다. 조꼬 위도도(Joko Widodo) 자까르
따 주지사는 2013년부터 자까르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매주 수요일
마다 자까르따 지역의 토착종족인 브따위(Betawi) 족의 전통의상을 착용토
록 요구했다.25) 새롭게 바뀐 복장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월요일에는 초

24) 그 후 APEC 정상회담에서 개최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Roces and
Edwards 2009, p. 1).
25) 조꼬 위도도는 현재(2014년 8월) 대통령 당선자로서 2014년 10월 20일에 인도네시아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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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의 민방위 복장, 화요일은 카키색의 근무복, 수요일에는 브따위 전통의
상,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바띡을 착용해야 한다(Arditya 2013).

Ⅴ. 국민 정체성과 의복
1. 국민 통합 기제로서의 의복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의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역대 통치자들
이 전통의상을 국가의 문화적 상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련의 노력들을 이
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의상을 통해 국민 정체성
을 구축하고 단일한 국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
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베버는 국민(nation)을 근본적으로 기억의 공동체로 간주한다(Weber 1968
p. 389, 1948 p. 173). 르낭(2002, p. 62)은 국민의 본질에 대해 논하면서 국민
의 핵심은 모든 소속원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많은 것을
망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에 의한 목적지향적인 기억작업은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을 미리 설정하고 동시에 망각이 필요한 역사를
배제하고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국민에게 있어 과거란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방해하는 요소를
걸러내는 필터의 기능도 갖고 있다(김영목 2004, p. 22). 따라서 기억은 선택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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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위이고 항상 행위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망각을 동
반한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에 의해 구성된 기억과 망각은 권력적일 수 있
다. 따라서 기억과 망각은 바띡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
는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기억과 망각은 바띡이
한편으로는 국민을 통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 경계선 밖에 위치
한 유사한 문화권의 타 민족(말레이시아)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임을 설명하
는 열쇠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바띡이 자국의 문화이고 말레이시아의 바띡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바띡을 생산한 자바와 몇몇 지역을 제외한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위치한 다른 지역과 말레이 반도에서의 바띡문화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도네시아의 논리는 인도
네시아 군도에 거주했던 여러 소수종족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바띡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전제에(혹은 상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똑같
은 논리를 국가단위에 적용해 보면, 식민지 이전과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말
레이 세계에 함께 존재했던 말레이시아에서도 바띡 문화가 존재했을 것이
다.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띡 생산지가 아니더라도 바띡
을 착용하는 지역으로서 바띡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분명 바띡 생산은 자바를 중심으로 자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17세기 초반에 ‘자바 바띡이 수마뜨라의 잠비(Jambi)에 수출되었
다’(Andaya 1989, p. 40)라는 기록을 근거로 자바 지역이 아닌 다른 군도 지
역과 말레이 반도에서 수입된 바띡이 착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흐자
디 주디의 공개서한과 술라이만의 발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바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대부터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바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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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말레이 반도로 수출되었고 그곳의 토착민들은 바띡에 대해 알고 있
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스리위자야(Sriwijaya) 시대에 인도네시아 군도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까지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오스본
2003, p. 35). 바띡 문화를 공유하는 정도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마뜨
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지역도 말레이 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실 과거 수마뜨라 동부 지역 주민들과 말레이 반도 서쪽(현재의
말레이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문화적 공통분모가 동쪽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암본(Ambon)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보다 훨씬 컸다(Riwanto
Tirtosudarmo 2005, p. 19). 과거 수마뜨라의 일부 지역, 말레이 반도, 깔리만
딴 해안, 리아우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인
식했다(Taylor 2003, p. 209). 하지만 현재 물리적인 거리의 근접성, 유사한
언어, 종교적인 관점에서 훨씬 친근감이 있는 말레이시아 서쪽 해안 지대의
주민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암
본 족(Ambonese)은 같은 인도네시아 인으로 간주된다(Riwanto Tirtosudarmo
2005, p. 19).
정치 지도자에게 의미 있는 과거란 철저한 고증에 의해 밝혀진 역사적 사
실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과거다. 인도네
시아와 말레이시아 모두 공유된 뿌리에서 생겨난 민족(bangsa serumpun)임
을 인정하면서도(Weiss 2010, p. 186)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음을 망각하고
서로 구분되는 문화임을 강조하고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 바띡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과거 말레이시아는
누산따라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일부가 자신들의 문화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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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발생한 지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지역이 현재 말레이시아의 영토가 아님을 강조한다. 현재의 말레이시아 영
토와 인도네시아 영토를 함께 공유했던 스리위자야 시대와 말레이 세계의
공통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마자빠힛 시대에는(Van Roojen 2001, p.
17) 아직 바띡이 등장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Achjadi 2006, p. 1). 과거 말레
이 반도, 수마뜨라, 그리고 깔리만딴의 일부 지역은 같은 문화권이었지만,
현재 말레이 반도는 ‘타자’로 인식되는 반면 수마뜨라와 깔리만딴은 ‘우리’
로 인식된다. 하지만 바띡이 자바를 넘어 인도네시아 전체의 문화 즉 국민문
화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말레이시아가 바띡이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흡사하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서로 경계를 긋고 과거 공유했
던 역사와 문화를 단절시키려는 것은 ‘바띡 인도네시아’ 논리와는 상충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동질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되는 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
민(nation)을 구성하는 요소를 단순화시켜 두 가지로 나누면 혈연, 언어, 역
사, 지역, 경제, 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감정, 의지, 이념 등의 주관적 요
소가 있다(정수일 외 2010, pp. 21~22). ‘바띡 인도네시아’가 전자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말레이시아와의 갈등은 후자가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했다.

2. 권력의 기술로서의 의복
권력의 기술 혹은 권력기술이라고 번역되는 ‘technologies of power’는 인
간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프랑스 철학자인 푸코(Michel Fouc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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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이다(푸코 2011). “근대 국가는 예외 없이 국민의 신
체를 통제하고 표준화하며 조작 가능한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두는 것, 즉
순종적인 신체를 조형하는 것을 정치적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우치다 타츠루 2012, p. 112).” 그리고 이러한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용
된 최고의 정치적 기술이 바로 ‘권력의 기술’인 것이다(우치다 타츠루 2012,
p. 112).
국가기관은 국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국민적 동질성과 순수성을 통해 확
보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서, 공문서 작성, 인구조사 같은 기록과
이러한 것을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는 국가가 사용하는 중립적인 도구인 것
처럼 간주되지만 실상은 통제를 위한 지식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국가는 이
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통제된 양식으로 만들고 국가가 행하는 조
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과 존재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여기에 도덕적 규제와 개인에게 허용
되는 범위 그리고 남녀의 역할 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
다는 즉 국민 안에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
회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시민이 형성된다(Foster 1991, pp.
244-248). 인도네시아에서 의복이 제도화되는 과정도 권력의 기술의 일부로
서 통일성과 동질감을 형성하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시민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 측면이 발견된다(이지혁 2012).
필자는 2013년 한 달(2월~3월) 동안 자까르따에 체류하면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만약 공무원이 바띡이
나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하는 날에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
치가 있느냐? 라는 필자의 질문에 사무국장 뜨리 하르소노(Tri Harson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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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지만 만약 부득이한 상황이 있거나 요일을 착
각해서 의상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환복 후 다시 출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답했다.26) 한편 인도네시아 영자신문인 자
까르따 포스트(Jakarta Post)의 수마뜨라 출신 외부기고자인 에릭 무사 삘리
앙(Eric Musa Piliang)은 신문 사설에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바띡 착용을 싫어
하고 정부의 바띡에 대한 강조가 자바 중심의 문화가 나머지 지역을 지배하
는 인상을 준다고 기술하면서,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감정에 대해 자신이 마
치 애국심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다
(Eric Musa Piliang 2008). 전술한 사실들은 바띡이 이미 권력의 기술로서 작
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치 국기 게양식이나 애국가를 부를 때 국민이 국
가에 대해 숙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바띡을 착
용하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문화라는 꽃장식
으로 포장된 제도화로도 해석될 수 있다.27) 이 제도는 서서히 고정된 관습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서 받은 공
통된 인상은 특정 요일이나 행사에 그들이 전통의상이라고 믿는 옷을 입는
행위가 그들에게 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26) 인도네시아 산업부 중소기업 관계자 뜨리하르소노(Tri Harsono) 인터뷰 내용(2013. 2. 26).
27) 루소는 그의 논문 “학문과 예술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 1750)”에서 정부와 법
은 집단으로서 인간의 안전, 행복에 필요한 것을 주는 데 비해 학문, 문학, 예술은 그만큼
전제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꽃장식으로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
으로 하여금 억압된 상태를 좋아하게 만들어 소위 세련된 국민을 만든다고 비판한다
(Rousseau 175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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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독립 후 인도네시아 앞에 펼쳐졌던 역사적 상황들은 국민 통합이라는 과
업을 이룩함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식민 통치 이전 인도네
시아는 수많은 종족 및 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군도 전 지역이 동일
한 정치공동체의 지배 아래 놓인 적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시간 동
안의 네덜란드 식민 지배가 미약하게나마 인도네시아라는 정체성의 싹을 심
어 주었다. 혁명전쟁 동안 생겨났던 식민 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저항 정신은
신생 독립국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 같았다. 하지만 독립이라는 꿈이 현실로
바뀌면서 이러한 이상은 허상으로 드러났다. 현실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온
분리 독립에 대한 당혹감과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기에는 많
은 이질성이 존재하는 복합사회임을 자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까르노를 비롯한 국가 최고 통치
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간구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행한 일련의 노력들 중에서 국민국가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게 진행된 것이 전통의상을 통한 상징화 혹은 상징-조작이다.
바띡(밀랍의 저항을 이용한 염색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의상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해서 국민적 문화로 승화시켰고, 전통의상
착용의 제도화를 통해 시민의식을 구축했다. 현재 지정된 요일에 공무원들
이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제도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띡이 자바의 종족문화였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오래전부터 군도 전역에
서 행해졌던 국민 문화로 기억되고 있다. 기억과 망각 작용은 사회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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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바띡이라는 문화가 마치 과거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종족들이 공
유했던 문화인 것처럼 상상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던
말레이시아는 타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현재 지난날에 바띡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의 전통의상에 사용되었던 모티프를 바띡에 적용해서 지역 고유
의 바띡을 개발하고 있다. 의복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고 시민의식을 도모
하는 과정에서 의복은 사적 영역의 역할보다는 더 많은 공적 영역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현재 전통의상이라고 간주되는 의상을 착용하는 것과 애국심은
동일시되고 있으며 본래 의복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기표-기의 관계는 통치자들이 부여하고 시민이 무의식적(혹은 의식적)으로
동의한 기표-기의 관계로 고정되어 있다.
한편 국민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행해진 일련의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서 의복, 특히 바띡이 지닌 차별성이 무엇인가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시
민들에게 동질감 혹은 일체감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의상보다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대중매체, 함께 치른 혁명 등이 더 큰 기여를 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민국가가 막 형성되던 시기에는 전통의상의 위상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또한 국민주의자(남성)들은 식민주의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의상보다는 서양식 양복을 착용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펼쳤다. 바띡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통의상은 여러 차례 상업적
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많은 전통의상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전통의상이 국민 통합의 실질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앞에서 열거된 것들보다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화 정체성으로 인식되고 최근에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을까? 실질적 기여도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하고 의복을 문화 정체성으로 만든 첫째 동력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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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통을 발명하는 주목적 중 하나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
로 내세우려는 것이다(홉스봄 2004, p. 21). 공식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 인
쇄매체, 방송매체, 혁명과정의 전쟁은 전통의상에 비해 과거와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기실 인도네시아 바띡의 역사적 뿌리가 깊지 않고 자바 지역을 제
외한 타 지역의 종족에게는 바띡이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바띡은
인도네시아 인들의 의식 속에 과거에 깊이 뿌리를 둔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요소로 물적 이정표(material marker)로서의 상징성이다(Edensor 2002,
p. 113). 즉 가시적인 상징성이다. 의복은 모티프를 통해 상징성과 의미를 부
여받을 수 있는 기표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요소는 문화의 확
장성이다. 과거의 전통을 재구성하고 현재적 필요에 의해 발굴하는 작업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문
화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와는 단절된 경우가 많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
을 복원하거나 그 정신을 찬양하기 위한 의식화 작업에 그치고 현재의 문화
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즉 재구성된 문화가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박
제된 문화로 존재한다. 반면 의복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대중에 의해 즐겨
착용되고 있다. 또한 만드는 주체가 특별한 장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다. 방송, 신문, 소설은 바띡에 비해 상당한 문화적 파급효과가 있지만 대다
수의 대중은 이러한 매체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객체이지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다. 가믈란, 전통춤, 와양 꿀릿, 끄리스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이
지만 일부 전문가와 장인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만들어진다. 이러한 문화에
일반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비해 의상은 새
로운 패션상품으로 변모하면서 그 상업적인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문화적인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상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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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국민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동질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에서 몇몇 사회‧문화적 인자들에 비해 기여도가 낮지만 과거와의 연속성,
가시적 상징성, 문화의 확산성을 감안하면 국민 정체성을 구축함에 있어 상
대적으로 높은 적합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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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국인들 중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기 위
해 ‘은퇴이주’2)를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필리
1)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략지역 심층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은퇴이민’이라는 용어 대신 ‘이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제이주의 한 유형
으로 ‘은퇴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은퇴이주자들이 대부분 국적
의 변화를 통한 영구적인 의미의 이주, 즉 ‘이민’보다는 장기체류를 위한 ‘이주’의 측면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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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태국을 위시로 한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국
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이민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MM2H(Malaysia,
My 2nd Home)’, 즉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 Malaysia, My 2nd
Home, 이하 MM2H)’3)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
민 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만남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
를 지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명예퇴직 또는 은퇴자들의 주종을
이루는 50대와 60대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퇴이주 대상
국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말레이인을 비롯하여 화인과 인도계, 사
라왁(Sarawak)의 이반(Iban) 족, 사바(Sabah)의 까다잔(Kadazan) 족,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라 불리는 원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과 종족적
복합성을 지닌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이며, 이 역사와 전통을 오랫동안 보유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인 은퇴이주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감, 또는 경계심
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들이 선호하는 은퇴이주 대상 국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김동엽 2009, 240 참조).
3) MM2H는 10년 비자 취득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MM2H 10
년 비자 취득 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업 허용. 2. 주택 자금 융자(100만 링깃 주택
구입 시 80% 대출 가능). 3. 승용차 면세 구입(현지 세금의 40% 할인 혜택). 4. 무심사 비자
연장(10년). 5. 개인 이삿짐 이송 시 세금 면제. 6. 국적에 관계없이 1명의 메이드를 데려오거
나 고용 가능. 7. 말레이시아 내 상속 세금 면제. 8. 국외 소득 세금 면제. 9. 비자 승인 최소
8주 가능(Laws of Malays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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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레이시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된 물가, 안전성이
보장된 치안 상태,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 가능 국가, 그리고 다문화(multiculture),
다종족(multiethnicity), 다종교(multireligion)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노후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
내기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최적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이주가 증가하면서 성공적인 이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은퇴이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말레이
시아로 이주를 감행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
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역이주’ 또는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이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한계와 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주를 지
원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
시 돌아오면 되는 단순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인생설계를 재설계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기술, 분석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는 특별한 형태의 인간 이동, 또
는 인적 교류와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중
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
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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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슬로건은 ‘진정한 아시아’(Truly Asia!)이다. 말레
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진정한 아시아(Malaysia,
Truly Asia)’라는 문구를 거리와 상점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진정한 아시아’라는 말은,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의 축소판’
이라는 뜻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민족적 복합성으로 널리 알려진 아시아 문
화의 진수가 말레이시아에 집약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 문화 모자이크
(Asian cultural mosaic)’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문화 모자이크
(Malaysian cultural mosaic)’라는 축약어로 구현되어 있다.
‘진정한 아시아’, 즉, ‘아시아 문화 모자이크’의 ‘진정한’ 축소판이 바로 오
늘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
정한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 한국인들
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입국 요인으로 조기유학과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은퇴이주라고 말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는, 소위 MM2H 프로그램을 통해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
아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말레이시
아로의 은퇴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의 이주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MM2H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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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퇴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50대 한국인들이 가
장 선호하는 은퇴 이민 대상국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
퇴이주를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학술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말
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MM2H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
미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
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
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한인 타운인 쿠알라룸푸르의 ‘암빵
(Ampang)’과 ‘몽끼아라(Mon Kiara)’ 지역의 한국인 은퇴 이민자들을 대상으
로, 말레이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민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이민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MM2H의 특징과 의미를 그 내용과 실천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그
이상과 현실을 은퇴이민자와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에 대
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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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의 검토4)
은퇴이주에 관한 최근 국내외의 연구동향이나 연구배경을 살펴보면, 은퇴
이주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도시에 머물던 도
시 직장인들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현상에 집중되어 있는데(박
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윤순덕‧강경하‧박
공주‧이정화 2005; 윤순덕‧박공주 2006; 김동엽 2009, p. 235에서 인용), 이
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화되었던 농촌으로
의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
적 목적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김동엽 2009, p. 235)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은퇴 이주 대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상업적 비즈니스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은퇴 이주
의 대상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인 은퇴 이주자들에게 동
남아시아가 은퇴 이주 대상으로 선호되는 데는 은퇴 후에 보장 받게 될 제한
된 소득으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메
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퇴 이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
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이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Toyota 외
2006, 김동엽 2009, p. 235에서 인용).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주 관련 프로그램
4) 이 부분에서는 은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용
을 중심으로 은퇴이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
선 은퇴이주에 관한 최근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연구배경을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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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할 것을 표방하면서 외국인 은퇴 이주자들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경
주해 왔다. 그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로 외국인 은퇴 이주자들을 유
치하는 데 성공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부터 은퇴비
자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1998년 50명에 불과하던 은퇴비자 수급자 숫
자가 2001년에는 800명을 기록했고, 2006년까지 동반가족을 제외하고도 총
8,700명에게 은퇴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엽 2009, p. 236).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과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조기
은퇴 또는 명예 은퇴 등을 비롯하여 은퇴 이주자의 증가는 말레이시아로의
은퇴 이주 현상이 한국사회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매우 높이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동엽 2009, p. 235 참조).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전 지
구적인 이주의 흐름, 이주가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관심 역시 매우 크다(카슬, 밀러 2013). 이러한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국내 학계와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국제이주의 전
지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다룬 책이 번역, 출간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주의 시대]와 [이주]라는 책이다.
[이주의 시대]는 [The Age of Migration(제4판)]을 옮긴 것이다. 국제 인구
이동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는 전 지구적인 이주
의 흐름, 이주가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
구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카슬, 밀러 2013).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국제이주 관련 이론 및 개념 설명으로 시작하여 1945
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국제이주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와 국가적
통제, 안보, 종족적 소수자, 정치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총 13개 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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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통계 및 이주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 별도
의 박스로 다룬 구체적인 사례 등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2012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약 2억 2000만 명)는 자신이 태
어난 기원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3%라는 수치
가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의 주체는 주로 개인이기 때문에 이주
및 이주자와 관련된 사회 현상은 자칫 간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 당사
자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궤적과 상황은 정착한 국가는 물론
그들의 기원 국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주 및 이
주자와 관련된 사회 현상은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비이주자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화와 더불어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물론이고, 이른바 고숙련 이주자라고 불리는 기업가 및 연구
가, 그리고 유학생과 관광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일민족 국
가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새머스 2013).
이와 같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이주 현상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이론 및 실천의 문제들을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
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이주 현상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한 개론서는 무척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무엇보다 이주의 사회성과 공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이주
(Migration)](2013)가 출간되었다. 특히 [이주(Migration)]는 이주에 대한 개념
적ㆍ이론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소, 스케일, 영역 등과 같은

