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14-14

논문집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전략지역심층연구 14-14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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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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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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 문제1)
1990년대 이후 ‘초국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는 국제이주 연구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초국적 이주란 이주자가 정착국 사회와 모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Basch et al.
1994, p. 7). 초국적 이주자의 특징은 이주자가 정착국과 모국 양측에 걸쳐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지

* 이 글은 남아시아연구, 제20권 2호(2014년)에 게재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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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와 국제이주 양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국경을 초월해
지내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이 국제이주 연구의 주요 관심 대
상이 되고 있다. 초국적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떨
어져 지내지만 가족 공동의 복지와 가족적 일체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하며(Bryceson and Vurela 2002, p. 3), 초국적 가족관계 유지의 핵심은 ‘초
국적 돌봄(transnational care)’의 교환이라 주장한다(Baldassar 2007; Goulbourne
et al. 2010). 초국적 가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돌봄 실천에 참여하는 가족원
의 경제적 능력, 돌봄의 의무와 헌신에 관한 문화적 정의, 이주‧정착‧고용에
관한 이주국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초국적 가족의 돌봄 실천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모국 가족원과의 초국
적 가족관계 유지와 돌봄 실천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네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광주광역시 공업단지 제조업 분야에 종
사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국내 네팔인의 약 10%는 미등록자지만 절대
다수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로 입국한 합법적인
비전문 분야 이주노동자(E-9 비자 소유)이다. 비전문 분야 이주노동자는 가
족을 동반할 수 없어 본국에 부모와 자녀 등 주요 가족원을 두고 시‧공간적
으로 떨어져 지내는 네팔 ‘초국적 가족’의 일원이다.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경 너머 가족에 대한 돌봄을 실천 한다. 네팔
가족원에 대한 규칙적 송금,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통한 정서적 지지, 모국 방문 등이 주요 초국적 돌봄 실천
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송금, ICTs를 통한 ‘가상적 친밀감(virtual intimacy)’
(Wilding 2006) 유지, 직접적 고향방문이란 초국적 돌봄 실천의 맥락 속에서

∙ 10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를 이해하려 한다. 국내 네팔 이주노동
자와 본국 가족은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에서 개
인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민과 고용 정책 등이 부과하는 기회
와 구속요인 범위 안에서 일련의 돌봄을 실천한다.
국내의 초국적 가족과 초국적 돌봄 연구는 조기유학 붐으로 나타난 ‘기러
기 가족’과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고용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시작됐
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과 문화적 갈등 및 가족관계 등을 규명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결혼이주여성과 본국 가족 간의 초국적 가족 유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허오영숙(2013)은 결혼이주여성이 송금, 물품
제공, 가족초청의 형식으로 본국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김
혜선(2014)은 이들이 본국 가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대를 맺어
가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미시적‧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주노동
자의 체류 실태, 사회생활, 인권, 노동시장 등을 주제로 많은 이주노동자 관
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족 노동자를 제외하고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미시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본국 가족과의 유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한편 네팔 사회에 대한 국내 연구는 네팔 유학생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됐으며, 이들 연구는 대략 두 가지로 대별된다. 네팔의
국제이주,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임금, 송금 현황, 네팔 경제성장과 빈곤 감
소에 미치는 송금의 영향, 외국인직접투자와 네팔 경제성장 등을 경제학 또
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Samundra 2007; Sunita 2009; Marahatta
2012; Pokharel et al. 2012, 2013; 김정선 2013)가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네팔의 민주화 과정과 정치적 불안정 및 민주화로 인한 종족성과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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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흥 등 사회‧정치적 영역을 다룬 연구(Kul Bahadur 2011; 박정석 2012,
2013a, 2013b; Campbell et al. 2013)가 다른 한 가지 부류이다.
기존 연구 가운데 수니타(Sunita 2009)와 마라하타(Marahatta 2012)의 연구
가 한국 내 남녀 네팔 노동자의 노동과 본국 송금을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하
고 있지만 글로벌 이주로 등장한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관계 유지
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네팔 이주노동자의 국제 이주과정
과 송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서적 지지, 네팔 방문 등 일련의 돌봄 실천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네팔 가족원과의 가족유대를 규명하는 본 연구는 글로
벌 이주,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과 돌봄 실천 영역에 대한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중화된 한국 노동시장의 3D업종에 종사할 노동력의 절대부족으로 1990년
대 초부터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비전문 분야 노동력이 국내에 지속적
으로 유입되고 있다. 노동인력의 국내 수급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2004년에 ‘고용허가제(EPS)’가 도입된 이후 EPS는 아시아 15개국1)으로부터

1) 베트남은 2013년에 EPS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한국에 보내지 못했다. EPS 계약기간 종료
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EPS 국가 평가를 통해
베트남을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3년 8월 베트남 정부는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국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EPS로 한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한화 약 520만 원에 해당하는 고액을 귀국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계약 종료 후 자국 노동자의 한국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 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이 제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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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분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13년 6월 기준 광주광역시에는 전체 인구(114만 5,631명)의 약 2%에 해
당하는 2만 3,48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전국 평균2)에
비해 다소 낮다. 이는 타 대도시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산업기반이 상대적으
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밀
집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하남공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등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광산구이다. 2013년 10월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가운데
비전문취업비자인 E-9 소지자는 7,416명(남자 6,702명, 여자 714명)으로 광
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약 31.5%를 차지한다. 외국인 인구 가운데 네
팔 국적인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PS로 입국한 E-9 비자를 소지한 네팔 노동자의 수가 지
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30일 현재 2만 1,522명의 합법체류자(EPS로 입국한 약 2만
명 이상의 E-9 비자 소지자 포함)와 2,255명의 미등록체류자를 합해 국내에
는 2만 3,777명의 네팔인이 체류한다. E-9 비자 소지자,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의 네팔인 가운데 지난 6년(2008~13년) 동안 전
체 네팔인 대비 E-9 비자 소지자 수의 변화 추이는 2008년(58/135) 42%,
2009년(92/179) 51%, 2010년(165/240) 68%, 2011년(232/336) 69%, 2012년
(360/487) 73%, 2013년(441/578) 76%로 절대적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E-9 비자 소지자이며, 이 중 광주광역시 농장과 인
근 담양군 관내의 농공단지, 농장에서 근무하는 3명을 제외한 모든 연구 대
2)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147만 3,229명이다.

1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하남공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내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며 기숙사에 살고 있다. 광산구에는 네팔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광산구에는 7,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며 E-9 비자를 소지
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약 40.1%에 해당하는 3,041명이다.3)

그림 1.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주요 공단 위치

이 연구는 [그림 1]의 주요 공단이 위치한 광산구 월곡동과 산정동 근방에
있는 네팔 교회 ‘아누그라(Anugra)’에 출석하는 네팔인을 주요 연구대상으
로 삼았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네팔인은 이 교회를 네팔 친구와 친교

3) 2013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문화팀이 제공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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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고 네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신들의 ‘커뮤
니티 센터’로 생각한다. 연구 대상에 대한 설문지 조사, 참여관찰, 심층인터
뷰는 2014년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네팔인의 이주와
정착 및 노동 과정에 대한 초기 정보를 얻기 위해 35문항으로 설계된 설문지
를 48명의 네팔인을 대상4)으로 실시했다.
심층인터뷰는 2014년 8월 초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교회를 방문
한 네팔인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초기에 인터뷰에 응한 사
람이 ‘네트워크 마디(network node)’가 되어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나오
지 않는 네팔인도 연구자에게 소개해주었다. 심층인터뷰는 토요일 잔업이
끝난 저녁시간과 일요일에 교회, 커피숍, 또는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이루어
졌다. 교회예배 후 네팔 음식을 함께 먹고 친교를 나누면서 네팔 노동자와
친화감(rapport)을 형성했다. 특히 소수의 주요정보제보자(key informants)와
의 신뢰감이 토대가 되어 이들이 다른 네팔 동료에게 연구자의 연구 취지를
상세히 설명해줌으로써 네팔 노동자와의 인터뷰는 친밀함과 신뢰감 속에서
수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대상에 따라 힌디어,5) 영어, 한국어로 진행됐으

4) 48명의 네팔인은 조사가 수행된 일요일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모든 참여자는 설문지 작
성에 앞서 설문지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협조했다. 설문지 내용은 개인 인적사항,
한국 이주 동기, 이주과정, 네팔 내 가족관계 및 가구유형, 송금 내역과 방식, 송금 사용내역,
네팔 방문 여부, ICTs 사용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 교회
모임 외에 집단적으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아누그라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가변적이지만 통상 40~60명 내외며, E-9 비자 소유자 외에 소수의 결혼이
주여성도 교회에 출석한다.
5) 한국생활 6년째를 맞는 J씨를 제외한 대부분 연구대상은 한국어 의사표현이 어려웠기 때문
에 영어 또는 네팔어로 인터뷰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대학 졸업자조차 영어 구
사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연구자는 네팔어를 구사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다. 거의 모든 네
팔 노동자가 네팔에서 힌디 영화를 즐겨봤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힌디어를 구사하여 약
2/3 이상의 연구 대상과의 인터뷰는 필자와 힌디어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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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문에서 언급되는 연구대상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알파벳 대문자로
대신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48명의 설문지 응답자와 심층인터뷰에 응한 20명의 네
팔인이다. 설문지 참여자는 45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남성은 EPS 입국자이며 3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은 이주노동자이고 2명은 결
혼이민자다. 전체 응답자의 약 79%에 해당하는 38명은 22~26세에 걸쳐 있
는 젊은 세대다. 응답자의 52%에 해당하는 25명의 대학졸업자와 6명의 대학
중퇴자를 포함해 전체의 약 65%는 대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약 77%에 해당하는 37명은 미혼이며 11명은 기혼이다.
EPS로 입국한 네팔 노동자의 적법한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은 4년 10개월이
다. 전체 설문지 응답자의 약 85%에 해당하는 40명이 2011년 이후에 입국했
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2013년에 입국하여 설문지 응답자 중 상상수가 한국
에 1년~1년 6개월 정도 체류 중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입국 전 교사 등 정규
직에 근무했던 소수(3명)를 제외한 대부분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고교 또는
대학 졸업 후 구직을 하거나 시간제로 일했으며 소수는 농사를 지었다. 한국
입국 이전에 말레이시아(4명), 일본(1명), 사우디아라비아(1명) 등에서 이주
노동 경력이 있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한국으로의 이주가 본인 최초의
외국 이주 경험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 20명 가운데 2008년에 E-9 비자로 입국해 만기 체류 후
E-7 ‘특정활동’ 비자6)를 취득한 J(30세)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E-9 비자 소지

6)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있다. 소위 ‘뿌리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입증서
류,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에 해당하는 2급 성적표 등이구비 돼야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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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며, 1명의 여성7)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다. 20명 가운데 15명은 23~30세
이며 학력은 대체로 높은(대졸 7명, 대학중퇴 5명, 고졸 8명) 편이다. 9명의 인
터뷰 대상은 기혼인데, 혼인 여부는 결혼 후 연합가족(joint family)과 핵가족
여부, 송금 대상(부모 또는 아내), ICTs를 통한 가족원과의 정서적 지지, 모국
방문경험 등에 차이를 가져온다. 본인이 기독교와 불교 신자라고 밝힌 각각
1명씩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대상은 힌두다.8) 인터뷰 대상 가운데 I(40세)씨
와 T(30세)씨는 기혼자로서 한국 입국 이전에 말레이시아, 두바이, 카타르로
국제 노동이주를 한 바 있다. 또한 5명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한국의 다른
지방에 EPS로 입국한 친인척(친형제2, 사촌형제, 매형, 제부)을 두고 있다.
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E-9에서 E-7으로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
하다. 심층인터뷰 대상자 J씨는 본인이 EPS 도입 후 광주광역시 내에서 E-7으로 비자를 변
경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7) Q(여성, 27세)씨는 담양군에서 농사를 짓는다. 네팔 사회는 여성의 외부 출입, 특히 해외로의
이주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정치 민주화 이후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로 여성의 자유와 독립성이 제고되어 특히 해외 취업 간호사가 급증했다
(Adhikari 2013). 한국으로의 여성 이주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가사노동자로 많은 네팔 여성이
걸프지역 국가로 이주한다. 그러나 성적 착취 등 극심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네팔 여성의 걸
프지역 이주는 1998년에 국가적으로 금지되었다. 공적 영역 취업에 한해 걸프지역으로의 여
성 이주가 2003년에 부분 허용되었지만 가사노동 등 비공식 부문의 이주도 여전히 불법으로
성행한다(Thieme & Wass 2005).
8) T(30세)씨의 전 가족은 2000년대 초에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소수 종족 집단에 속
한 O(26세)씨는 불교도이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대상은 힌두로서 바훈(브라만), 체트
리, 바이샤 등의 힌두 집단과 5명의 소수종족(Gurung, Magar, Rai, Sherpa, Tamang)이다. 후자
의 소수종족 구성원 중 일부는 “힌두와 불교도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본인
을 힌두로 소개한다. T씨를 제외한 모든 인터뷰 대상은 아누그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기
독교로의 개종을 의미하지 않는데, 예수도 성인 중 한 명이라 간주하는 힌두 입장에서 교회
출석이 힌두의 정체성 유지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팔에서도
잘 하지 않던 고된 농사로 허리 통증이 심하고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
무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은 심정을 교회에 나와 네팔어로 찬양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한 인터뷰 대상의 말처럼 힌두지만 교회에 출
석하는 네팔 노동자는 네팔어로 진행되는 예배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된 심신을
‘힐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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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네팔의 국제이주 현황
국제 노동이주는 네팔 가구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가
되었다(Seddon et al. 2002; Thieme et al. 2003; Wagle 2012; Sapkota 2013).
네팔은 2012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약 690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
속한다. 주요 산업인 농업에 네팔 전체 인구의 약 85%가 종사하지만 생산량
의 감소, 상속에 따른 농지 분할, 부채로 인한 농지 몰수 등으로 농가는 더
이상 농사로 생계해결이 어려워졌다(Graner 2001). 특히 농업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비료와 종자 및 관개시설 등이 미비한 네팔의 농업 부문은 매우 취약
하다. 산업 부문 역시 정치적 불안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
인할 수 없다. 지난 2001~10년 산업 부문 GDP 증가율이 0.3%에 불과해 산
업 부문 고용창출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1).
네팔 경제는 이미 ‘농업경제’에서 ‘송금경제’로 변환되었으며, 네팔은 젊은
노동력을 해외로 송출해 생계를 잇는 주요 노동 수출국의 하나가 되었다. 매
일 약 1,500명 이상의 젊은 네팔 노동력이 해외 취업을 위해 네팔을 떠나며,
2010년 한 해 동안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난 네팔인의 수는 약 3만 명에 이른
다(Wagle 2012, p. 187).
1990년 네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후 근 10년(1996~2006년) 동안 정부군
과 마오이스트 간의 폭력투쟁으로 정치적 권력공백과 불안정, 외국인 기업
과 투자자의 기피, 이로 인한 만성적 실업 등으로 국내 경제는 더욱 악화됐
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노동자의 국내 송금은 국내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절대적 빈곤 경감9)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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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내팔 가구의 약 1/3이 해외로부터 송금 수령을 하며(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1), 공식적 통로로 유입된 네팔 전체 송금규모도 1991년 미화
약 5천만 달러에서 2011년 약 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World Bank 2011).
네팔인의 해외 취업의 ‘원조’는 19세기 인도 영국군의 구르카(Gurkhas) 연
대에 근무했던 네팔 용병이었다. 1950년대 이래 네팔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
는 인도는 국제이주를 하는 네팔인의 가장 중요한 이주 대상 국가다. 1950년
에 체결한 인도와 네팔 간 ‘평화와 친선조약(th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으로 인해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와 이주가 허용된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 국민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고용과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받는다. 지리적 근접성, 개방된 국경, 문화적 친연성, 저렴한 이주 경비, 가족
과 친족 네트워크 유지 등의 이유로 네팔인은 인도를 이주 대상국으로 선호
한다. 현재 인도 내 네팔인 수는 약 150만~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인도에 있는 대다수의 네팔인은 문지
기, 상점 종업원, 가정집 하인처럼 인도 경제위계의 하위층을 구성하는 반영
구 이주자며, 대부분의 계절이주 네팔인은 농업노동자다(Thieme & Wass
2005).
인도의 노동 임금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걸프지역
국가와 동남아 국가 등 다른 국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네팔인이 크게 늘
었다. 1996년 네팔과 걸프지역 국가 간 노동이주협약을 체결한 후 걸프지역