‧ 404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공간적 개념을 차용하여 지리학적 접근을 강조한다(새머스 2013, pp. 12-14).
나아가 정치학, 사회인류학, 사회학 등 다학문적 차원에서 국제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 이주와 노동, 이주 통제의 지정학적 경제, 이주와 시민
권 및 소속의 지리 등에 관한 주제를 종합적이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새
머스 2013). 또한 글상자를 통한 다양한 사례 제시와 용어해설 등은 이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이주 관련 서적의 연속적인 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로의 한국인들의 은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는 거
의 없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이주 관련, 특히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인들의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관한 더욱더 많은 학술적, 실천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명예은퇴자들을 포함한 은퇴자들을 수용하려는 국내
외적 유치경쟁은 주목을 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것인가를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자들과 연계해서
분석하는 학술적, 실천적 작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4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사회
문화적 특징과 의미에 대한 1차적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정리를 기초로, 이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 기존 문헌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해석을 포함시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기
술과 분석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사
전에 이민박람회 관련 인터넷 자료 역시 적극 활용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특히 실제 말레
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난 사람들이나 말레이시아 행정기관을 찾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은퇴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는 은
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문헌조사에 바탕을 둔 문헌
연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선 현지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5)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의 질적 방법을 적절히 융합하여 활용
5) 현지조사에는 심층 인터뷰와 관찰 등이 포함된다. 참여관찰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심층 인터뷰와 관찰에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집중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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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동향과 흐름, 나아가 전망에
대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이주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행하였으며, 나아가 관련 인터넷 자료 역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나아가 MM2H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는 인터넷 자료와 문헌 조사, 그리고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 및
정리 작업이 수행되었다.
은퇴이주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실제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난 사
람들이나 말레이시아 행정기관을 찾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어
야 하므로, 인터뷰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자료 수집의 형태로 정보를 유도해 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형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활용하여 실제 현지인들의 생
생한 조언이나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의 시간을 고려하여 인터뷰가 너무 길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터뷰 계획을 사전 조직화
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적으로 정보 제공자들
(informants)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뷰 시 정보 제공자가 질문의 의미
를 명확히 알아듣고 의미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애매모
호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양적 자료를 통한 정보 수집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이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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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실제 면담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답사 이전에 관련
전문가나 면담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한 내용 이외의 새
로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자료의 양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
하는 동안 그런 점들을 유념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과 해석을 위해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4년 1월 20일(월)
부터 28일(화)까지 약 10일간, 그리고 2014년 4월 18일(금)부터 4월 22일(화)
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쿠알라룸푸르의 암빵과 몽끼아라 지역의 한국인 이
주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8월 15일부터 20
일까지 보충 현지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기간 중에 쿠알라룸푸르 행정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MM2H 비자와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의 행정 담당자를 만나 말레이시아에서 은퇴이주를 위한 이민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말레이시
아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아 이민
정책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지 교민들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는 은퇴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cafe.naver.com/mymalaysia의 자료 내용을 적극 활용하되, 그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비교 체크한 후 활용하기도 했다.6)
6) 본 연구의 결과는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은퇴이주 대상지로 삼고자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
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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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은퇴이주 정책 및 관련 자료 역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통계청, 외교통상부, 말레이시아 관광청, 기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의 은퇴이주 정책과 통계조사 내용과 자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말레이시아가 어떤 이민정책을 택하고 있고 타
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은퇴이주에 관한 문헌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은퇴이주라는 개념은
경제가 발전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에서 시작되
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은퇴이주는 아직도 자료와 문헌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몇 개의 논문
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논문 및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여 충분한 정보
의 양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외이민박람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개최된 해외이민박람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
를 실시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는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Ⅳ. 연구결과
1. 한국인들의 은퇴이주 대상지로서 말레이시아와 MM2H의 일반적
특징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에 속하며, 치안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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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보다 격조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혹적인 주위환경과 다양한
음식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문화까지 즐길 수 있다.
MM2H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이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어 실시된 말레이시
아 이주 정책의 주요 일부이다. 10년 장기 체류비자와 거주공간과 차량을 구
입할 때 받는 세금면제 등은 MM2H가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 중 일부에 불
과하다. 수천 명의 은퇴자들이 이미 현지의 친절한 이웃들과 더불어 교민들
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서의 은퇴 생활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이자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말레이시아로의 은퇴 이주를 적극 장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택
하는 데도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여가 생활에 적합한 열대성
날씨를 들 수 있다. 둘째, 급격하게 부상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들 수 있고,
셋째 가족 여행지로서의 매력적인 조건이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생활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
이시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생활비가 다소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치안
상태와 영어통용도가 높은 수준이며, 다문화, 다종족의 특성으로 인해 의식
주 문화가 다양하고, 한국에 비해 골프 등 레저스포츠 시설이 풍부하고 저렴
하기 때문에 이웃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은퇴이주지로서의 조건에서 손색
이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꾸준한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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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평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인 말레이인을 비롯하여 화인과 인
도계, 사라왁(Sarawak)의 이반(Iban) 족, 사바(Sabah)의 까다잔(Kadazan) 족,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라 불리는 원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과
종족적 복합성을 지닌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y)’이자 ‘다종족사회(multiethnic society)’이기 때문에 한
국인 은퇴이주자들도 ‘외국인’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비교적 쉽게
현지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암빵’이나 ‘몽끼아라’는 한국 교
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말레이시아의 코리아타운(Korea Town)으
로 불리는 ‘암빵 에비뉴’에는 한국 상점이 모여 있고 한국 대사관 주위에
말레이시아 화인자본이 한국의 건설 업체와 손잡고 개발 중인 복합주거단
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페낭은 해양 생활
과 운치 있는 경관을 좋아하는 은퇴자라면 고려해 볼 만한 아름다운 지역
이다. 스쿠버 다이빙, 등산 등 다양한 레저생활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그 시스템과 의료 전문 인력의 숙련도
측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 세계 3위의 의료관광지로 선정되었다. 말레
이시아는 무엇보다도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생활비가 저렴하며 영어를 공용
어로 사용하고 있어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춘 나
라이다.
더욱이 MM2H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
기고자 하는 외국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은퇴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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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누리며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500명의 한국인이
MM2H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입국 요인으로 조기유학과 부동산 투자와 더
불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은퇴이주라고 말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MM2H 프로그램을 통해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적
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이주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바로 이 MM2H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MM2H는 일종의 장기 거주비자라는 개념과 동일시된다. 말레이시아에는
이민제도가 없어 거주를 위해서는 노동비자를 필수로 요한다. 하지만
MM2H를 통하면 노동 비자 없이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만 증명되면 장
기거주를 허가받을 수 있다.7) 이는 한마디로 말레이시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외국인들의 은퇴이주를 유치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다. 2006년에는 총 65건의 한국인 MM2H 비자신청이 있었다. 이 제도

7) 참고로, MM2H 프로그램은 기준 시한인 5년이 완료된 후에도 본인이 사회비자(social visa
pass)를 갱신하거나 이후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개인은 최근 5년 동안
10만 링깃(한화 약 3,500만 원)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7,000 링깃 이상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가족은 50세 이상으로, 최근 5년 동안 15만 링깃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1만 링깃 이하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다. 50세 이하
는 최근 5년간 매년 30만 링깃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1만 링깃 이하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은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 사본, 신분증명서, 결혼/출생
증명서, 수입 증명서, 재무 문서, 학생 비자, 고용 허가서, 유효한 의료 보험증서 등이 필요하
다.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말레이시아 여행사나 말레이시아 관련 공무 대리 사무실에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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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1년 이후 2006년 말까지 6년간 모두 213명의 한국인
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반해, 2007년 한 해 동안에는 152명이 비자를
신청하였다. 2008년에는 매달 약 7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MM2H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다.
MM2H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이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구입 시 특전이 있다. 주택
구입을 알선하고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주택 입주 시 필요한
전화와 인터넷, 아스트로(Astro, 위성TV) 등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 MM2H의 허상과 실제
1) MM2H의 특징과 그 변용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특징과 그 의미를 MM2H의 허상과
실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점을 MM2H의 특징과 그 변용이
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MM2H는 한국인들의 조기유학 현상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기유학 여건은 최근 은퇴이민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즉 조기유학의 통로로 원하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아예 은퇴이민을 선택하여 장기 거주하면서 원하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
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녀의 돌봄과 관련되어 MM2H가 변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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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에 자녀를 조기
유학의 명목으로 홈스테이 가정에 맡기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은
퇴이주와 조기유학의 관계에 대해 한 한인회 관계자(남, 48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기유학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 사람들은 생활소득이 중하 정도 되
시는 분들 특히 부부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략) 요새 유학
이라는 게 옛날에는 공부하려고 유학가지, 요새는 공부하려고 유학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부모가 케어가 안 되니까 애들을 외국에다가
갔다 버리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죠. 가만
히 따져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한다
더라. 거기 싸니까 거기로 보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왔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민경제는 좋아졌죠.”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자녀의 부적응적인 양상과 조기유학생의 상황을
경제적 이득의 논리로 접하는 일부 교민들의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 정
도가 심각해지면 간혹 조기유학생의 어머니들이 MM2H로 말레이시아로 이
주하여 자녀를 돌보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역시 초기 기대에 부응
하지는 못하거나 혹은 가족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여기에 온 엄마들은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집에 전화벨 울리면 놀래서 전화도 못 받아. 헬로우 하면 이거 뭐
라 그래.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온 거예요. 애들 학교 가
면 엄마들은 여기서 뭐해. 그래서 남편한테 매일 전화해 나 한국 갈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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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못 있겠어. 남편은 큰일 나는 거야. 애, 케어하는 거 힘들면 좀 힘주고
거기서 골프나 배우고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골프 배우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거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전화
를 집에 해. 자장면 시켜줄까. 짜장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적응
이 되니까 좋은 거야. 나중에 남편은 짜증이 나. 도저히 혼자 못 있겠어.
들어와라. 나 못 간다. 그때는 못가는 거예요. 안가는 거지. 못가는 거지.
애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국제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애기하는 사람
도 없고. 애들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중략) 이제 계속 생활비 계속
올라가니까 아빠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떨어지면 못 있잖
아요.”

경제위기로 환율이 오르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흐
를 때 조기유학 혹은 은퇴이민을 온 가정들은 다양한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
는데, 그 예로 피면접자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와 자녀교육과의 관계에 관
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지금은 조기유학 오는 애들보다는 대학으로 오는 애들이 훨씬 많죠.
대학으로 오는 애들이 거의 육칠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
학생 등이 유학을 많이 오거든요. 요새 이슈가 대학이죠. 비자 문제라든
지. MM2H가 있는지도 예전에는 몰랐죠. 말레이시아에 이제 2, 3년부터
이 나라 학교 애들이 한국유학 애들한테 홍보하고 나서 어휴 지금은 굉장
히 열심히 무지하게 들어와요. 학생들 대학생들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매
년 여름에 어학연수한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한편 MM2H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구입과도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과 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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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MM2H를 통한 부동산의 구
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부동산 매매가
한국과 법률과 세제가 달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언어문제와 신뢰할만한 중
개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죠. 일단은 외
국 사람들은 소유가 보장되니까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다 소유할 수도 있고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상당히 안전
한 거래예요. 그래서 MM2H를 부동산 사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한국인들 사이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 MM2H 비자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MM2H가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구입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
실과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MM2H 비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은 불로소득의 증대와 이를 통한 과시욕
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MM2H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M2H를 통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와 투자는
언어의 문제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이민제도와 법률체계 등과도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장려하기도 하고, 방
해하기도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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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2H의 허와 실8)
여기서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실상과 허상을 다룬다.
다음은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MM2H의 허상과 실상, 그리고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은퇴이주 전에) 저는 원래 직장 다니고 와이프가 직장에 다녔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민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데 해봤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불
리하더라고요. 나이, 학력, 무슨 머 결혼 이런 것. 나이가 많으니까 영어실
력이 그렇고 호주도 한번 해 보려고 미국에 아파트도 하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의심스러워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어요. 마지막 전 재산까지 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 마이세컨드홈, MM2H이 있더
라고요. 처음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말레이시아가 제2차 세
계대전에 나오는 열대 정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말레이
시아 학생이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괜찮다고. 요즘에 미국 대신에 많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짐 싸들고 온 거죠. 직장 2년 남겨놓
고 왔어요. 그리고 다닐 필요도 없고.”

위의 사례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주를 결정한 경우는 아니다. 조기유학생의 부모들처럼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과 노후에 자신의 꿈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과감하게 은퇴이주를
8) 이 부분은 현재 자료 제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과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관련 자료의 제시와 나열, 서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말레이시아로의 한국인들의 은
퇴이주와 MM2H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선행
연구의 성과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폭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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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자신의 노후계획만이 이주를 결심하게
한 동기는 아니다. 그 다른 한편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과 영어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너무 한국에만 살면 답답하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어렵고 졸업해
도 취직하기 힘들고 외국 나와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한국에서는 영어
로 인한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가 중요하더라고
요. 영어로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도 배우고 일
부러 말레이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한국인은 별로 안 사귀고 주말엔 말
레이시아 사람들과 낚시나 등산가고 했어요. 페이스북을 영어로 하거든
요. 페이스북을 하니까 말레이시아 산악회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정글에서 무슨 산악을 할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레이, 차이
나 사람, 차이니즈, 인도인, 여기는 다국적 사람들도 많아요.”

이와 같이, 은퇴이주의 또 다른 목적 중 중요한 것으로 자녀교육을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을 통한 자녀교육은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애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라서 애들 뒷바
라지할 그거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말레이시아가 좋은 이유는
영어 배우는 데 좋지요. 엉터리 영어라도 미국에서 통하나 봐요. 영어권이
라서.”

이와 같이, 은퇴이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한국인들에게 MM2H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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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 답답한 마음에 MM2H를 주도하기도 했었어요. 굿모닝 말
레이시아에 모집공고를 내니까 처음에 열 댓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처음 이제 열댓 명이 왔는데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래 은퇴이민이라
는 게 50세 이상이라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증금만 주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비싸지죠. 우리는 50세 이상은 15만 링깃, 50세
이하는 30만 링깃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도 있겠다, 할 일도 없겠다, 애들
교육이나 시켜야겠다. 처음에 모임을 했는데, 한 서너 번 하다가 해체됐어
요. 해체된 이유가 머냐면 여기 MM2H로 온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한
3분의 2는 돌아갔어요. 실패한 거죠. 막연히 말레이시아 가면 안 됩니다.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골프만 합니까?”

하지만 MM2H의 장점도 있다. 그것은 한국인 은퇴이주들 사이에서 모임
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저는 이곳에 2007년에 왔는데, MM2H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
요. 모임 참석자들 중에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오고 싶은데 와이프는
죽어도 싫다고 해서 석 달 만에 차랑 집까지 샀는데 돌아가는 경우도 있
어요.”

MM2H가 한국인들 사이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문
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들의 언어문제와 MM2H의 변용과는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가 제일 문제
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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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요. 저는 외향적으로 놀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손짓 발짓하면 돼. 그
거를 잘 안하는 거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쓰는 영어 보면 엉터리처럼
보이지만, 웬만한 건 다 통해요.”

또한 은퇴이민자들의 취미생활 역시 MM2H의 특징과 의미를 말레이시아
로의 은퇴이주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말레이시아 온 다는 사람한테는 일단 저는 여기 온지 7년인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과 놀러 다닌 게 2년 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골프를 한다든
지 가까운 데 여행을 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그랬는데 취미 생활을 살
려야 되요. 취미생활도 없이 살면 갑갑하거든요. 여기 회원권도 샀다가 팔
았거든요. 거기 가면 평일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에요. 골프밖에 몰라요.
(중략) 하지만 여기 와서 오래 살려면 무엇 하나 뚜렷한 저기 있어야 되요.
취미를 살리든지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근데 나이 먹은 사람
들이 할 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면 할 곳은 있죠. 영
어를 잘 하든지, 취미를 잘 살리든지 해야지, 막연히 동경만 가지고 온다
면 실패에요. 현지인을 사귀는 것을 한국인들은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
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어요. 영어도 배울 겸 영어로 페이스북도
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
귀었더니 지금은 20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과 등산만 가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3월 달엔 거기도 가요. 히말라야 산 안나푸르나. 그런데 한국
에서 안나푸르나 가려면 25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 가면 100만원 선
에 가요.”

은퇴이주로 말레이시아를 결정하기에는 부부간의 동의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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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아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식들과 떨어져 부부만
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골프 이런 거
말고 여가활동은 주로 교회에 나가든지 해요. 저도 여기 오자마자 하도
심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귀려고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
데 교회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서 지금은 안 다녀요.”