9) 2010년 ‘네팔생활수준조사’에 따르면 2003년 21.5%의 가구 빈곤수준은 2010년 13%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국제 노동이주자의 송금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이주가 가족별거, 자녀교육
공백, 소비풍조 만연, 네팔의 대외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지만, 이주자의 송금은 네
팔 개별 가구의 절대적 빈곤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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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이주하는 네팔인의 수가 대거 늘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Malaysia)
등 동남아 국가로 국제이주를 희망하는 네팔인도 점차 늘었다. 2001년 네팔
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국제이주자 가운데 약 77%의 인도행 이주자를 제외
하고 15%에 해당하는 약 11만 1천 명이 걸프지역 국가(카타르, 사우디아라
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로 이주했으며, 홍콩과 말레이시아행 이주자
는 각각 2%와 1%를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에 약 1만여 명 이상의 미등록
네팔인이 비숙련노동자로 일본에 체류했으며, 소수의 도시 출신 전문직종의
네팔인은 북미와 유럽으로 국제이주를 했다(Seddon et al. 2002).
EPS로 한국에 네팔인이 입국하기 시작한 2008년 네팔 노동고용진흥국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Promotion)의 국가별 국제이주 비율
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인의 해외 이주 대상국 비율은 말레이시아 36%,
카타르 29%, 사우디아라비아 19%, 아랍에미리트 12%의 순이었다. 그 밖에
한국 6,378명, 홍콩 4,210명, 유럽국가 456명, 북미국가로 353명의 네팔인이
국제이주를 했는데, 기타 대상국 가운데 한국행 이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 국가로의 이주비용은 미화 약 1,000달러정도로 한국
행 비용과 비슷하며,10) 이들 국가의 노동임금 수준은 월 30만~40만 원 수준
으로11) 한국의 임금에 비해 매우 낮고 적지 않은 수가 송출업자에게 이민사
기의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상황에도 많은 네팔인이 이들 국가를 선택하는 것
10) 2011년 한 해 걸프지역 국가에는 약 1,200만 명 이상의 해외 노동력이 있었다. 카타르로의
평균 이민 비용은 미화 1,031달러인데(Gardner et al. 2013) 통상 걸프지역으로의 이주비용
은 한국으로의 이주비용과 거의 비슷하다.
11) 카타르에 근무하는 외국 노동력의 평균 기본 월급은 2012년 현재 미화 약 291달러이며 잔
업수당은 평균 90달러였다. 평균 생활비지출액 114달러를 제외한 월 평균 송금액은 약 209
달러였다. 카타르 내에서 네팔 노동자의 평균 기본 월급은 약 235달러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Gardner et al. 2013, p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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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편한 출국수속과 짧은 출국 대기 기간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긴 대기 기간을 버틸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EPS-TOPIK(한국
어능력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학능력이 있는 네팔인은 한국행을 선택하는
데, 한국은 EPS 도입 후 네팔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이주 목적 국가로 급부
상하고 있다. EPS를 통한 한국행이 네팔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한 국제이주이므로 안전하고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 국가에 비해
기본급이 월 11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2) 최근 2013년 EPS
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네팔인은 5,234명이며 2014년에도 5,700명의 네팔인
이 EPS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 약
70% 이상은 한국의 높은 고용가능성과 임금수준이란 매력 때문에 한국을
이주 대상국으로 선택했다.
국제 노동이주에는 이주비용이 든다. 한국 이주에는 미화 약 1,000달러정
도가 지출되는데, 네팔의 열악한 가정 경제 때문에 이주자는 일반적으로 부
채로 이주생활을 시작한다. 설문지 응답자의 52%는 부모가 이주비용을 제
공했으며, 약 38%는 자신이 마련했다. 부모가 마련해준 경우 부모의 현금이
아닌 가족과 친인척 또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차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13)

12) 해당 국가의 이민비용, 체재비용, 체류가능기간, 도착 후 실업가능성 등은 이주 국가를 선택
하는 데 중요 사항이지만 작업조건이나 기후 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Thieme & Wass
2005). EPS로 한국에 입국하는 네팔인은 이주비용 사기피해의 위험이 없고 체류가능기간
등 중요 고려사항이 입국 전 기본 계약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적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입국할 수 있다.
13) 네팔인의 이주가 부채로 시작되는 것은 비단 한국 이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국제 이주
자의 약 2/3는 부채로 이주비용을 감당하는데, 친구와 친인척의 부채 이자율은 무이자 또는
2~5%로 낮지만 전문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율은 약 10%로 매우 높다(Thieme & Wass 2005).
카타르 이주자의 약 45%는 대출로, 30%는 가족원의 자금으로 이주비용을 감당했다(Gardner,
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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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족은 일정 기간 동안 이주자의 송금으로 부채를 갚는다. 심층인터뷰
대상의 대부분은 한국 이주 후 2~4개월치의 급여를 빚 청산에 지출했다.
2014년 3월에 입국한 S(23세)씨는 한국어 학습 비용을14) 포함해 약 200만
원의 이주비용을 이웃으로부터 5%의 이자로 빌렸는데, 한국에서의 초기 2
개월 급여의 거의 모두를 부채를 갚는 데 지출했다. 한국과는 달리 임금 수
준이 매우 낮은 말레이시아와 걸프지역 국가로 떠난 이주자의 경우 빚을 청
산하는 데에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주경비 마련에서 드러나듯 국제이주
는 이주자 단독 기획이 아닌 ‘가족원 전체의 기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설
문지 응답자 가운데 이주를 단독으로 결정한 소수의 대학 중퇴 미혼자를 제
외하고, 대부분은 한국행 이주의 결심에 부모가 관여했고, 기혼자의 이주에
는 배우자의 의중도 반영됐다. 이들은 가족의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아들 또
는 남편으로서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제이주 노동을 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며, 특히 기혼자는 자녀를 위해15) 이주를 결심하기도 했다.

Ⅲ.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EPS)와 네팔인 이주
한국정부는 2007년 7월 23일 네팔 정부와 장관급 수준의 대화를 통해 네

14) 네팔 내 한국어교육 학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 과정의 수강료로 미화 약 160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원들이 합격 보장조건으로 약 550달러 이상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특
히 시험시행일정이 닥쳐오면 이러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린다(7월 EPS센터장 동향보고).
15) 기혼자의 대부분은 송금으로 교육의 질이 좋은 ‘사립학교’에서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아
수익이 높은 전문직에 종사하여 더 이상 자신처럼 타국에서 노동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
며 이주를 결심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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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한 네팔인 가운데 매년 약 5천
명 규모의 노동력을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수용할 것을 협약했으며, 실제
적인 네팔 노동력의 입국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EPS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한국 입국에는 EPS-TOPIK
대비 한국어 사설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건강검진료, 여권 및 비자 신청
비, 항공료, 보험 등 제반 비용을 합해 미화 약 1,000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
한국정부는 매년 EPS로 입국하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EPS를 통한 입국
대기 기간, 선발과정의 선명도,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한국 내 불법체류자
비율 등을 중심으로 국가평가를 하여 EPS 관리 우수 국가를 선정한다. 네팔
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EPS를 가장 우수하게 관리하는 국
가로 선정되었다. 우수 관리 국가의 선정은 신속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실용
성 외에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노력
이 반영된 것이다.16)
국내에서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
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에 도입되었
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송출국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정부기관의 알선으로 입국 전 자신이 근무할 사업장이 결정된
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선발된 외국인 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
서에 계약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되 3년 내에 갱신할 수 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 구직자

16) 계약 종료된 E-9 비전문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자신의 고용보험
료(퇴직금)를 수령할 수 있게 2014년에 규정을 변경한 것도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
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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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단체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사
업주의 부담으로 받고서 사업주에게 인계되어 근로를 개시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개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
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이 3회까지 인정되며, 3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3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지만 출국 전 사
업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IOM이민정책연구원 2010,
p. xviii; 하갑래 2011, pp. 335-244).
비전문취업비자 E-9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
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은 취업에서부터 퇴직 시까지 지속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후와 음식문화가 다른 열악한 작
업환경에서 잔업을 하는 등 장시간의 노동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노동현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작업장에서 야기된 직업병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병원의 의료체계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평일 근무 중에 병
원방문이 거의 불가능하며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검사나 수술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큰 액수의 지출로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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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운, 고준기 2010).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수지 절단 등 심각한 상해발생 시에는 당연히 인근
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지만 장기간 동일 직종에 종사함에 따
라 나타나는 질병, 예컨대 각종 디스크 치료는 사업주가 책임을 떠맡지 않으
려 한다. 이 경우 개인이 치료를 위해 잠정적 휴직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2011년 3월에 입국한 H(27세)씨는 3년여의 공장 근무로 목
디스크가 발병했지만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아 1개월 휴직하고 자비로 물리
치료를 받아야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의 유경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심한 노동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 등의 근육통증, 감기와 피부질환
등 기초질환, 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 환자들이다. 한편 일부 외국인 노
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방문을 고집하는 것은 평일에 병원을 방문
할 시간이 없어서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2012년에
입국한 F(41세)씨는 고혈압으로 자가 진단하여 무료로 진료와 약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할 진료비의 절반
과 약 구입비를 절약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운
영하는 센터에는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전문의가 순번제로 상시 진료하
며 비뇨기과와 이빈후과 전문의는 격주로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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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광주광역시의 네팔인 공동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노동자의 식사와 주거에 관한 기본 사항은 사
업주가 지원하기 때문에 입국 초기에 사업장과 한국생활에 관한 적응에 한
국 사업주의 지원이 지대한 편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오래
될수록 사업주와 한국인 동료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한국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지원도 증대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늘어나면서 일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관한 정보와 자신의 경제적 능력신장에 따라 한국인이
아닌 네팔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지원망이 점차 요구된다. 특히 인권침해
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피해 더 나은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을 찾아 이직을 희
망하는 네팔 노동자에게는 네팔인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망이 절실하다. E-9
비자 소유자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이직 희망자는 비록 사업주로부터 이
직 허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까지 경제적으로나 심리
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회사에서 지
원하던 주거와 고정 수입이 사라지게 되어 잠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박
형기 외 2014).
광주광역시 네팔 노동자들은 이직 등으로 갈 곳 없는 네팔인 발생에 대비
해 ‘네팔인 쉼터(Nepali Shelter)’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외
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쉼터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
는 네팔 친구들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의 공식 명칭
은 ‘한국 네팔인공동체 광주지부(Nepal Community Committee Gwangju, South
Korea)’지만 단순히 ‘네팔인 쉼터’로 불린다. 약 2년 전에 개소한 쉼터는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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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2014년 현재 회원이 약 2백여 명으로 늘었으며 회원
은 월 5천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광산구 홈플러스 하남점 인근의 단
독주택 2층 독채(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의 월세 45만 원과 기초 운영비로
사용된다.
쉼터는 이직을 위해 사업장을 떠나 광주‧전남지역으로 온 타 지역의 네팔
노동자에게도 잠정체류를 위한 공간이 되며, 주말에는 네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이 된다. 쉼터는 네팔 노동자의 친교의 장이다. 네팔 노동자들은 답답한
회사 기숙사를 벗어나 토요일 저녁시간부터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쉼
터에서 편안히 자국 노동자와 시간을 보낸다. 쉼터는 휴식공간이면서 광주
와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는 곳이다. 쉼터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새로운 이직을 위한 사업장 정보뿐만 아니라 모국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보나 사업장에서 경험한 사업주와의 갈등해결 등에 관한 조언도 이
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네팔 이주자 연결망을
통해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인 응급상황과 구직에 필요한 절실한 정보와 도
움을 받는다. 쉼터는 가끔 주한 네팔대사관과 광주 네팔 인구를 연결해주는
업무협조 네트워크의 역할도 한다.17)
네팔인 쉼터 외에 네팔인이 모일 수 있는 1~2곳의 공간이 광산구 관내에
있으며, 이들은 주로 기독교 단체와 연관된다. 상가 2층의 약 40평 남짓한

17) 2014년 6월 주한 네팔대사관이 손 글씨로 작성된 네팔 여권을 소지한 광주 지역 네팔인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교체 작업을 수행할 때 전자여권변경신청서 양식의 배급과 작성 공간으
로 쉼터가 활용되었고 쉼터 회장은 광주지역 네팔인을 대상으로 하여 페이스북에 양식 접
수와 변경 실시에 관한 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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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아누그라 교회’는 네팔인이 모이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네팔 출신
목사 부부와 소수의 한국인이 운영한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
분 동안의 예배는 주로 네팔어로 진행되며, 예배 후 네팔 음식을 함께 먹으
면서 오후 3시까지 친교 시간이 진행된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아닌
네팔 노동자는 예배 참여로 종교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요일
마다 교회에서 네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원하는 경우 한국어
와 피아노도 배우고 직장 내 어려움에 직면하면 한국어에 능통한 네팔인 목
사 사모와 한국인 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 네팔 근로자는 대체로 삼삼오오
함께 교회에 참석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인근 사
업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네팔 이주노동자는 한국 입국 후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특히 동일 사업장
동료는 길게는 3~4년을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동료의 웬만한 가족
사를 공유하게 된다. 이들은 국경 너머 가족 구성원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유지에 관한 정보도 공유한다. 공단의 사업장들은 상호 오밀조밀 위
치하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인근 사업장에 네팔인 근로자가 근무한다. 인
근 사업장에 근무하는 네팔인은 면대면 관계에서 시작하여 사적인 정보까지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동향 출신이나 동일한 시기에
같은 항공기로 입국한 사람들 간에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들 간
에 신뢰가 쌓이면 금전도 거래된다. 급전을 빌려주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금
전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네팔 방문 시 필요한 경비(항공료, 선물구입비, 체류기간의 지출경
비 등)가 부족한 이주노동자는 어렵지 않게 친구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며, 네
팔을 방문하는 친구에게 고향 가족에게 현금이나 선물 전달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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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네팔 노동자의 초국적 가족관계
전지구화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이주자와 모국 가족 간의 네트워
크 유지는 과거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되어 ‘초국적 가족’의 삶이란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국제이주는 모국에서 이주국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생에 걸친 사회‧문화적, 경제적
인 쌍방적 흐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초국적 가족 간의 관계는 여러 지
역에 거주하는 가족원이 형성해놓은 ‘초국적 사회적 장’에 위치하게 된다.
초국적 가족에 대한 일부 연구(Baldock 2000; Wilding 2006; Baldsassar et al.
2007)는 초국적 가족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돌봄이 교환되며, 물리적
거리라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동원됨을 강조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편지, 전화,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경제적 지원,
고향 방문 등의 형식으로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상호접촉을 하게 하는 계기
로 작용한다. 이런 상호접촉의 강도는 질병, 재정적 압박과 같은 위기뿐 아
니라 통과의례처럼 인생의 특정한 상황에서 강화된다.
‘적합한’ 초국적 돌봄 의무가 무엇인가는 문화적으로 규정된다. 국가의 복
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세대 간 독립적 성격이 매우 강한 서양사회와는
달리 부모와 자녀 간의 돌봄이 세대 간에 의존적 성격이 강한 사회도 있다.
네팔인은 일반적인 동양인처럼 부모가 연로해지면 성인 자녀가 다양한 형식
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을 자녀의 의무로 생각한다. 연합가족일 때는 물론이
고 핵가족으로 분가했을 때도 결혼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돌봄 의무는 여전
하다. 분가 후에도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농사일에 노동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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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집을 자주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등
정서적인 보살핌도 부모에 대한 효도로 간주된다. 연로한 부모를 적절히 돌
보지 않는 네팔인은 공동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네팔의 연합가족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핵가족으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연합가족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구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합
가족 내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 내 주요 사항의 결정권자다. 힌두 문화권
에서 연합가족은 부계혈통과 부거제(夫居制)를 강조하는 가족형태로서, 혼
인한 아들 부부와 그들 자녀는 같은 울타리에서 거주하면서 공동취사, 공동
생산과 소비, 공동 재산관리, 공동 의례생활을 한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 가운데 기혼자 대부분은 외아들인 사례를 제외하고 결혼 후 한동안 연
합가족에 속했다가 핵가족으로 분가했다. 연합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들들이
국내외로 이주함에 따라 부모가 며느리와 손자들과 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합가족 내 가사와 육아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노동영역
인데, 특히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돌봄은 시집온 며느리의 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취사를 담당하고 며느리들은
집 안팎 청소, 밭농사, 가축 돌보는 일을 한다.