하지만 교회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교회는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 교환
의 장일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 적응과 정보와 자료 교류
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에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
우에도 다녔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교회
에 가서 나쁜 짓은 안 할 테니까. 애들에게는 교회에 가라 해요. 애들이랑
가서 놀라고. 애들이 거기를 안 가면 놀 데가 없어요. PC방 밖에 없어요.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나아요. 애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나아가 은퇴이주자들의 MM2H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MM2H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 생각에 MM2H는 실패라기보다는 원래 의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죠. 은퇴비자가 아닌 조기유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 MM2H는 비자
문제에요.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매 1년에 1년에 해야 하죠. 우리는
10년 치니까 애들 학교 다닐 때 오라 가라 귀찮게 안 하고 그게 자녀가
24살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 큰애가 24살이 안 됐는데 바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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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학생비자로 바꾸래요. 고등학교까지니까. 11학년까지는 MM2H가 되
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바꿨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MM2H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 거죠.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한편 MM2H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사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
사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사관에서 MM2H를 포함한 비자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한
다고 생각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자 문제가 중요해요. 비자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대사관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해요.”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민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일까. 말레이시
아로 은퇴이주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과 노하우가 필요
한 것일까.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우선 말레이시아 생활 자체를 누려
야겠죠. 글로벌한 경험이죠. 특히 애들한테는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죠. 한국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인데 바깥세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하는 거죠. 견문을 넓혀주는 거죠. 은퇴이주도 하기 나름인 거죠. 저
는 성공했는데. 실패해서 다들 가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놀려고만 하고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놀려고 하고, 그리고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말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둘이 와서도
자기 취미만 살리고 같이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
고 현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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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를 통해 MM2H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MM2H와 같은 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책 같은 거잖아요. MM2H 비자 받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요. 많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 내 은행 잔고와 재정 상태 같은 것 모두 제출
해야 하고, 범죄 사실 등이 모두 깨끗해야 되지요.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
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MM2H 비자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은퇴이주는 광고가 널리 퍼져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식당 운영으로 성공한 한 은퇴이주자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사람들의 은퇴이민은 많지가 않습니다. (NM2H가 적용)되긴 되
는데 어르신들이 이쪽으로는 많이 안 오세요. 은퇴이민은, 한국 분들한테
는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딱 두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엔 좋죠. 처음에 2년은 되게 좋아하세요. 매일 골프장 가고 두 분이 손잡
고.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면 되게 갑갑해 하세요. 친구도 보고 싶고. 한
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적어져요. (중략) 그리
고, 이 나라에는 교포 2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가라는 거죠. (중략) 나이 든 사람들은 골프 치러 와요. 은퇴
이민으로 MM2H 많이 했어요. 나이 많이 드시지 않고 적당하게 드신 분
들은 은퇴 후 사업하러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은 많지 않아
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
가는 소리로 사업이나 해보겠다 하고 PC방 시작했다가 망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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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의 은퇴
이주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
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현지에서 체류자 신분이다.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위한 사업 대상이나 아이템이 풍부한 편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Ⅴ.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
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것일까?
한국인들에게 말레이시아는 은퇴 이후 퇴직금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
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낙원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인들에게 단
순한 여행지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과 세련된 생활양
식을 보장할 것으로 선전하는 말레이시아의 주거 환경은 한국인들로서는 좀
처럼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말레이시아
를 찾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매력적인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그들의 은퇴 이후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바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MM2H는 양면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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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고령화, 은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스스로 나
서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나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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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미 전후 세대는 기성세대를
넘어 노년 세대로 자리 잡은 한국에서 과거의 전쟁은 기억 속에도 사라져가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요원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서 한
국전쟁의 기억을 뇌리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 곳은 전쟁 발
발직후 한국에 만여 명의 지상군을 파견하였던 ‘터키’이다. 이곳에서는 아직
까지 한국전쟁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기억은 참전용사 출신의 작가들에 의해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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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다큐멘터리의 형태가 아닌 예술적 기록의 형식을
띠고 있다. 예술적 형식의 전쟁 이야기, 즉 이들 참전용사출신의 작가들이
그린 전쟁문학 속에는 생면부지의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죽음과 맞서야 하는
이들의 고뇌와 결의가 담겨 있다. 게다가 전쟁을 통해 알게 된 낮선 한국에
대한 이방인으로서의 적나라한 시각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터키라는 순
수한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을 통해, 한국인 스스로도 의식의 자동화 현상
에 의해 파악해 내지 못한 의식화되지 않은 한국인의 문제를 파헤쳐보려 한
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전쟁을 통한 형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관계
가 활발히 형성되지 않은 한‧터 간의 비교문학 및 비교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튀르크 족에 속하면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터키가 한국에 파병을 함으로
써 한반도에 최초로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튀르크 족과
한민족은 조선시대 세종 이전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나 그 이후로
단절되어왔던 터였으며, 두 민족간의 새로운 만남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실
현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만남은 한민족에게 이슬람을 알리는 또 다른 의미
를 가져다주고 있다. 터키인들은 비서구적 이슬람교도들로서 한국인과 한국
에 관해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남겼다. 그것은 비교 문화적‧역사적 연구
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슬람의 시각에서 본 한국인과 한국
에 대한 이미지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한국전과 관련된 전쟁문학에 천착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서나마 전쟁에 대한 탈이데올로
기적 새로운 시각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각
도의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작가들의 작품에만 치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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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문학의 연구와 평가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던 한국전을 총체적으
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국제전의 문제를
오로지 국내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와도 다름없는 것
이다. 문학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참전 국가들
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화시키는 데 이
바지할 것이다. 이 점에서 UN군의 기치 아래 한국전에 참여했던 세계 각 국
의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와 비교문학적 접근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 한국전쟁을 지원했던 다국적 참전군들이 체험한 한국전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 국가에서의 참전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 그
러한 입장에 관한 비교문학 및 비교 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사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터키인이 본 한국의 이미
지와 터키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인과 한국의 이미지를 고찰해 봄으로
써 오리엔탈리즘의 편견에서 벗어난 비서구인의 시각을 조명해보며, 참전을
통해 인구의 대이동과 이산(Diaspora)를 겪게 된 터키인이 한국을 만나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한국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쟁문
학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의 역사적, 비교문화적, 비교문학적 의미를 띠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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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터키와 한국 모두에서 전적으로 필자에 의
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자료발굴과 현지조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터키 내의 모든 국립 도서관 소장 도서와, 1950~53년까지의 문학잡지와
주요 일간지,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저널 등을 일일이 검색하
여, 터키 문단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등을 발굴하였다. 1994년 터키 언론과
문학이 다룬 한국전쟁(Türk Basınında ve Edebiyatında Kore Savaş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터키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전쟁을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은 터키 문학에서의 한국전쟁(Türk
Edebiyatında Kore Savaşı, 터키어)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2005년 터키에
서 터키어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터키 문학에서 한국전쟁문학이 ‘전쟁
문학’으로서 역사적, 비교문학적인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대해서는
1995년 ｢터키 차나칼레(Çanakkale) 비교문학대회｣와 2002년 한국정신문화
원이 개최한 ｢세계 한국학 대회｣에서 위의 주제 관련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강조한 바 있다. 터키의 한국전쟁문학에 대한 소개 논문은 ｢터키와 한국전
쟁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정신문화연구(2003. 3)에 수록되었다.
터키문학에서 한국전쟁이 전쟁문학으로서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
을 지적하고, 터키문학사에 등재되어야 함을 알린 첫 연구자도 바로 본 연구
자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전쟁 관련 터키 문학작품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터키문단에 알려왔다. 2012년 11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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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ATEK 학술대회에서도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작품을 통해 터키참전
군의 전쟁인식 문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13년에는 터키 Çankırı Karatekin
대학교에서 개최한 ‘터키 전쟁문학 심포지엄’에서도 한국전쟁문학의 내용과
터키전쟁문학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문학
은 터키문학사에 전쟁문학으로서 기록되었으며, Karatekin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논문주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터키의 연구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소논문과 공저
저술 정도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단행본 출판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다1). 한편 본 과제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
한 이미지]는 선행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비교문학적
인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작업이다.
국내에서도 그간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재검토가 시도되는 가운
데, 이미 한국전쟁이 국지전을 넘어선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인식
하며, 전쟁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냉전 체제에 입각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
복하고,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도 한
국전쟁문학론이나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의 다양한 각도의 분석이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내에만 치우친 한국전쟁 연구는 이
미 국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
함에 있어 매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에 참여했던 세계 각국의

1) 오은경, ｢무슬림 유엔참전군이 본 한국전쟁: 터키 한국전쟁문학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
구, 제18호, 2006; ｢전쟁, 국가, 남성히스테리: 아틸라 일한의 “회상(Yaraya Tuz Basmak)”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2006; ｢터키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참전군의 전쟁인식과 성매매 여
성｣, 비교문학, 2005; ｢터키문학에서의 한국전쟁시 연구｣, 국제어문, 2003.; ｢파병과 전쟁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003; ｢터키와 한국전쟁문학｣, 정신문화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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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과 상황을 배제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UN군이란 명목
으로 한국전에 참여했던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와 비교문학적
접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용병으로 지원되었던 세계
각국의 참전군들이 체험한 한국전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고찰하고,
그들 국가에서의 참전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파악함으로써 비교문학, 비교
문화적 접근으로 고찰할 수 있는 문화사적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과제 수행은 이러한 연구 수행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ＵＮ군으로 참전했던 터키군의 시각으로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는 17세기 이후 서구인에 의해서만 기록되었던 한국인의 의식주 및 생활 문
화를 기록한 한국 체류기가 아닌 비서구인,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시각과 기
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
국, 한국인의 이미지’이라는 대주제를 터키군의 한국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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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전쟁과 관련된 터키의 전쟁 문학2)
1. 터키군대의 한국 파견
터키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남진을 제어하는 중동의 전초 국가로서 열강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중립의 길을 걷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편에
가담하였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터키는 동서로 갈라진 세계진영에서 친서
방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반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이데올
로기 하에서 터키는 1950년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한
국원조에 관한 결의문｣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의 지상군 파병 요청을 적극 수
락함으로써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터키 정부가 결정한 한국전 파병은 터키 국내에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
으켰다. 극좌 계열의 ‘터키 평화 수호자 협회’가 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이들과 더불어 집권당에서 제 1야당으로 밀려난 공화
당(CHP)은 국회에서 한국 파병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들의
논리는 터키의 한국파병이 구소련을 자극하여, 구소련이 남하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힘의 공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핵(核)이었던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
다. 그러한 상황에서 터키는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대 진영
중 궁극적으로 미국 쪽 진영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2) 자세한 내용은 오은경(2003b), ｢터키와 한국전쟁문학｣, 정신문화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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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결정이었다. 만약 터키가 친소련 정책을 표방하
여 구소련에게 중동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면 구소련은 중동
의 석유를 장악하여 서방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핵심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면 향후 서아시
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全) 세계로 공산주의를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개척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국제적 정치상황에서 파병선언을 한 터키의 대외적 입장은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당 세력들이 반발한 것은 터키의 대외적 정책의 방향성이라기보다
국회를 우회하여 독단적으로 파병결정을 한 터키의 수뇌부와 각료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감에서였다.3) 터키가 기본적으로 한국전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1950년 7월 18일, 대통령 제랄 바야르가 총리, 부총리, 외무부장
관,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을 자신의 저택에 소집하여 임시회의를 한
결과에서였다. 그 후 7월 25일에 벌어진 비상각료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파병
형식을 결정하였다. 터키는 한국전에서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견하겠다는 최종적 결론이었다. 이러한 비상각료회의의 결정은 즉시 유엔
에 통보되었지만, 터키 국회를 거치지 않은 터키 행정부의 일방적 의결절차
에 대해 야당 측이 쟁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파병 자체에 대해 반대
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1950년 12월 터키 의회에서 사후승인 형식으로
정부의 파병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파병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
다.4) 그러나 야당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파병 안을 사후승인 형

３）Toker Metin(1990), Demokrasimizin Ismet Pasa Yılları, Bilge Yayınları,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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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얄 바야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과 공산주의의 확산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서였다. 구소련이 동
유럽국가들을 위성국으로 만들어 이들 국가에 소비에트 연맹 공산당의 꼭두
각시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국가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행위에서 터키국민들
은 구소련의 팽창욕구와 무신론적 공산주의 체제 확산에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친
서방노선을 추구하여 그들과 공동으로 터키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터키 지상군의 한국 파병은 그러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제스처이자 서방
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위한 훌륭한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터키국
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얻었으며,5) 그것은 터키가 1951년
나토(NATO)에 가입함으로써 입증되었다.6)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성된
터키의 반공사상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얻었으며, 그러한 공감은 한국
전쟁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었다. 국민들은 터키의 한국파병과 공산주의토벌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터키 내 민족주의적 성향의 최대 학생조직인
‘터키민족학생연합(Türkiye Milli Talebe Federasyonu)’은 한국전쟁을 “자유와
인류애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터키 민족에게 내려진 기회”라고 요란하게 선
4) Türk Büyük Millet Meclisi Tutanak Dergisi, Dönem IX, Cilt 3, pp. 28-29, pp. 132-199.
5) “Kararımız isabetli mi, değil mi?”, Cumhuriyet, 28. VII. 1950.
6)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이 발칸 반도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에는 힘의
공백이 생겨났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팽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구소련
이었으며, 중동의 핵심국가인 터키에게는 그러한 소련으로부터 아무런 방위보장이 없는 상
태였다. 그러나 터키는 NATO 회원국들에 의해 지정학적‧전략적 차원에서 소련의 남하를 저
지하는 NATO의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으며, 1951년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벌어진 제
7차 NATO 각료회의에서 터키는 NATO의 전략적 취약성을 보강할 수 있는 지역방위국가로
그리스와 함께 지정되어 NATO의 공식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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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다.대 다수의 터키 국민들은 한국전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반응
을 보였던 것이다. 이슬람 종교세력도 근본적으로 무신론을 설파하는 공산주
의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당시 종교부 장관이었
던 아흐멧 함디 악세키(Ahmet Hamdi Akseki)가 “가장 신실한 신앙심만이 공
산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터키인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은 “지하드(cihad, 성전)”이라고 독려하였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7)
종교계를 비롯한 대다수 터키 국민의 적극적 동조 속에서 야당을 위시한
좌파 지식인들의 저항은 함몰되었고, 파병은 정당화되었다. 한국전에 파병된
군사규모는 16개 파병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지상군 1개 여단에 해당했으
며,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만 4,936명이 파병되었다.8) 한국
전에서 터키군은 군우리전투(1950.11.26~30), 금량장 및 151고지전투
(1951.1.25~27), 장승천 전투(1951.4.22~23), 네바다전초전(1953.5.28.~29)에서
격전을 치르며 전쟁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였다.9)

7) Ilahiyet Kültür Telifler Basım ve Yayım Kurumu, Kore Savunmasına Katılmamızda Dini ve
Siyasi Zaruret, (Istanbul, 1950), pp. 13-14.
8) 최초 참전 당시 터키 지상군은 제28사단 제241연대(연대장 Ceral Dora 대령)와 105밀리 곡사
포 대대인 제2기갑의 제2포병 대대(대대장 Tahsin Kurtay 중령)를 주축으로 하고 독립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병 수송 의무 등 지원부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제1여단(여단장
Tahsın Yazıcı)을 창설하였다. 병력은 총 5,090명으로 장교 259명, 하사관 359명, 사병 4,419
명, 군속 22명이었다. 김재홍, 지진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터키: 한국전쟁에서의 터키군 격전
기, p. 97~98., ROK Ministery of Defense, The History of the UN Forces in the Korean War,
vol.I-VI. 1972-77.
9) 터키 제 1여단은 금량장 및 151고지 전투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군우리 전투의 전공으로 미국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제3여단은 미국의 공로훈장
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 기간 동안 터키군의 인명피해는 무려 3,624명에 이르고 있다. 국
방부국정감사자료(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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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동원문학의 형식을 띤 한국전쟁문학
터키의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은 역사의 일장을 장식하였다. 한국에서 터키
군들이 싸웠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동시에 한국
인들과 그들이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 그들의
파병은 각별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머나먼 외지에서 젊은 약혼자, 남편, 아
들, 형제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한국의 전쟁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
구한 사연의 장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조국의 이름으로 이억만리 타국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냉전체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전쟁문
학’의 주요 테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개전 초부터 2000년도 초반
까지 발행된 한국전에 관한 터키의 전쟁문학 장르는 주로 소설, 시, 희곡, 회
고록으로 나누어진다.
터키의 전쟁문학은 선전 선동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으며 이념적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비단 터키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
는 모든 국가들의 전쟁문학에서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전시 애국심
을 강조하는 사회주의권에서 선전 선동성은 매우 두드러진 편이다. 전쟁에 참
여한 아군의 참상이나 아군의 숨겨진 비극이나 부조리에 관한 폭로문학은 어
떤 나라에서건 주로 그 전쟁이 잊혀질 무렵 체제비판적인 소수의 작가에 의
해 발표될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터키의 전쟁문학도 개전 초부터 전쟁이 끝난
상당기간까지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파병의 정당성을 미화하고 그 당위성
을 설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애국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것은 전
쟁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신 교육적 장치이며, 이러
한 점에서 작가들은 총 대신 펜으로 무장하고 적군과 싸우는 전사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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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작가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발적 애국심을 불러일으키
거나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창작을 한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을 동원하기 위해 창작되는 이러한 문학은 어느 정도 작위적이지 않을 수 없
다. 이처럼 공리적 목적성을 띤 문학을 선전 선동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전쟁동원문학이라 일컬어지지만 넓은 의미로 전쟁 문학에 포함된다.
터키의 한국전쟁문학에서도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고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선전과 선동 목적의 문학이 대규모로 창작되었다. 이는 파병국으
로서 전쟁참여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독려하고 선전하는 데 문학이 적극적으
로 공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터키의 안보를 위한 파병의 불가피성은 시대적 사명이자 요청으로 간주되
는 분위기 속에서 터키의 참전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호응 속에서 실행되
었다. 이와 더불어 참전을 적극 권장하고 선동하는 전쟁문학을 주도하는 층은
기존 작가들이 아니라, 호국학생,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용사, 비전문 작가, 지
식인들이었다. 보다 많은 비전문작가들을 전쟁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문단
의 시도였으나 기존작가보다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현직 교사로 활동하던 에
니세 칸테미르(Enise Kantemir)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시집 한국찬가(Kore