1. 송금(Remittance)
기존 연구들(Cuong et al. 2000; Knodel et al. 2000; Wong 2006; Carling 2008;
Thai 2012)은 초국적 이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송금이 가족관계를 긴밀하
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자의 가족에 대한 송금
은 이주자와 떠나온 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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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 John 2005).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정착지 수입의 일부를 본국
의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한 ‘돈의 흐름(money flow)’만을 뜻하지 않는다. 송
금이 이주자가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초
국적 돌봄 행위의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네팔처럼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노인‧교육‧의료복지 관련 인프라18)는 일반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개
별 가구는 만성적 빈곤으로 고통받는다.19)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가족원
의 의식주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녀 교육의 질과 노부모의 의료복지 수준을
제고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송금행위 자체가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요한 초국적 돌봄 행위로 간주된다. 2008년에 EPS로
한국에 입국한 J(30세)씨는 자신의 송금으로 2013년에 가족 전체를 포카라
(Pokhara)로 옮겼으며, 8세의 딸은 그곳의 사립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J씨처럼 모든 기혼자의 자녀는 공립학교보다 수업료가
훨씬 비싼 사립학교를 다닌다. 사립학교의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되며 교사
는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8) 네팔처럼 국가의 노인 돌봄 프로그램과 요양원 등 돌봄 시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은 거의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 연금은 군인, 경찰, 교사, 행정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사
람에게만 지급된다. 1995년부터는 모든 75세 이상의 인구에게 100루피(1999년부터 150루
피)가 지급되지만 노인복지 유지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Chalise & Brightman
2006). 특히 농촌 노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대규모 젊은 인구의
국내외 이주로 인해 노인들의 원거리 3차 진료기관 접근성은 크게 떨어졌다(Bhattarai 2013).
19) 심층인터뷰 대상의 대부분은 부모와 부인 등 친밀한 가족원과의 장기간 이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국에서 직면한 경제적 위기 때문에 국제이주 노동을 작심했다. 또한 국제이주
노동이 유일한 출구라 생각하고 있는 가족들의 아들과 남편에게 가하는 무언의 압박 때문
에 이주를 결심했다고 밝히는 이주노동자도 있다. 기혼 남성 이주자 부인이 남편을 해외로
보내기로 작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 직후 국제이주한 일부 이주자의 부인과의
실제적인 결혼생활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 남편의 국제이주 노동으로 부인과 자녀의 객
관적 복지(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복지)는 크게 개선됐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이들의 주관적 복지는 오히려 낮아졌다(Gartaul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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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돈은 돌봄의 매개 역할을 한다. 동양사회 가족 구조 내에서 돈의 흐
름은 부모에서 자녀에게, 역으로 자녀에서 부모로도 흐를 수 있다. 네팔 사
회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자녀 되는 일’의 중요
한 부분이며 이는 효도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념은 가족 형태(연합가족 또는
핵가족)와 자녀가 있는 장소(네팔 국내 또는 해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
용된다. 네팔을 비롯한 대부분 동양사회의 주요 통과의례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은 가족의 소속감과 친밀함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표시로 간주된다.
네팔의 많은 가구들의 생계는 국제이주 가족원의 송금에 의존하며, 이주
자의 송금은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주요 기반의 하나로 간주된
다. 이미 2010년에는 이주자의 송금이 네팔 GDP의 약 23%를 차지했다
(Acharta & Roberto 2013). 특히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에서 헤매는 네팔 농
가에 해외 이주 가족원의 송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지난 10
여 년간 해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은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해 개별 가구 빈곤율 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2008년 이후 EPS로 한국에 입국한 네팔인의 규모는 인도, 걸프지역 국가,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노동력보다 크게 작지만, 이주자 수 대비 실제 송금액
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네팔 노동자 대부분은 은행을 통
한 공식적 채널 송금이 아닌 ‘훈디(Hundi)’20)와 같은 ‘비공식 송금체계
(IMTS: Informal Money Transfer System)’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송금

20) ‘훈디’는 ‘모으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이며 아랍어로는 ‘하왈라(hawala)’로 불린다. 송금하는
노동자는 체류지 국가의 IMTS 업자에게 현지 화폐로 송금하고 본국의 IMTS 업자는 현지
화폐로 송금자의 가족원에게 송금한다(Pokharel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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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21) 이주노동자가 훈디를 이용하는 것은 정착국과
모국 양국의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훈디 수수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2) 국내 네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연구(Pokharel et al.
2012)의 조사 대상 60%는 훈디를 이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
자와 심층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훈디를 주요
송금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
설문지 응답자의 월 평균 송금 액수는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약 12.5%에 해당하는 6명의 응답자는 매월 150만
원 이상을 송금하지만 약 반수에 가까운 49%는 100만~120만 원을 송금하며
대부분의 심층인터뷰 대상도 이 범위 내에서 송금한다.24) 네팔 노동자의 가
족 구성원 내 송금 대상은 결혼 유무, 가구 유형과 연관된다. 미혼자 대부분
의 송금 수령자는 부모다. 미혼자 대부분은 부모에게 전액을 송금하지만 일
부는 형제자매 계좌, 본인과 가족의 ‘공동예금계좌(joint account)’, 본인 계좌
에 송금한다. 부모에게 송금하는 것은 일종의 효도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타
21) 현재 한국에 EPS로 입국해 사업장에 배정된 네팔 노동자의 수가 약 2만 명이고 이들이 매
월 평균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할 때 매월 대략 200억 원의 현금이 공식적 또는 비공
식적 채널을 통해 네팔 가족에게 송금된다고 추정된다.
22) 인터뷰 대상자들이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할 때 양국 은행의 수수료는 약 7만 원에 해당된
다. 네팔의 교사 월급이 한화로 15만~2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매월 7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본 연구 대상은 낮은 수수료 지출과 빠른 속도의 송금처리 때
문에 IMTS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은 기존 연구(Pokharel et al. 2012)에서도
발견된다.
23) 설문지 응답자 전체의 65%가 훈디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20명의 심층인터뷰 대상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훈디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문지 응
답자보다 더 높은 비율의 네팔 노동자가 훈디를 통해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4) 제조업과 농업 부문 종사자의 기본급이 110만 원이고 20만~50만 원 범위의 잔업수당을 받
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팔 이주노동자는 현지 생활비를 제외하고 100만~120만 원을 송금하
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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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허투루’ 사용하는 부모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기초한다.
설문지와 심층인터뷰 대상 가운데 기혼자의 대부분은 부인의 계좌로 송금
한다. 그러나 갓 결혼한 부부나 시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는 부모의 계좌로
송금한다. 연합가족 형태의 며느리는 자유롭게 송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
나 연합가족 내 다른 가족원이 남편 부재에서 발생하는 자녀교육과 가사 부
담을 분담해준다. 한편 핵가족으로 분가한 부인이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
정경제를 관리하는 역량은 강화되지만 자녀교육, 자녀와 시부모 돌봄, 가사
등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Thieme & Wass
2005; Gartaula et al. 2012). 송금액의 지출 결정권은 송금 수령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송금 수령자가 부인일지라도 자녀교육비와 일상적 지출
을 제외하고 ‘큰돈’ 지출에는 반드시 송금자인 남편 또는 시부모와의 상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송금 수령자가 부인일 경우 ‘가계
출납 관리자(manager of the purse)’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강화되기 마련이다
(Vogel & Kim 2012, p. 70).
송금지출 용도는 주로 가옥 수리 및 신축, 주택지 또는 토지 구입 등 자산
구입 및 유지 비용, 일상적인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의료 및 의례 비용(여자
형제 결혼비용 등), 미래 사업개시를 위한 저축 등이다. 2011년에 입국한
M(29세)씨의 지난 4년 동안의 송금액은 여동생 결혼비용지출(약 600만 원),
주택지 평토화 작업(약 500만 원), 철물점 가게 구입(약 2천만 원)에 지출되
고 현재 본인 계좌에 약 1,300만 원이 남아 있다.25) 송금의 지출 규모는 개별
25) 2012년에 입국한 I(40세)씨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 온 지 2년 2개월이 됐는데, 지금
까지 한화 약 2천 5백만 원을 송금했다. 아버지 병원비 1백 50만 원과 자녀 학비와 일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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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일상경비 지출 외에 자녀교육의
질을 향상(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진학시키는 일)시키며,26) 가족의 의료
시설 방문빈도(자녀와 노부모의 병원 방문빈도)를 높이는 등 가족원에 대한
돌봄 실천에 지출된다. 국외 자녀의 송금은 특별히 노부모의 의료복지 향상
에 기여한다. 최근 해외 자녀의 송금으로 사설병원 의료서비스 수혜를 받는
노부모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Bhattarai 2013, p. 245). 일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닿는 한 정부병원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사설병원에서 치
료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의 경우 전체 환자의 63%가 사설병원
에서 진료를 받았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1).

2. 정보통신기술(ICTs)과 정서적 지지 교환
통신수단의 혁신적 발달은 물리적 거리를 압축함으로써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을 가져왔으며(Cairncross 1997), 이는 초국적 가족관계 유
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유무선 통신 수단은 초국적 이주자와 모국의 가족을
연결해주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 역할을 한다(Vertovec 2004). 정보통
신기술(ICTs)은 국경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또는 ‘친족 업무(kinwork)’
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돌봐야 할 자녀를 본국에 남겨두고 서구 선진국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제3세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는 ICTs를 통해 텍스트, 사진,
활비로 약 1천만 원, 2~3개월에 1회씩 부모님께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하고 현재 본인
통장에 약 1천 5백만 원의 잔고가 있다.
26) 송금이 자녀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존 연구(Vogel & Kim
2012)를 살펴보면 송금이 자녀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큰 혜
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든 심층인
터뷰 대상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

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통화, 화상통화로 초국적 ‘모성’을 표현하고, 일상적인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초국적 ‘어머니 노릇’을 한다(Hondagneu-Sotelo & Avila 1997; Parrenas 2001,
2005; Schmalzbauer 2004; Dreby 2006). 멀리 떨어져 있는 이주자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적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바를 ‘부재적 존재(absent
presence)’라 지칭한 페티에라(Pertierra 2005)는 ICTs의 혁명적 발달은 이주
자의 ‘여기와 저기의 동시존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해외 체류 어
머니는 ICTs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아이의 학교 숙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여한다.27)
정보통신과 그 시장 현황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네팔의 ICTs 환경은 세
계 평균에 크게 밑돈다. 그러나 네팔의 ICTs 환경은 정부 의지와 외부 원조
로 지속성장하여 2008년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 14.53%에서
2011년 53.39%(가입자 1천 4백만 명)로 급증하는 등 이동통신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비율은 1.73%에 그쳤지
만 2011년에는 16.67%(가입자 약 400만 명)로 급성장했다. 이동통신과 인터
넷 가입자 수의 증가세와는 달리 유선전화의 회선 수는 2008년 2.79%에서
2011년 3.19%로 소량 증가했으며 이는 유선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팔 전
체 통신시장에서 극히 미미함을 말한다(홍승연 2012).
설문지 조사 및 심층인터뷰 대상 가운데 상점을 운영하는 소수를 제외하
면 유선전화 소유자는 거의 없다. 반면 조사 대상 가족원의 과반수 이상은
셀 폰(cell phone)을 이용한다. 열악한 전력 상황을 감안할 때 와이파이를 통

27) 연구 대상인 네팔 남성이주노동자 가운데 본국의 자녀 교육과 양육 및 부모 돌봄에 대해 자
신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네팔
사회에서 자녀와 부모의 돌봄은 일상적으로 여성의 재생산노동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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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선 ICTs 이용의 일반화는 해외 체류 가족원과 네팔 가족원 간의 초국
적 커뮤니케이션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네팔인이 ICTs
를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이주노동자를 두고 있는 가구의
ICTs 접근성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
국에 이주 가족원을 두고 있는 네팔 가정의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상대적으
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내 네팔 이주자가 고향방문이나 국제택
배를 통해 본국 가족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보급하기 때문이며, 스마트폰은
젊은 층의 네팔인에게 최고의 선물로 간주된다. 모국을 방문한 7명의 인터
뷰 대상 모두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15대의 중고 스마트폰을 가져간 바 있
다.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대략 10만~30만 원 정도의 중고 스마트폰
은28) 네팔에서 가장 각광받는 선물이다. 스마트폰을 받은 부인과 형제자매
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연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이버(viber)29) 문자와 톡,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이주노동자와의 ‘가
상적 친밀성(virtual intimacy)’을 강화한다.
네팔 이주노동자가 ICTs를 이용해 네팔 가족과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일
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국제전화카드를 사용하면 싼
값으로 네팔과 한국 간 국제통화가 가능하며, 요즘은 국제전화 통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화카드는 네팔 노동자와 가족 간의 통화에 가장 많이 사

28) 광주‧전남 지역의 이주노동자가 일요일에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은 광주광역시 전자종합상
가인 ‘금호월드’ 2층 중고 스마트폰 상점들이다. 일요일에는 네팔 노동자를 포함한 각국의
이주노동자가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며 상가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로 중고 스마트폰 판매를 위한 광고문구가 가득하다.
29) 한국인이 ‘카카오 톡(kakao talk)’을 주로 이용해 문자와 대화를 나누듯 인도와 네팔에서 가
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는 ‘바이버(vib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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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30) 특히 기혼 이주자 부부에게 화상대화가 가능한 스카이프(Skype)
는 크게 선호되는데 떨어져 있는 가족원의 모습과 목소리를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네팔에 컴퓨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구릉지에 거주하기 때문
에 인터넷 라인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부인은 시내 사이버 카페에서 유료로
스카이프를 한다. I(40세)씨는 매주 부인과 스카이프 하는 시간을 정했다. 부
인은 포카라 시내의 사이버 카페에 내려와 I씨와 약 2시간 동안 스카이프로
화상대화를 한다.31)
한국에 도착할 당시 비상금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네팔 이주
노동자는 일 시작 후 1-2개월 지난 다음 월급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스
마트폰은 시‧공간 제약을 넘어 가족과 문자, 대화, 사진 교환이 가능하게 하
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수품이다. 모든 네팔 이주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와이
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주거나 공동 거주하는
동료들이 비용을 분담한다. 이주노동자의 스마트폰 사진 갤러리에는 그리움
을 달래기 위한 가족사진이 가득 있다. 이들은 일과가 끝나는 밤 시간에 가
족과 통화한다. 네팔과의 3시간 시차를 고려해 한국 시간으로 밤 9~10시경
(네팔 저녁 시간 6~7시)은 가족과의 통화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다. 기혼
노동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부인과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0) 2만 원짜리 국제전화카드로 네팔 가족원과 약 8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다. 대부분 국제통화
카드비로 월 2만 원을 지출하고 전화카드는 광산구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시안 마트’
에서 구매한다. 네팔 가족원이 한국으로 전화하는 일이 잦은데 네팔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의 비용(80원/분)이 한국에서의 비용(90원/분)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31) I씨 집은 포카라 시내와 불과 500~700m 떨어져 있지만 구릉지에 위치해 유선전화 설치조차
어렵고 자신의 집과 약 50m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에도 유선전화가 없다. I씨의 부인은 자
녀와 함께 포카라 시내 사이버 카페에서 월 1회 한 시간에 한화로 약 1,000원 하는 스카이
프 이용료를 내고 매번 2시간 이상 I씨와 화상통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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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화를 하며, 부모형제와는 주 1회 정도 연락한다. 한국의 네팔 노동자
와 네팔 가족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양한 ICTs를 통해 가상공간에
서 가족과의 친밀함을 나눈다. 특히 스마트폰은 문자, 목소리, 사진 등 메타
자료의 교환을 통해 한국과 네팔의 초국적 가족원 간의 감정을 알아내고 느
낌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매체다.

3. 모국 방문
가족원에 대한 돌봄은 일반적으로 동일 공간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을 전제한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식사제공, 간병, 노동, 양육 등에 관한 물질
적이고 정서적인 지지가 돌봄 행위로 간주된다. 송금으로 가족원의 교육과
의료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객관적 복지는 좋아졌지만 부모와 부인 등 남
아 있는 가족원의 주관적 복지는 향상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남편의
이주 후 홀로 남는 부인에게 가사, 자녀교육, 농사, 돌봄 노동 등이 과중할
때 더욱 그렇다. 결혼한 직후 남편이 국제이주하거나 결혼기간의 많은 시간
을 해외에서 보내는32)경우 남편 부재로 인한 부인의 주관적 복지는 크게
추락한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가족원의 한국 방문비자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
라서 가족 간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이주자 본인의 모국 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모국 방문이야말로 질적으로 가장 높은 돌봄 실천이지만 모국

32) 인터뷰 대상인 T(30세)씨는 2006년 결혼 후 20일 뒤 두바이로 이주한 후 다시 카타르를 거
쳐 한국으로 이주했으며, I(40세)씨는 결혼생활 17년 동안 말레이시아 2회, 한국으로의 이주
를 합쳐 현재까지 10년째 부인과 떨어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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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에는 사업장 일 물량과 당사자의 경제적 형편이 고려돼야 하는데, 특히
막대한 경비지출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노동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
는 급여(기본급 110만 원 이상), 항공료(약 140만 원 이상), 선물 구입비용,
네팔 체류 기간 동안의 지출 등을 포함하면 한 달간 네팔을 방문할 경우 통
상 400만~500만 원의 경비가 지출된다. 이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큰돈을 들여 경조사나 응급상황이 아닌 휴가를 목
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설문지 응답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11명(기혼 9명, 미혼 2명)과 7명의
인터뷰 대상(기혼 5명, 미혼 2명33))은 경조사와 휴가 차 네팔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거의 모든 미혼 연구 대상은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네팔 방문을 비합리적 행위라 생각한다. 이런 그들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부인과 자녀를 만나는 기혼 남성을 ‘정상적’ 가장으로 여긴다. 2008
년부터 매년 네팔을 방문해온 기혼자 J(30세)씨의 모국방문에 대한 다음의
개인적 소회는 다른 방문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과는 돈이 들어가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한 번씩 나
의 모국 방문으로 가족 모두(부모, 부인과 자녀)가 행복했다. 네팔 공기도
마시고 가족과 네팔음식을 먹게 되면 그간의 한국에서의 피로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가끔 느끼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집에 가서 한 달이라도 쉬고 오면 몸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
아진다. 다녀온 뒤 한국에서 다시 일하면 기분이 신선해져 있는 것 같다.