Destanı 1954)는 이러한 전쟁참여독려를 본격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 더불
어 터키의 가장 저명한 저널 중의 하나인 터키어(Türk Dili, 제25호, 1954)는
서평란에서 작품의 선동성과 작가의 선전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전쟁 당
시 터키 문단 또한 한국전쟁 참전과 파병에 국민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전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세력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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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을 위해 지방마다 설립한 향토연구소(Köy Enstitüsü)라는 관변단체였다.
이들 단체는 한국전 파병의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선전
문학을 적극적으로 창작해왔다. 대표적인 사람은 듀즈이치 향토연구소(Düziçi
Köy Enstitüsü)의 무스타파 악수길(Mustafa Aksugil)과 유수프 규르오울루
(Yusuf Güroğlu)이다. 이들은 한국전쟁기간인 1951년 듀즈이치가 한국영웅
들에게 보내는 인사말(Kore Kahramanlarına Düziçi’nden Selamlar)이란 시집
을 발간하는데, 서문에서 “친애하는 터키 참전용사들의 자유세계 수호 투쟁
과 전 세계에 휘날린 대(大)터키인의 긍지를 기념하고,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
해서”라고 창작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자발
적으로 한국전 참전을 독려하는 국민 계몽운동을 추진해나갔다.
심지어 이러한 참전에 대한 선동운동은 터키 국내의 이익을 떠나 전인류적
성격을 띤 휴머니즘 운동으로 해석되어 전쟁문학을 다루는 필자층이 다양하
게 확장되어 갔다. 비제도권 출신의 아마추어 작가나 향토연구소 소속의 연구
생 같은 지식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던 전쟁문학의 형식이 보다 예술적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작가들은 현대전쟁문학에 전통적 구비서사시 ‘데스
탄(Destan)’ 형식을 빌어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비문학 전통시 데스탄
을 계승하는 음유시인(Aşık)들에 의해 구연되었다. 이야기꾼이자 소리꾼인 아
쉭(Aşık)들은 터키 고유의 가락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으로 이야기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서민문화에 기반을 둔 이들의 구연행위는 터키
전역에 걸쳐 터키 군대의 참전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아쉭(Aşık)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구
전서사시 계승자이며, 전쟁이나 화재, 가뭄, 가난 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나
그 지방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데스탄(Destan)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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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며 이것으로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담
당했다.

3. 전쟁동원문학의 주제
전쟁에 침묵했던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전쟁동원문학에 참여하
게 된다. 이들은 전쟁이 지난 30년 후에야 펜을 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전
쟁문학작가들이 전쟁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
선전과 선동에 치중하여 매우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전쟁에 접근해왔다. 그러
나 이들 기성작가들 역시 아마추어 작가들과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
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터키군의 참전담은 영웅서사시적 민속
구비시 데스탄에 나오는 내용처럼 영웅찬가처럼 들린다. 이들이 참여하는 전쟁
은 마치 ‘성전’이 되어, 전장에서 산화하는 병사들은 데스탄의 주인공처럼 숭고
하게 죽어 이상화되는 신화를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터키의 전쟁문학은 매우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쟁문학이 전달해주는 메
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해본다면, 첫째, 이념적 차원에서 철저한 반공정신을 함
양시키는 것; 둘째, 터키와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고대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서 양국간의 형제애적 관계를 시키는 것; 셋째, 곤경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인
류애를 실천하는 것; 넷째, 한국전은 알라신이 명한 성전으로 독자들에게 인식
시키는 것; 다섯째,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군으로 터키 군대를 찬양하는 것; 여
섯째, 한국전을 통해 터키인의 애국심과 전우애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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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동원문학의 주요장르
한국전쟁을 독려하는 데는 주로 시 장르가 선호되었다. 특히 선전선동시의
주된 장르는 찬가형식이다. 그 이외에는 내용별로 기원시와 애도시도 있다.
찬가에서는 당연히 터키군의 용맹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들 시는 위대한 전적
을 남긴 장군들보다는 무명 장교의 소리 없는 산화를 기리는 내용이 일반적
이다. 이처럼 찬가 형식의 시로서 전쟁담이 자주 옮겨졌다는 것은 시 장르가
가지는 편리성에 기인한다. 전쟁이라는 긴박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전쟁을
가장 미화하여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터키인들에게 복잡한 산문보다는 시를 창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시에는 시 이외에 다른 장르에서 전쟁문학형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
라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쟁문학작품은 절대적으로 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시 이외의 일부 산문작품에서 전쟁동원문학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 매우 저급할 따름이다. 희곡이나 소설의 창작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 경력이 따라줘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시의 창작은 상대적
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참전시기에 산문창작에 미숙한 아마추어 작가들이 소설과 같은 작품을 수월
하게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터키의 민중들에게는 글로 쓰여진 산
문보다 귀에 익숙한 데스탄 형식의 운문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것도
시의 치중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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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쟁 서정문학
전쟁의 입체감을 가장 선명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작가는 다름 아닌 최전
선에서 직접 전쟁을 체험하는 참전군인 자신들이다. 참혹한 전쟁의 인상을 담
은 이들의 사실적 작품은 기록문학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클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쓰는 전쟁에 대한 인식과 직접 체험한 향수와 같은 감정적 요인은 건
조하고 긴박한 전쟁의 와중에 서정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서정
문학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전 작가들은 직접적
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휴머니즘의 문제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간
접적이고 내면화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이점에서 이들의 메시지를 전쟁
서정문학이라 하는 것이다.10) 때문에 직설적인 선동에 바탕을 두지 않고 휴
머니즘에 그 기초를 둔 전쟁서정문학이 전쟁동원문학보다 그 깊이에 있어서
높은 예술성을 지닐 수 있다. 전쟁서정문학에서는 인간의 외적 규범과 명분을
강조하는 전쟁동원문학보다 전쟁에 처한 인간의 숨겨진 내면과 전쟁의 인식
을 탐구하여 인간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전쟁서정문학 속에도 이념적인 관념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타도와 참전의 정당성과 같은 작가 의식이 깊숙
이 배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의 서사적 주조음이 고독과 사랑 같은 휴머
니즘에 천착해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전쟁문학과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전쟁서정문학은 모든 장르에 걸쳐 퍼져 있다. 시 장르에서는 전쟁이
라는 극단적이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흔히 망각하기 쉬운 인간 존재의 가

10) 이것은 독일에서 제기된 전쟁문학 논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메츨러(Metzler)의 문학어휘사
전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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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강하게 견지하며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감정에
대해 노래를 한다. 참전용사에 의해 창작된 이러한 노래의 테마는 인간의 내
면이거나 병영 또는 전장에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 등이다. 희노애락과 같
은 작가의 감성은 격렬한 전투의 전후 긴장과 공포의 정도에 따라 노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인이면서 한국전쟁 참전군이었던 케말 에르튜르
크(Kemal Ertürk)이 술탄 아흐멧 남성예술원(Sultan Ahmet Erkek Sanat
Enstitüsü)에서 펴낸 한국의 새벽녘에서(1952)이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타
국 땅 한국산천에서 보내는 외로움과 두려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전
장에서 전우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전우애, 휴양지에서 만난 일본인 간호사와
의 로맨스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소설은 시에 비해 소수의 작품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전쟁터에 나와 있는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자주 등장한다. 참전용사와 가족들
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가족들로부터 날아오는 편지들이다. 때문에
편지는 여러 소설 속에서 사건의 전개를 촉발시키는 발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이별의 상처를 주제로 삼은 작품은 전쟁 당
시 독자로부터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파룩
규벤튜르크(Faruk Güventürk)의 한국 북극성(Kore’de Kutup Yıldız)과 한국
에 남겨진 연인(Kore’deki Sevgili)이다. 한국 북극성(Kore’de Kutup Yıldız)
은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파룩 규벤튜르크(Faruk Güventürk)의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샤인(Şahin)이 여자친구 셈라(Semra)의 오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한국전쟁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빠가 한국전쟁에 파
병된 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슬픔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에 가게 된 주인공 샤인(Şahin)은 한국의 실정과 자신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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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낱낱이 편지로 전해온다. 편지는 전쟁터인 한국과 남겨진 가족들이 있
는 터키를 이어주는 유일한 출구이자 통로가 된다. 이로써 셈라도 주인공 샤
인의 눈을 통해 전쟁을 체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전반
적으로는 작품에 흐르는 것은 샤인과 셈라의 사랑이야기이지만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한국에 대한 소개와 전시 상황 설명은 작품의 기록문학적인 성향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 남겨진 연인(Kore’deki Sevgili)은 터키에
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간지 중의 하나인 휴리엣(Hürriyet) 신문에 1953년
11월 27일부터 1954년 1월 9일까지 42일간 연재되었다. 작가는 오스만 일하
미 빌게르(Osman Ilhami Bilger)로 현재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소설 역시 익명의 편지 한 장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연극배우인 누르한
(Nurhan)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 화장을 다듬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편지 한 장을 받는다. 이것으로 누르한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편지는 고향인 터키에 편지를 쓸만한 가족이 한 사람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한
병사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고, 거기에는 익명의 병사의 외로움이
묻어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로써 어느 날 문득
누르한은 그 익명의 병사를 사랑하게 됨을 느낀다. 위의 두 작품 모두 서간체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이 소설들에서는 한국이란 나라의 전시상황이 매우 사
실주의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두 작품은 일간지의 연재소설 형태로 소개되었
다. 이 연재소설 속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남녀의
애달픈 이야기가 서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연인
을 이어주는 유일한 희망의 끈은 이들이 주고받는 서한이다. 서한이 작품들의
플롯상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한은 참전용사들
이 자신들의 감정을 가감 없이 쏟아낼 수 있는 해방구가 되기도 하고, 머나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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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지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매체의 역할을 맡
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간체 문학작품은 현실을 토대로 한 사실
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같은 터키인들의 서한은 60
여 년 전의 한국과 한국전쟁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고증적 기록문학으로
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 이국여성과의 로맨스
참전용사들이 전쟁서정문학에서 체험하는 주요 테마 중의 하나는 이국여
성과의 로맨스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으로 파병된 터키용사들의 이성 파트너
는 한국 여성이 아니라 일본 여성이다. 이들 여성의 직업은 주로 군인들이 자
주 접하는 간호사이거나 유흥가의 게이샤들이다. 일본은 터키를 비롯한 연합
군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다. 휴식과 휴양을 목적으로 온 연합군 병사들에게 일본의 게이샤들이
상대가 되었던 반면, 부상을 당한 병사들에게는 일본 간호사들이 로맨스의 상
대역할을 했던 것이다.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구가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터키
병사들의 서한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일본 여성들은 이들에게 동양을 대표
하는 로맨스의 상징이 되었다. 터키용사와 일본여성 간의 로맨스는 전시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연유에서 짧은 만남 이후에 전쟁터로 복귀해야
하는 사정상 곧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의 아쉬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본 여
성에 대한 애틋함과 그들에 대한 찬사가 서한을 장식하며 일본여성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여성에 관한 서사는 어디까지나 강자
대 약자, 남성 대 여성, 명령 대 복종, 서양 대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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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가부장적 시각에서 묘사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인식과 시각의 틀에서 재구성된 한국전쟁문학은 예술언어로 쓰여진 또 다른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해 서사되어지는 한국과 한국인은 낯설
게 비추어진 또 하나의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7. 반전문학
터키에서 반전문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것은 아시아국가인 터키의
현대 문학사와도 관련이 있다. 서구 문학 형식을 비교적 늦게 수용한 터키인
들에게 비판의 도구로서 문학의 기능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세계 속에서 반전의식이 드러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반전문학 이전에 발표된 전쟁문학에서는 정부의
파병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추어 작가들을
동원한 선전선동 효과의 착시현상일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기
성작가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당한 이
들 기성작가들의 암묵의 시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반전에 관한 자신들의
적극적 의사 천명은 사회적 소수인 이들 작가에게 치명적 위험을 안길 수 있
다는 계산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것
은 종전 30여 년 후였다. 그것은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민간출신 외잘 대통령
이 취임하고 나서였다.
한국전쟁에 대해 반전의 칼날을 들이댄 작가는 좌파계열의 사회주의 시인
나즘 히크멧(Nazım Hikmet)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 ｢낙후되는 터키와 멘데레
스에게 보내는 충고 한마디(Gerileyen Türkiye yahut Adnan Mende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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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gütler)｣에서 터키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의 생명을
희생하였다고 과거 정부에 대해 비난하였으나, 그의 비난 수위는 아직 동서냉
전이 종식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다수층의 배척을 받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결국 그는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한국전에서 북한을 사주했던 구소
련으로 망명당하고 만다. 1987년 출간된 나즘 히크멧 시 전집은 기존의 시
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전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시집에서 나즘 히크멧은 한국에 파병된 터키용사를 ‘용병’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파병 당시의 멘데레스 정권을 젊은 병
사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받은 외화로 사치하는 독재정권으로 비판하
였다. 파병 반대에 대한 그의 비판과 반발은 당시 반전 작가 중에서 가장 신랄
하였다. 하지만 민중 다수가 그를 이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
었다. 그것은 이미 굳건하게 반공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터키 사회에서 사회
주의적 노선의 표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전의 이념적 논쟁은 나즘 히크멧에게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 이후의 반전
작품에서는 이념보다 휴머니즘 중심의 생명존중사상과 평화에 역점이 맞춰
져 있다. 소설 장르에서 대표적 반전 작품으로 아틸라 일한(Attila Ilhan)의 상
처 짓이기기(Yaraya Tuz Basmak, 1982)를 들 수 있다. 상처 짓이기기는 무
책임한 정부와 국내의 혼미한 정치적 분열을 비판하며, 한국전 파병에 반대의
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정부에 의한 파병결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해야 했던 한 청년의 삶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쟁의 참혹상을 꼬집는다. 그는 파병이라는 잘못
된 판단을 비판하기 위해 전쟁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외로운 참전군의 전후(戰