33) 미혼 2명 가운데 2012년 입국해 2013년 12월에 50일간 네팔에 체류한 O(26세)씨는 겨울철
에 일감이 없어 사장의 강권으로 모국을 방문했다. 2012년에 입국해 2013년 12월에 네팔을
방문한 K(25세)씨는 방문기간 내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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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을 떠나 이주노동자의 고향방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돌봄 실
천의 기회가 된다. 햇수로 한국생활 3년째에 접어든 F(41세)씨는 2012년 2월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9일 동안 네팔에 다녀왔다. 남매 중 맏이인 F씨
는 네팔에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한국 입국 전에 포카라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모친 사망 때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2013년 2월 모친
사망 1주기 제사를 위한 방문 시에는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9개의 중고
스마트폰 외에 부인, 두 자녀, 부친, 여동생 가족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으며,
두 번째 방문 때는 친인척 집을 두루 방문했다.34)
2012년에 한국에 온 I(40세)씨의 남동생은 형보다 1년 빠른 2011년에 EPS
로 입국해 현재 의정부 사업장에서 일한다. I씨는 2013년 7월 네팔 방문 시
스마트폰 4개와 부인에게 줄 샴푸와 화장품, 부모님 의류, 한국산 숄 20개를
선물로 가져갔다. I씨의 남동생은 2012년에 네팔 최고의 힌두 축제인 ‘다사
인(Dasain)’35)에 맞춰 한 달간 휴가를 다녀왔고, 2014년 6월 중순에 두 번째
네팔방문 길에 올랐다. I씨는 남동생 편에 부인용 디지털 카메라와 부모님께
드릴 용돈 전달을 부탁했으며, 본인의 두 번째 네팔 방문은 2015년 3월에 계
획하고 있다. 일부 이주자가 다사인처럼 중요 축제에 맞춰 모국방문을 할 경
우 큰 규모의 축제 비용과 선물 제공을 통해 과시적 소비를 함으로써 ‘성공
34) 네팔 방문 때 찍은 기념사진을 스마트폰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는데,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속 어머니 사진들을 본다.
35) 7명의 네팔 방문 심층인터뷰 대상 가운데 2명은 ‘다사인’ 축제에 맞춰 휴가를 다녀왔다. 이
기간에 모국을 방문하면 국내외의 친인척과 친구가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매년 9~100월에 있는 ‘다사인’은 네팔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힌두 축제다. 약 2주 동안 행해지는 다사인은 두루가(Durga)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로서 네
팔 힌두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지리적 거리를 불문하고 고향의
가족과 친척을 방문한다. 약 1주일의 축제 기간 동안 모든 관공서 등이 휴무에 들어가며 직
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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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11명의 미혼 심층인터뷰 대상의 평균 연령은 26.2세인데 이 중 2명은 30
세다. 이들의 부모는 한국의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결혼하라 채근한다.
2013년에 네팔을 방문한 K(25세)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한 후 한국으
로 귀환했는데, 일부 미혼 이주자는 방문 중에 K씨처럼 결혼한 후 홀로 귀환
한다. 2012년에 한국에 입국한 기혼자(2008년 혼인) N(32세)씨는 2012년 휴
가차 네팔을 다녀온 후 임신한 부인이 2013년 8월에 아들을 순산했다. 부인
은 수시로 아이 사진을 N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데 요즘 N씨는 아이
사진을 보는 맛에 산다. K씨와 N씨처럼 모국 방문은 새로운 가정과 가족원
의 탄생도 가져오며, 이는 이주자의 ‘자녀 노릇’과 ‘가장 노릇’의 하나인 셈
이다.

Ⅵ. 맺는말
현재 네팔 전체 가구의 약 1/3은 해외에 초국적 가족원을 두고 있다. 대개
이주노동자인 한국 체류 네팔인도 초국적 가족원의 일원이다. 국제이주자의
초국적 가족과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었으며, 글로벌 이주로 발생한 이주노동자를 대
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인과 가정을 이뤄 한국에서 체류할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이주 동기가 ‘돈 벌기’ 위한 것으로 분명하고 가족동
반이 허용되지 않은 독신으로 길게는 약 5년 동안 체류한 후 본국으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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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잠정적 체류자’로 인식되는 이주노동자의 본국 가족과의 초국적 유대
는 국내 학계의 학문적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네팔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네팔 경제가 송금경제로 변환된
지 오래다. 네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EPS)로 국내에 입국해 장시간의
노동과 다양한 인권침해에 침묵하면서 한국에서 약 5년간 노동을 하는 것은
평범한 네팔인에게 ‘네팔에서 평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재화축적의 기
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부모와 자녀를 돌봐야 할 성인자녀 또는 개별 가
구의 가장으로서 가족원의 복지 향상의 의무에 떠밀려 한국에 온 네팔 이주
노동자는 송금 형식의 경제적 지원, ICTs를 이용한 정서적 지지의 교환, 직
접적인 모국 방문 등 일련의 초국적 돌봄 실천을 통해 네팔 가족과의 초국적
유대를 유지한다.
본국 가족에 대한 초국적 돌봄의 핵심은 네팔 이주노동자의 송금이며, 혼
인과 축제 등의 의례비용으로 지출되거나 과시적 소비성향으로 흐르는 등
송금의 비생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송금은 무엇보다 가족원의 교육‧의료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 네팔의 열악한 전력과 유선통
신 인프라는 오히려 무선통신의 급속한 보급과 그 의존도를 높였다.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ICTs 기술과 저렴한 국제통화료의 만남으로 국내 네팔 이
주노동자는 네팔의 가족과 온라인을 통해 일상을 공유한다. 특히 이주노동
자 가족원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과 이의 상용화는 한국과 네팔의 초국적 가
족원의 일상과 감성이 목소리,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이들 간
의 ‘가상적 친밀함’의 농도가 한껏 높아졌다. 네팔의 열악한 복지 인프라로
인해 노부모와 자녀의 돌봄 노동은 가족원의 몫이다. 외국 체류로 부모와 자
녀에 대한 일상적 돌봄 실천이 어려운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는 모국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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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한다. 기혼자는 막대한 방문비용을 무릅쓰고라도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최소 1~2회 이상 네팔을 방문한다. 이들의 모국방문은 부모에 대한 돌봄 실
천의 기회가 되며, 남편 부재로 중층적 짐을 지는 부인에 대한 위로의 시간
이자 본문의 J(30세)씨처럼 이주노동자 본인에게는 심신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이다.
인류학자로서 필자는 3개월의 연구 기간 내내 기숙사 내의 네팔 이주노동
자의 삶에 대한 참여관찰과 교회와 휴게공간에서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네팔
이주노동자의 국경 너머 가족원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뿐만 아니라 절절한
정서적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국가경제 때문에 이국땅으로 국제
이주하는 일은 이제 네팔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런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이른바 ‘이주의 문화’36)로 자리 잡았다. 네팔과 한국이란 물리적 경계를 중
심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네팔 초국적 가족원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교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감정과 가족유대를 초국적 상황에서 유지
하고 있다. 네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행하는
초국적 가족유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기존의 국내 가사이주노동자와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초국적 가족과 돌봄에 관한 연구지평에 다
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네팔 이주노동자가 국경을 두고 모국 가족원과 다양한 방식으
로 초국적 가족유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주노동

36) 국제이주가 특정 커뮤니티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가면 해당 커뮤니티의 가치와 문화적 개
념은 미래의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주문화’가 형성되면 국제이
주는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일종의 통과의례로 자리 잡는다. ‘이주문화’가 팽배해 있
는 지역에서는 이주자를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경향
이 있다(김경학 2007,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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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한국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
합’이라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은 한국정부의 이주민 정책 가운데 시급한 과
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37) 현재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은 임
시적 체류를 조건으로 하는 단순 노동력의 이용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가족
의 입국을 통한 재결합을 철저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인정받고 있지 않
다. 그러나 극도로 짧은 기간 내에 고도 저출산 국가로 변화된 한국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절대적인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경
제적 상황에서 ‘최소한’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나마 가족 재결합 권리의 인
정을 통한 안정된 이주노동자의 가정에 대한 보호는 매우 절실한 현실적 요
구라 사료된다.