後)의 삶을 도마 위에 올린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정이 터키 정부가 취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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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인지 되묻고 있다. 그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적으로 파탄
난 삶을 살아야 하는 참전용사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피할 수 없던
최후의 선택이었는가를 되묻는다. 터키의 국익을 위한 파병이었지만 그 결과
개인적인 모든 삶이 파괴되어버린 참전군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
로써, ‘과연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
틸라 일한에게 있어서 일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휴머니즘적 사상은
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희곡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Pirinçler Yeşerecek), 1969)는 국가주의를 초
월하는 작품으로, 인류학 교수 출신의 작가 세닷 베이스 외르넥(Sedat Veyis
Örnek)은 자신이 젊은 시절 참전용사로서 겪었던 개인적 체험을 작품으로 만
들었다. 이 희곡은 1969에서 1970년에 걸쳐 앙카라 극단에 의해 단막극으로
여러 차례 공연된 바가 있다. 세닷 베이스 외르넥은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
다. 특히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전쟁에서 여성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는 것에서 작가의 반전사상은 출발하고 있는데, ‘젠더와 전쟁’의 관계에 주목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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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터키의 한국전쟁 문학을 통해 본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
터키 전쟁문학이 대다수가 시 장르였고, 그것도 전쟁 당시 쓰여진 전쟁독려
문학이나 참전군들의 전쟁서정문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학적인 완성도
가 높은 작품은 드물었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면 전쟁 이후 기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아틸라 일한의 소설 상처 짓이기기와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희곡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 정도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 중에서 작가의 참
전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묘사된 것은 바로 후자이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란 명목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던 터키군의 참
전 체험은 고스란히 회고록에 전해진다. 현재까지 출판된 회고록은 6권 정도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950년 첫 파병부대의 사령관으로 1950
년부터 1951년까지 1년간의 체험을 담은 제랄 도라 대령의 회고록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Kore Savaşında Türkler)이라는 제목으로 본
회고록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파병 당시 터키 현지 정치적 상
황과 배경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유엔의 한국 원조, 터키 정부의 파병 과정, 이스켄데룬 항구로부터 출발에
서부터 한국 도착, 전투 참여 대기 과정, 군우리 전투 참여 체험, 한국전쟁의
진행과정, 귀국 등에 이르는 대장정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이 이 회고록의 특성이다. 이 회고록은 모든 기록이 사실적이어서 역사적인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본인이 한국에 체류할 당시 체험
하고 느꼈던 한국에 대한 묘사도 담고 있어 기록문학적, 보고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참전군의 한국전쟁 체험이 분명하게 드러난 위의
두 작품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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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되는 여성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Pirinçler Yeşerecek), 1969)
는 실제로 작가가 참전 당시의 체험을 작품화한 것이다. 한반도에 유엔군으로
주둔했던 작가가 성매매 공간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희곡으로 만든 것이
다. 원 작품에서는 성매매 공간을 터키어로 ‘샥시(Şaksi)’로 표기하였는데, 당
시 한국에서 젊은 여성을 ‘색시’라고 불렀던 것에서 ‘샥시’라고 썼던 것 같다.
‘샥시’라는 단어가 ‘색시’의 사투리 표현이기도 한 것을 보면, 작가는 당시 사
용하였던 한국어 표현들을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
다.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샥시(Şaksi)’나 중간매개자나 포주를 가리키는
‘마마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아기’를 ‘베비상(Bebisan)’이라고도 하고,
‘메이비 투마로 사요나라’ 등 당시 성매매 여성들과 영어와 일본어 단어를 뒤
섞어 유엔군들이 소통했던 흔적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유엔군들
의 휴양지였기 때문에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들은 일본어 단어를 익
힐 기회가 한국어에 비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터키 참전군들이 한국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작가는
본문에 나오는 한국어 표현들을 정리해서 부록으로 달았는데, ‘좋소’, ‘나쁜’
등의 순순한 한국어도 있지만, ‘넘버원’, ‘넘버텐’ 등의 영어 단어들도 포함되
어 있다. ‘넘버원’은 좋다라는 뜻으로, ‘넘버텐’은 ‘나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
던 것 같다. 이 작품이 기록문학과 보고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점을 보여주
는 부분이다.
11)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Pirinçler Yeşerecek), 1969)의 작품분석에 대
해서는 오은경(2005), ｢터키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참전군의 전쟁인식과 성매매 여성｣,
비교문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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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사건의 대부분은 성매매 여성인 주인공 ‘성자’의 방에서 전개
된다. 초반부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샥시(Şaksi)’로만 나오다가 후반부
‘마마상’과의 대화를 통해 이름이 ‘성자’라는 것이 밝혀진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전쟁과부가 된 성자는 생계를 위해 ‘색시촌’으로 들어와 성매매를 하게
된다. 결국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다. 이 아이는 여인
이 살아나갈 역능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색시촌’이라는 성매매 공간은 성별화된 계급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전쟁과
여성의 폭력적 관계가 중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전쟁’이라는 무법과 혼란
은 성녀/창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한다. 어머니/성매매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또한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경계를 허물게 된
다. ‘어머니’인 여성이 남편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
공간으로 흘러들어 오게 되는 일이 전쟁중에는 일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계
에 의하면 1950년대 매춘 여성의 수는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40세 미만의 미망인 여성의 매춘 비율은 26.9~25.4%에 이르는 숫
자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된 이유는 한국전쟁 후 남
편을 잃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전쟁과부들이 대부분 사회나 직장생활의 경
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과 출구로
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2)
이 작품에서 성매매를 해서 아이를 부양하는 어머니 성자에게 ‘어머니=탈
성화’라는 근대적 모성은 그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발현할 수가 없다. 남편을
잃고 전쟁과부가 된 ‘성자’에게 생계를 위해 남겨진 재산은 상품 가치를 가진

12) 자세한 내용은 이임하(2003),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
의 삶을 중심으로｣, 전쟁과 여성, 제3호, p.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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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몸뿐이기 때문이다. 그 몸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
한 도구이자 자본이기도 하다. 여성의 몸은 오래전부터 쉽게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는 부정적이며 악마화된 것으로 기호화되며 은유되어 왔다. 이 작품에서
도 전쟁과부가 되어 성매매 현실로 내몰린 성자는 전쟁 상황에서 적군에 의
해 점령당한 후 상실하고 훼손당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메타포이다.
성자는 병리적 자본주의와 남성들의 타락한 욕망이라는 그물망 속에서 ‘자
본’으로 전락한다. 어디에도 그녀의 주체적인 욕망과 이상을 실현시킬 기회는
없다. 성자는 남성들의 타락한 자본 논리 속에 수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
하는 희생자일 뿐이다.
성자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아기는 혼란한 전
쟁 상황이라는 시대적 산물이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란 그 누구라도 아버지
가 될 수 있고, 또 그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전시
상황을 대변한다.
작가가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체험을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해 살아가는
전쟁과부의 삶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운
명은 여성의 육체와 삶과 다르지 않으며, 당시 한국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이
다. 아버지의 부재와 병리적인 자본의 소용돌이, 그리고 혼탁한 전쟁 상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가 식민화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작가의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제랄 도라Celal Dora) 대령의 회고록 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Kore Savaşında
Türkler)의 경우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크게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다만, 인상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했을 정도인데, 그
러므로 짧은 터키 장교의 묘사 속에서 한국과 한국인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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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중에서 실제 경험한 에피소드로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과 ‘사실’로 지극
히 객관적으로 묘사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접대부 파티이다. 제랄 도라 대령
이 체험한 한국인의 파티는 접대부 문화이다. 이 접대에 대한 묘사에서 이 회
고록에서는 지극히 절제된 언어로 진행된 사실적인 묘사만이 드러난다. 모든
체험을 사실적인 사건으로만 기록하려 했을 뿐, 본인의 감정이나 평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했던 군인의 절
제와 객관적인 직업의식이 느껴진다.
1950년 10월 19일 터키 파병군들은 한국 부산항에 도착하여 곧장 기차로
대구로 이동한다. 대구에서 주둔 중인 유엔군과 합류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작
전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중 제랄 도라 대령은 10월 24일 저녁 대구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게 된다. 이 만찬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으며,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내용으로 보아서 유엔군 장
교들을 환대하기 위한 대구 시장 주최 만찬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사
실이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제랄 도라 대령 일행이 만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
미 미군 장교들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짚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좁은 복도를 따라 만찬 홀로 갔으며, 네모반듯한 방석 위에 앉
아 있던 미군장교들과 합류했다. 나지막한 상에 이미 음식과 녹차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다. 자리 배치는 계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착석하도록
하였으나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최고 사령관인 야즈즈(Yazıcı) 장군은
가장 앞자리에 따로 배치를 해놓고 장군에게만 별도로 안내를 하였다고 적혀
있다. 장군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자 매우 정갈하고 아름답게 파티복을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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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더니 장군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어 또 다른 여성이 같은 자세로 장군의 왼쪽
이 앉았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여성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줄을 지어 들어
오더니 연회장에 앉은 모든 장교들 옆에 한 명씩 끼어 앉았다.
그는 ‘이런 풍경과 분위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라며 매우 낯설고 생
경스러운 한국의 접대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뿐이다.
더구나 ‘어떻게 끝이 날지 예상되는’ 분위기라고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술시
중을 들고 향락적 분위기가 될 것에 대해 불편함과 신기함이 섞인 입장을 매
우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다.
제랄 대령은 옆에 앉은 여성이 방석도 없이 맨 나무 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방석을 권했지만 여성은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극구 사양
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대령이 들은 첫 한국어 단어이며, 이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시중을 들어주기 위해서 옆에 앉은 여
성들이 방석도 없이 앉아 있었다는 묘사에서 여성에게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임무만이 주어졌다는 제랄 도라 대령의 암묵적인 설명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어 대구 시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 축사는 영어 통역이 영어로 통역한
것을 야즈즈 장군 옆에 앉은 터키군이 영어에서 터키어로 이중 통역을 했다
고 되어 있다. 축사가 끝나자마자 옆에 앉은 여성들이 일제히 잔을 채워주고
건배를 하며 술을 마시기를 독려했다. 뒤 이어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다. 상
위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
으나 그 음식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음
식에서 나는 냄새들이 터키인들에게는 그리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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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날 피로연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13)
세닷 베이스 외르넥이 전쟁 상황이라는 혼란 속에 자본으로 전락하고, 식민
화되어버린 여성의 삶을 통해 전쟁 비판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면, 참전군이며
유엔군이었던 제랄 도라가 전쟁 당시 체험한 접대부를 동원한 향응은 살아
있는 한국의 문화체험이다. 이것은 비단 전시 상황이 가져다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쟁 당사자가 유엔군에게 여성을 향락과 쾌락의 제물로 이용했다는 현
실이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으로 보인다.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매매하는 한국
의 현실을 제랄 도라 대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지만 병리적인 현실이 몹시 불편했다는 것이 글을 통해서 드러난다. 전시
한국 사회에서 남성만 있고, 여성은 없는 그 현실이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을 감지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2. 여성의 타자화, 거세된 남성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Pirinçler Yeşerecek), 1969)
에서는 주인공 여성 성자를 착취하는 남자 주인공 ‘김’씨가 나온다. 아마도
보편적인 한국인 남성의 이름을 ‘김’으로 파악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하루하루 간신히 생활을 연명해 가는 여인 성자에게 기생하는 기둥서방이다.
김씨는 예전에 성자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치료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이
후 끝없이 대가를 요구하며 여인을 착취한다. 담배 값이며, 술값이며, 노름빚

13) Celal Dora(1963), Kore Savaşında Türkler, Istanbul: Ismail Akgün Matbaası, s.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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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김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성자를 찾는다. 성자는 김씨의 폭력에 맞설
수 없어 번번이 돈을 내어준다. 성자에게 살아야 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
이뿐이다. 이 아이를 치료할 돈이 없어 그녀는 성매매를 한다. 성매매로 간신
히 한푼 두푼 모아놓은 돈은 아이를 위해 써 볼 겨를도 없이 김씨에게 빼앗기
고 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라는 주종관계이다.
기둥서방이면서 동시에 포주인 김씨는 폭행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
폭력은 성별화된 폭력 또한 전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남성다움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젠더화
된 사회는 폭력 또한 남성다움의 수단임을 강조하여 왔다. 폭력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권력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남성=보호자, 여성=피보호자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구분
은 ‘힘’이라는 폭력의 논리가 작동한다. 보호자이기를 자처하는 남성은 폭력
을 당연한 권리로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의 폭력과 전시의 폭력은 ‘보호자=
남성/피보호자=여성’이라는 개념을 만들며 이것은 성매매가 작동하는 방식과
도 연관되어 있다.
제잘 도라 대령의 회고록에서 전쟁 상황에서 여성 접대부를 동원하고 향응
을 베풀어 유엔군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
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교들 옆에 앉아 있던 여성들이 음식을 먹여주고, 술을
따라 주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흥을 돋게 부추겼다고 썼다. 분위기가 질퍽하
게 무르익고 남자, 여자가 한 쌍이 되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밤 11시
가 되었다. 이때 야즈즈 장군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터키군인
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했고, 제랄 도라 대령 일행을 비롯해서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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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고 썼다. 이 대목은 기생들을 동원한 술접대 연회
가 무슬림 터키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으며, 불편한 자리였음을 드러내
는 대목이다. 더구나 전시 상황이고 아직 작전 명령도 받지 않은 터키군의 기
강이 해이해질 것을 염려했던 사령관의 긴장감도 느껴진다.14)
공격적이고, 능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남성성과 수동적이고 종속적이
고, 돌봄의 가치를 갖는 여성성의 이분법적 대립은 위계적 구조를 만든다. ‘자
연적’이라고 받아들여진 믿음은,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제도화한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더욱 위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남
성다움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에서 군사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제는 서로에 대
한 강력한 믿음과 뒷받침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군사주의, 민족주의, 전쟁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폭력을 용인한다. 결국 폭력은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
는 수단이 된다.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이유로 ‘성자’를 ‘색시촌’에 팔아넘긴 후 기둥서방
겸 포주가 된 김씨는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기생하며 살아가는 비정상적
인 인물이다. ‘김씨’는 전쟁이라는 혼란과 취약한 경제구조, 그리고 가부장제
의 모순이 낳은 기형적인 인물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는 김씨
는 사회의 병리적인 측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기호이기도 하다.
전쟁이라는 아버지의 부재와 무정부 혼란 속에서 자국민 여성을 접대부로
동원하여 유엔군의 환심을 사려는 심리 또한 당시 대구 시장을 포함한 한국
인 관료들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것 역시 개개인의 관계망 속에서

14) Ibid., s.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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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담보로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 남성, 민족, 국
가, 가부장제라는 구조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이중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
하도록 구조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성적 노리개로 상납되어야 하는 접대부와
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지배하는 남성의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방식
의 삶에 대한 참전군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거대담론 속
에서 모든 남성들은 타락하고 거세된 대상으로 전락한다. ‘성자’나 접대부와
같은 여성들은 그들에 의해 또 한 번 거세당함으로써 이중적인 타자로 전락
하게 된다. 성자를 착취하는 ‘김’씨나, ‘성자’의 몸을 욕망해서 구매자가 되는
남성들이나 모두 전쟁이라는 배치 안에서 거세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성자
의 몸을 구매하는 미군 혹은 유엔군이나 포주의 역할을 하는 한국인 김씨 역
시 정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인물들이거나 아버지라는 절
대 권력을 잃고 주변부로 밀려난 약자들이다. 접대부를 이용해 향응을 베풀고
자 하는 한국인 관료들이나 유엔군의 지위로 그 파티에 참석했던 남성들 역
시 거세된 인물들이다. 국가나 민족, 전쟁이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배치된 인
물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직 여성의 몸에 대해서만 우월적인 지위
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성이라는 힘과 폭력의 논리 속에서 가능한 것
이다. 다시 말해 성매매 여성인 ‘성자’나 접대부 여성들은 왜곡되고 병리적인
질서 속에서 타자화된 남성들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됨으로써 이중적으로 타
자화된 삶을 살게 된다.
작가는 전쟁 때문에 초토화되고 식민화된 현실, 그리고 ‘자본’에 의한 타락
에 휘말린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여성의 몸을 통해 재현했다. ‘성자’나 접대부
들의 몸은 지배/피지배, 그리고 전쟁에 으해 무력화되고 가부장제에 의해 짓
눌린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거대담론인 국가주의,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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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시 허구이다. 구멍 나고 얼룩진 상징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15)

3. 서구인의 오리엔탈리즘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에서 성매매 여성 ‘성자’에
대한 미군의 태도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전사로 그려지고 있어 흥미롭
다. 미군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색시촌을 찾았고 ‘성자’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국가의 부름에 응해 움직일 수밖에 없
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밝히며 군인 신분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한다. 결
여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15)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은 종종 여성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영역의 그림자
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역사적 현실이 각인되는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성의 수난사나
성적인 고통이 남성작가가 처한 고통스런 현실을 드러내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민족주의 담론 내에서 여성은 고난을 상징하는 희생자로,
혹은 민족 전통의 원형으로 상징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개념 자체가 남성적
이고, 민족주의 자체가 성차별적인 이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성을 포섭하기 위한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실행은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남
성성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군사주의나 민족주의는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강화
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전쟁은 군사주의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상호 연관을 맺
으면서 일어나는 사회 군사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적을 여성화하
고 적의 명예를 더럽힘으로써 결정적인 타격을 줌과 동시에 그러한 전쟁을 통해 정복행위
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여성성은 정복, 통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군사
주의나 민족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부장제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 젠더 위계를
강화해 나간다. 군사주의나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낸 남성 보호자와 여성 피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민족주의는 전형적으
로 남성화된 기억과 남성화된 굴욕, 그리고 남성화된 희망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이를 보여
준다. Cynthia Enloe(1989), “Nationalism and Masculinity,” Bananas Beaches & Bases, pp.
19-42. Berkel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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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자, 보라구, 난 의사도 아니고, 무슨 교주도 아니야. 난 그냥 군인일
뿐이야... 그 수많은 군인들 중의 하나란 말야... 한국에 가라고 그러
더군. ‘예, 알겠습니다.’ 했지. 총을 쏘라구 하는거야. ‘예, 알겠습니
다.’ 했지. 혹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예, 알겠습니다.’ 했
지...”16)

이 작품에서 성 구매자로 등장했던 미군이 성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자를
도와주며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스트로 등장하는 설정이 미묘한 의미를 내포
한다. 미군은 ‘성자’의 아이가 돈이 없어 약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
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의 어릴 적 상
처를 떠올린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이복동생을 돌보던 중 돌연 이복동생이 죽
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미군은 성
매매 여성 ‘성자’와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하게 되며, 인간적으로 성자를 동정
하게 되기에 이른다. 마침내 그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결심한다.
미군이 여인을 욕망했던 성욕은 현실의 불안과 상실감에 대한 다른 표현이
다. 어릴 적 동생의 죽음,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머나먼 나라에
파병된 현실 등은 미군의 거세된 남성성과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 주
인공 ‘김’씨, 미군들 모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영원한 결여이며, 타자화된 존
재들이다. 단지 이들은 여성의 몸을 구매하여 성적욕망을 충족하고 결여를 메
우고자 한다. 이로써 일시적인 충만감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 ‘김’씨와 미군 두 거세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국인 남
성은 ‘성자’를 착취하는 세력으로, 미군은 ‘성자’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

16) Sedat Veyis Örnek(1969), “Pirinçler Yeṣereck,” Yeni Türk Tiyatrosu Ankara,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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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점은 당시 유엔군이었던 작가의 시각이 반영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씨, 미군, 성매매 여성 ‘성자’를 그리는 시각은 다분
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재현과 무관하지 않다. 서양/동양, 우월한/열등한, 문명
화된/야만적인, 지배/종속의 이분법적인 유형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동
양인을 후진적, 퇴행적, 비문명적, 야만적인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폭력을 일
삼는 야만적인 인물 ‘김’씨와 그에 비해 ‘성자’와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고통
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미군의 대결 구도
가 그려지게 된다.
제랄 도라Celal Dora) 대령의 회고록 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Kore Savaşında
Türkler)에서 접대부를 동원한 유엔군 환영파티에서도 이와 같은 오리엔탈리
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은
제랄 도라와 그 옆에 앉아 있던 미군 대령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제랄
도라 옆에 앉은 미군 대령은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거절하기를 반복했는데, 제랄 도라 대령에게 이 술을 마신 미군 병사들 네 명
중 세 명은 병에 걸려 죽었고, 나머지 한 명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
으니 절대 마시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제랄 도라는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회고록에 적지 않으려고 했던 탓인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으며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제랄 도라 장군은 ‘한국인은 술을 따뜻하게 덥혀서 마시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은 터키인과는 다르다’고 사실적인 요소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 피
로연에서 마셨던 술은 정종인 것처럼 보인다.17)

17) Celal Dora, s.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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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 도라의 회고록에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중
에서도 한국의 식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는 먹는 물이 매우 귀하고, 우물물로 식수를 조달하는데 대부분은 물이 깨끗
하지 못하며, 위생 상태가 염려되어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때문에 터키 병사
들은 빗물을 받아서 끓여서 먹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다.18) 한국인들이 생
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짓고, 음식을 하면서 마시는 식수에 대해 비위생적
이라는 불신과 아예 마시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설정에서 편견과 오리엔탈
리즘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오리엔탈리즘은 범죄자, 광인, 여자, 빈민으로 등치되는데, 가난한 나라, 미
개한 나라, 비위생적인 한국의 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것으로 그려진
다. 이 회고록에서 미군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리엔탈리즘은
한국 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경계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인종차별주의를 성차별적인 은유로까지 연결
시킨다. 무한한 관능의 매력을 발산하지만 다소 어리석고 순종적인 여성은 오
리엔탈리스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성적도구로 대상화된
성자나 접대부는 누가 점령할지 모르는 각축적인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
에 대한 메타포이다. 한국 또한 오리엔탈리스트의 손길과 도움을 애타게 기다
리고 있는 순종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서구에서 온 참전군들, 즉 유엔군들
은 무기력한 여성의 몸을 지배함으로써 우월성을 확보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스트는 ‘쓰는’ 인간이고, 동양인은 ‘쓰이는’
인간이라고 보았다. 모든 문제의식은 이 명제 속에 함축되어 있다. 사이드는

18) Celal Dora, 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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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
적이자 인식론적인 구별이라고 보았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
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며, 이미지로서 표상된 동양과 관
련된 언설 속에 내재된 서양의 정치성, 폭력성, 문화를 내세운 지배일 뿐이라
고 사이드는 비판하고 있다.19)

4. 터키군의 분열
세닷 베이스 외르넥의 벼 이삭 여물어가겠지(Pirinçler Yeşerecek), 1969)
에서 오리엔탈리즘과 더불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아뿐 아니라 타자도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작가가 포착하고 드러내려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라
캉의 용어로 타자 역시 욕망과 결핍에 종속되어 있다. ‘김’씨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제공하는 참전군 작가,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미군 할
것 없이 모두 분열된 존재이다. 전쟁 상황에 있는 ‘김’씨나 ‘성자’, 강력한 참
전군인 미군 모두 욕망과 결핍에 의해 분열된 존재이다.
결여로서의 미군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은유가 이 작품에서는 ‘성자’의
거울이 깨지는 장면이다. 아이의 입김을 확인시켜주려고 거울을 아이에게 가
까이 가져갔을 때 거울이 ‘쨍’하고 깨진다. 라캉은 거울단계 이론으로 자아
형성을 이론화하였는데, 유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동일시함
으로써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아직 자신의 신체를 파편적으로만
인식하는 유아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자신을 총체적인 유기체로 인식
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거울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라

19) 에드워드 사이드(2000), 오리엔탈리즘, pp. 67-98,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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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은 이것이 ‘오인’ 이라고 설명한다. 거울을 바라보는 유아와 거울 이미지
사이에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균열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캉은 상상적 동일시를 통하여 억압된 차이가 인식될 때 자아는 원래의 파편
화된 신체의 이마고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20)

거울이 깨지는 장면은 문제 해

결에 대한 부정적 결말에 대한 암시이다. 거울의 균열은 결여와 구멍을 의미
한다. 강대국의 게임에 의해 실행되는 전쟁은 그 누구의 결여와 구멍을 메워
줄 수 없는 공허한 환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21) 작가는 대타자, 상징적 질
서 자체도 근본적인 불가능성에 의해 빗금이 쳐져 있으며, 결여를 가지고 있
음을 밝히는 것으로 반전의식을 표현한다.
여기서 작가가 미묘하게 서구인에게 동일시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서 터키 무슬림이라는 정체
성은 찾을 수 없다.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왔던’ 유엔군은 ‘미국인’이라는 대
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사람이었다. ‘유엔군’ 속에서 비서구인 터

20) Jacques Lacan(2006),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I Function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Ecrits, pp. 75-81. translated by Bruce Fink, W.W. Nortion &Companay,
New York-London.
21) 라캉적인 주체가 분열되어 있고, 빗금 그어져 있으며, 기표연쇄 속에서의 결여와 동일시된
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라캉이론의 가장 급진적인 차원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Other), 즉 상징적 질서 자체도 근본적인
불가능성에 의해 빗금 쳐져 있으며, 불가능성과 외상적인 중핵, 그리고 중심의 결여를 중심
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는 데 있다. 타자 속에 이런 결여가 없다면 타자는
밀폐된 구조가 될 것이며, 주체에게 열려진 유일한 가능성은 타자 속에서의 완전한 소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체로 하여금 라캉이 분리(separation)라고 부른 일종의 ‘탈소외’를 성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자 속의 이러한 결여이다. 이것은 주체가 자신이 언어 장벽에 의
해 대상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주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도 타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타자 자신도
‘그것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최종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타자 자신도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슬라보예 지젝
(2002),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pp. 213~214. (서울: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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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군은 미국사람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외모에서부터 미국인과 별로 차
별화되지 않는 터키 참전군에게 전쟁 중이던 한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미국인
이라는 옷을 입고, 하얀 가면을 써야만 했던 동일시의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유엔군이라는 가면과 미국인 속에 파묻혀서 정체성이 희석화된 것 그 자체가
분열을 조장했는지도 모른다. 이때의 동일시가 주어진 정체성의 긍정이 아니
기에 겪는 분열인 것이다.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현지인에 대한 미군의 피해망상증은 작품의 결말에
서 ‘성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대 내 당직 의사에게 다녀온 미군이 결국
‘김’씨의 총에 맞아 죽는 것으로 처리된다. 미군이 가진 특권적 위치에 대한
선망과 질투가 결국은 한국인 ‘김’씨로 하여금 공격성을 갖게 되고, 종국에는
미군을 충동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결말이다. 이로써 전쟁 피해의 주체 ‘김’씨
의 괴물성이 극대화된다. 괴물이 된 타자는 지식 대상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
에 신비화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닷 베이스 외르넥이 작품에서
한국인을 ‘야만적’ 혹은 ‘괴물’로 묘사하고, 미국인을 ‘구원자’로 묘사했던 오
리엔탈리즘의 구도로 설정했던 것에는 미군과 동일시했던 터키 참전군 작가
의 분열이 숨어 있다.
제랄 도라Celal Dora) 대령의 회고록 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Kore Savaşında
Türkler)에서도 서구인에게 동화된 참전군의 시각이 드러난다. 제랄 도라 대
령은 한국의 발전에 일본의 40여 년 가까운 식민지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썼
다. 근대에 접어들어 한국은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본의 영
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일본의 선진문명 덕에 한반도의 남과
북을 종단하는 2개의 철도와 국도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류 수
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22) 한국의 전기 보급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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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일본의 선진문명 영향 때문에 전국에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없
으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극찬했다.23)
한국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것이 주변국 일본이었
듯이 당시 터키인들의 관심은 오히려 일본에 있었다. 한국보다는 일본 문화가
터키에 소개되고, 보도되었다.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의 땅을 밟은 종군기자들
은 한국의 전시상황과 더불어 일본을 취재했다. 일본은 당시 UN 참전군들의
휴양지였다. 부상병들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배치되었다. 그
들에게 휴양지에서 체험하는 일본 문화는 무척 이국적이고 매력적이었을 것
이다. 일본의 차 문화, 일본인의 심성, 일본 여성, 그녀들과의 로맨스 등이 르
포타쥐로 보도되었다.
시라토니 기획으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추진하고 있던 일본이 터키인에
게는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하는 일본과 터키인
의 지향점은 묘하게도 일치하는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근대화 개혁을 기점으로
아시아임을 거부하고 유럽이 되기를 갈망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던 터키에게
일본은 언제나 ‘선망’에 있었다. 그렇다고 일본 때문에 그들이 아시아로 관심
을 돌리게 된 것은 아니었다. 터키인들에게 일본은 이미 아시아가 아니었고,
하나의 성공사례였기에 선망한 것뿐이었다. 그들의 지향점은 여전히 유럽에
게 고정되어 있었고, 한국전쟁을 다녀온 터키인은 ‘제국인’의 면모를 한국에
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었다. 이후 아시아는 그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터키인이 가지고 있던 서구에 대한 동경은 일본을 선망하는 것에서 잘 드러
난다. 서구를 성공적으로 내면화하여 ‘아시아인의 얼굴을 한 서구인’의 표상
22) Celal Dora, s. 59-63.
23) Ibid, p. 59-63.

‧ 468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이 된 일본에 대한 동경 또한 터키인 참전군의 분열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도 있다. 쌀농사, 가축, 나무, 학구열 등에 대
해 언급하였다.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는 쌀농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국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경작지는 대부분 저수지와 관개수로 시설을 개발해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벼농사와 벼’가 한국인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사일에는 기계보다는
사람의 노동력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볏단’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서 짚신, 모
자, 줄, 우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가축에 대해서도 농사일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짐 나르는 일,
수레를 끄는 일 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묘사했다.
한국인의 나무와 숲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도 지면을 할애했다. 한국인들은
마른 볏단 더미로 불을 지피는데, 한번은 터키인 병사가 땔감을 구하기 위해
서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농부가 사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나무
를 베지 말고 볏짚을 쓰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볏단을 가져다주었
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자신들이 방문한 모든 마을에서 최
소한 한 개 정도는 학교가 있었다고 썼다. 한국인들의 학구열은 매우 높은
편이며, 젊은층의 문맹률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은 나라
라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본 적이 없
을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했다.
한국인의 복장에 대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소시민 등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종류의 의복을 입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묘사했다. 남녀노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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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두 하얀색 옷을 입는다고 했다. 공무원들만 자켓과 바지를 입으며, 나
머지 민중들은 여자든 남자든 모두 통이 넓은 몸빼바지와 하얀 면으로 만든
자켓을 입는다고 했다. 시골 농부들도 하얀색 옷을 입고 밭에서 일을 하는 모
습이 마치 봄날에 흩날리는 파파티야 꽃처럼 보인다고 묘사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등에 업고 다니며, 물건은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했다.
남성들은 지게를 지고 다니는데 짐은 중간은 볏단으로 만든 새끼줄로 동여매
고 다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했다.24) 이처럼 한국인의 소박한 삶은 한국인
본연의 것이며 전통적인 것이고, 문명화되고 편리한 것은 모두 일본의 일방적
인 희생과 도움 때문인 것으로 묘사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명/자연, 선진/야
만, 근대/전통 등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 일본/한국 또한 선진문명/미개함으
로 배치한 터키 참전군의 시각은 같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서구
화된 아시아이며, 아시아에서 벗어난 아시아라는 점에서 선망한 분열을 보여
주고 있다.

Ⅴ. 한류를 통한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의 변화
한국전쟁은 어쩌면 터키인들이 아시아를 떠나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밟은 아시아 땅이었다. 그러나 전쟁 폐허가 된 한국이 터키인에게는 그
다지 매력적일 것은 없었다. 원조와 동정, 전쟁으로 피범벅이 된 영토, 가난하
고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 터키인의 눈에 당시 한국의 이미지는 이런

24) Ibid, s. 59-63.

‧ 470

한국전쟁문학에 나타난 터키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것들이었다.
터키는 영토의 고작 3%, 이스탄불의 끝자락이 유럽 땅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시아임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분류되기를 갈망해왔다. 1959
년부터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희망해왔지만 1963년에야 준회원이 될 수 있
었다. 그 이후에도 줄곧 아시안게임에는 출전조차 하지 않으며, 올림픽도 월
드컵도 유럽으로 출전하고 있다. 외무 코드도 유럽으로 분류된다. 결국 터키
의 첫 여성총리 탄수 칠레르가 관세 동맹을 이루어낸 후 2004년부터는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25)
그러나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험난하고 고된 재정비의 작업
이 필요했다. 그들은 유럽수준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경제개혁을 요구했
다. 더구나 20세기 터키가 저지른 대규모의 종족학살 범죄는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쿠르드 족 학살과 박해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학살을 감행한 중심세력은 유럽을 지향했던 근대주의자
이며, 세속주의자 군부 엘리트였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나 인종 차별주의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으
며, 유대인을 학살한 저력이 있는 유럽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터키인들의 심사
를 무척 불편하게 했다. 더구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유럽인들의 이슬람
포비아와 터키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은 지난 10년간 유럽연합 가입 노력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터키인은 이를 몸으로 체험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터키인들에게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고도
로 발전한, 타락하고, 악마화된 서구보다는 이슬람으로 회귀하기를 희망하는

25) 쉴레이만 세이디(2002), 터키민족 2천년사, p. 256, 곽영완 역, 서울: 애플미디어.

4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 터키‧동유럽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터키에 한류가 불기 시작했다. 터키
인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소개되는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불쌍하고, 자신들이 돌보아주어야 하는 어리고 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짧은 시간에 이룩한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
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스피드한
삶, 부유하고 풍요로운 문화, 자유롭고 로맨틱한 남녀 관계, 그러나 여전히 전
통을 부수고 나가지 않은 가족 관계 등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
았던 것은, 스크린을 통해 확인한 한국인의 삶이었다. 다름 아닌 경제적으로
는 첨단의 자본주의 문화를 만끽하면서도 자신의 전통 문화나 제도를 고수하
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인의 정서나 한국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예를 들면 고부 관계, 결혼 제도, 가족 관계 등등이 너무도 터키인
들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에 놀라워했고, 열광했다.
터키인들은 조금씩 그들이 유럽을 지향하지 않아도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한류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유럽이 유로존 위기를 겪으면서 세력을 읽기 시
작했다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유럽인이 터키인에게 보였던 태도에 대한 실망
감도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때
마침 그 시기 한류를 통해 소개된 아시아 문화가 그들 가슴 속 깊게 잠들어
있던 무의식을 자극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지적했던 식민지 지식인 남성
들의 분열이 아시아인이 유럽인의 옷을 입고 가면 속에서 분열하는 터키인에
게서 느껴졌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그런데 터키인들은 이제 조금씩 유럽에 속
하지 않아도 아시아인으로서, 터키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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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기 시작했다.
터키인들이 조금씩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자
신감을 갖기 시작한 배경에는 형과 아우로 만났던 ‘형제국’ 한국이 수출한 문
화상품, 한류가 일조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국제 사
회,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의 한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감을 가져야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수준 높은 한국의 정신문화를 수
출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한류는 21세기 문명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
식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통해, 한류를 통해 터키인들이 수준 높은 정신문화를 접하고 아시아
라는 정체성에 자긍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때 비로소 터키인들은 서구 문화를 태동시킨 근원이 된 그 땅에 아시아
민족 이 자리 잡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터키인들은 이
제 21세기를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 지
구인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사
명을 깨닫기 위해 터키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국 또한 형제의 나라 터키인이 자신을 알아가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구인의
공존과 문명의 화해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중앙아시아를 기착점으로
각각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두 문화민족의 만남이 주는 의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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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한국전쟁 당시 참전군의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터키인들에게 가장 인
상적인 전쟁체험과 한국의 이미지는 젠더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우
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만든다. 전쟁 가해자인 남성과 소
수자이며 피해자인 여성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국가에게 여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자
신의 이익을 위해 자국 여성을 유엔군에게 ‘몸을 팔도록’ 성매매 현장으로 몰
아가는 한국인 남성 포주와 유엔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민 여성을 접대
부로 활용하는 한국인 남성의 행각을 무슬림 남성들은 매우 낯설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여성에게 국가란 없는 것인가’라
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성문화를 반추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한 터키인들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한국인의
성에 대한 비뚤어지고, 이중적인 기준과 여성을 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그들
은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파행적인 접대문화에 관한 그들의 지적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를 이미 제 3자의 시각에서 오래전에 제기하
였던 것이다. 그들이 의문을 품고 제기했던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
숙한 것이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미 한국인
에게는 의식의 자동화현상으로 당연지사(matter of course)가 되었던 것을 그
들의 ‘낯설게 하기(estrangement)’를 통해 냉정하게 반추해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방인들을 통한 ‘낯설게 하기’는 제랄 도라 대령이 쓴 회고록에 나타
난 시장의 접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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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자연스럽게 외국손님들을 여성을 매개로 접대하려하지만, 외국인으
로 대변되는 터키인들은 그러한 접대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색함을 연
출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접대 문화가 세계인의 시험
대 위에 올라선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한국인에게는 그러한 문화가 문명화된 이방인에게 왜 통과될 수 없었
던 가에 대한 성찰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것은 여
성을 아직도 관(官)에서 부리는 노비나 관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타성이 한
국인의 의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관행은 현대화로 착각할 정도로 더욱 화려한 포장을
한 채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다. 포장만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인간을 관기처
럼 노비화시키는 전근대적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
무슬림 터키인은 한국에 대해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
한 흔적은 보이지만 여전히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을 열등하고 야만적
인 존재로 보았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서구인의 옷을 입고, 동양적 심성을 지니
고 있던 터키인의 분열도 느껴볼 수 있다. 무조건 서구와 유럽을 열망하던 터
키인의 분열과 혼란은 한국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서구인의 태도와는 다른
지점을 보인다.
한국전쟁 발발 6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 한국은 주요한 경제대국으로 국
제무대에 등장하였고, 터키인들에게 한류와 한류 스타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한국과 한국인에 대
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선진적이며 리더 국가로서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야 할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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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문제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 반짝했던 세계화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계화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게 우
리의 의식수준을 세계적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이라는 수식어는 인권이나 문화적 의식수준
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음을 빗대는 수식어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에는
가시적인 선진 시장개척도 있겠지만 표준화된 세계기준에 걸맞는 선진화된
의식개발의 문제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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