37)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1990년 국제연
합(UN)이 채택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
면 이주노동자의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 가족재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가족 결합에 관한 권리를 인
정하고 있기보다는 권고 또는 지침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국
가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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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소득의 중심축을 잡아온 중산층이 부유층
으로 오르기보다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
로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장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BoP(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 저소득층)의 개념은 1990년대 말 프
라할라드와 하트에 의해 알려졌다. BoP는 1인당 연간소득이 2002년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3,000달러(1일 8달러) 이하인 계층으로 전 세계 인구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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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명)를 차지하며, 5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프라할라드 2006,
p. 11). BoP층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글로벌한
소비행태도 일부 표준화(예, 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는 거대한 특수 계층에 대한 글로벌한 공략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소득층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MoP(Middle of
Pyramid, 중산층)로 편입되어 거대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BoP 비
즈니스는 개도국의 BoP층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생활
필수품·서비스 제공, 빈곤퇴치 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
한다. 글로벌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저소득층을 ‘차
세대 거대시장(Next Volume Zone)’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보
이고 있다(한상춘 2013).
저개발 국가에서 비즈니스 개발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ICT는 개발도상국
이 선진국이 겪어온 시행착오의 기간을 줄이면서 최신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사용하여 저개발국가가 발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ICT는 그들의 자원
에 대해 물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오지의 저소득층 소비자들과 현지 기업가가 그
들의 삶과 일터에서 의미심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전 세계 인
구의 90%가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에 액세스 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보급률은 2010년 68%에 도달하였으며, 휴대전화 가입자는 38억 명
에 이르고 있다(Hysta and Ashoka 2012, p. 16).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의 그라민폰(Grameen Phone)에서부터 브라질의 텔레포니카(Telefonica)에

∙ 52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이르기까지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PC, 무선기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
여 저소득층 고객들 사이의 네트워킹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저소
득층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프라할라드 2006, pp. 32-35). 이와
같이 네트워크 연결성이 기술에 효율적으로 편승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사
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확장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렴
한 가격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저소득층이 자주적인 고객
과 창조적인 기업가로 변모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생산성과
구매력을 증가시켜준다. Immelt et al.(2009, p. 56)은 신흥시장에서 혁신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된 혁신을 선진국으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역
혁신(Reverse Innovation)의 개념을 주창하면서 혁신의 주체로서 신흥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이후 인도가 원
하는 인도 IT 전문가의 한국 유입도 부진하며, 인도 내 ODA 원조도 일본
에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기업들은 1990년 인도 시장 개척에 적
극적으로 나섰으나 지금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
업도 BoP 시장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BoP 시장에 대
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P 시장의 핵심 국가로 떠오른 인도의 BoP 비즈니
스 중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BoP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이를
위해 첫째, 인도의 ICT 기반 BoP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기 구축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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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5개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고객이 정보에 접속
하는 유형과 분석 대상 분야로 구성된 ‘2 X 3’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즉, 고
객이 정보에 접속하는 유형은 휴대전화를 통한 직접 접속과 대리인(현지 에
이전트)을 통한 간접 접속으로 나뉘며, 분석 대상 분야는 보건, 농업 및 경제
활동지원, 금융서비스이다. 세부적인 비즈니스 유형은 휴대전화를 통한 직
접 접속, 대리인을 통한 간접 접속, 휴대전화와 대리인 등을 통한 직·간접적
복합 접속을 하는 금융서비스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이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13개의 ICT 기반 BoP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비즈니스 유형을 대표하는 5개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거대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ICT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내 기업이 BoP 시
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전 세계 BoP 시장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
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Ⅱ. BoP 비즈니스에 관한 선행 연구
BoP 비즈니스는 2000년대 초부터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영리 사업을 통해 빈곤 등 사회 문제의 해결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BoP 비즈니스를 포괄적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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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Business)라고 부르기도 한다(IFC & WRI 2007; Prahalad and Hart
2002; Prahalad and Hammond 2002; Prahalad 2004; Watanabe et al. 2012).
프라할라드(2006)는 BoP 시장을 전 세계에 알린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
라’라는 도서를 통하여 40억 저소득층 시장의 개발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저소득층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과 저소득층 시장의 혁신 사례를 심층적인
분석과 통계적 자료를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2011)은 기업과 빈곤층 모두를 위한 기회로서 포괄적 시장을 개척하기 위
한 5가지 전략(제품과 비즈니스 과정의 현지화, 시장 제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실시된 15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종원(2011)은 BoP 시장으로서 인도의 소비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
문제점,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깊이 있는 제언보다는 인도 시장에
대한 탐색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BoP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장훈(2013, p. 49, p.
68)은 BoP 시장의 지리적 특성과 기업이 추가하는 가치에 따라 네 가지 모
형으로 나누고 있다. 분석 사례로서 그라민 은행, 네슬레 인디아, 카사스 바
이아, 아라빈드 병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 사례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로서 국적, 목표고객, 가치 제공물, 수익모형, 전략, 역량 등 6가지 항목에 걸
쳐 비교·분석하고 있다. BoP Global Network(2013)는 전 세계 BoP 벤처기업
의 혁신사례로서 인도의 WorldHaus 등 16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
례의 특징으로 제품 디자인의 강화,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고용 증대,
BoP를 위한 유통 채널의 향상, 기본적 니즈(건강, 주택, 보험) 등에 대한 접
근성 강화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GIZ & BMZ(2013)는 Handygo,
Nono Ganesh 등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ICT를 활용한 BoP 사례를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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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시장 조
사의 향상, 혁신적인 지불 방법과 가격 설계, 마케팅 확장과 소비자 관계성
의 심화, 판매와 유통 채널의 진화이다. Hystra & Ashoka(2012)는 ICT 기반
의 BoP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의 접속 유형과 서비스 분야에 따라 4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다. 기술 플랫폼을 통한 단방향 직접 접속, 중개자를 통한 단
방향 접속, 다양한 출처를 통한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기술 플랫폼
이나 대리인을 통한 단방향의 재무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2012)는 ICT 분야의 BoP 비즈니스 모델을 휴대전화 및 필요에 따라 대리인
을 통해 BoP 분야의 단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바일/대리인 유형’과 키오
스크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유형’ 등 두 가지로 나누었다. 히라모토 도쿠타로(平本督太郎 2014)는 BoP
비즈니스의 모델을 성공한 사업의 공통 요인에서 추출하여 3개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과 15개의 비즈니스 모델 패턴을 제시하였다. 3개의 비즈니스 모
델 유형은 제품·서비스 및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치 사슬의 구축·강
화형’,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을 하는 ‘수익성 향상형’,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에코시스템 형성형’으로 나누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스터왈더 외
(Osterwalder et al. 2005)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관리자들이 기업의 사업 논리를 이해하고 설명하
는 데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기획 도구”로 정의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고객
분류(차별화된 고객군)’, ‘가치제안(목표 고객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 ‘채널(고객 소통과 가치 제공을 위한 채널)’, ‘고객관계(고
객군을 만족시키는 관계 유형)’, ‘수익원(가치창출 및 대 고객 활동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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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익)’, ‘핵심자원(비즈니스 모델의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 ‘핵심활동
(비즈니스 모델 실행을 위한 활동 사항)’, ‘핵심 파트너십(가치 보완 및 강화
를 위한 파트너 및 공급자와 협업)’, ‘비용구조(비즈니스 모델의 실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비용)’ 등 9가지를 제시하였다. 오스터왈더 외(2005)의 모델은
9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다. 비용은 가치 제공을 통
한 수익 창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며, 수익은 목
표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
다. 앨트와 짐머만(Alt and Zimmermann 2001)은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사명’, ‘구조’, ‘프로세스’, ‘수익’, ‘법적 문제’, ‘기술력’ 등 6가지로 정의하
였으며, 하멜(Hamel 2000)은 구성요소를 ‘핵심전략’, ‘전략적 자원’, ‘고객과
소통’, ‘가치 네트워크’로 나누고 있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BoP라는 각 개별적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ICT를 기반
으로 한 BoP 비즈니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신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의 BoP 사례를 분야별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ICT 기반 비즈니스 연구의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제공되길 기대한다.

Ⅲ. 인도의 ICT 기반 BoP 비즈니스 현황
1. 인도의 BoP 현황
전 세계 40억 명의 BoP 중 아시아인은 28억 6,000만 명(71.5%)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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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10억 5,000만 명, 인도인은 10억 3,000 명이며, 아프리카인은 4억
9,000만 명에 이른다.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BoP 지원이 저개발
원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인도와 중국은
BoP 시장 개척을 통해 향후 중간층(Volume Zone)으로 편입될 인구에 대한
시장 선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정후식 2010, p. 5, p. 13). BoP 비즈니스의
핵심국가는 인도이며,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지
역도 인도이다. 일본 기업이 진행하는 BoP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2012년 기
준 아시아 18건, 아프리카 9건 등 33건이며, 이 중 인도, 방글라데시가 각각
5건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Watanabe et al. 2012, pp. 4-7).
인도는 약 12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 GDP 성장률은 8.5%
로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신흥국이다. 소득별로 보면 중산층 미만의 인구는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압도적인 저소득층 인구와 하드
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프라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BoP 비즈니스의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자이나교도 기업은 교리상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재계 2위 타타그룹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등 빈곤층
퇴치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오화석 2013, pp. 51-58).
인도의 저소득층은 인구의 95%이며,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은 22%이다. 하
지만 유엔은 빈곤층을 하루 2달러(1년에 약 730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달러가
넘는 인도 인구는 62.1%이며, 이들은 유엔이 정한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는
다(IFC & WRI 2007, p. 111). 한편 농촌 인구는 7억 4,200만 명(2001년 인구
조사), 즉 세계 인구의 약 12%가 살고 있다. NCAER(National Counc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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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2006년 농촌 총 가구(1억 3,900만 가구
=8억 700만 명) 중 약 절반(6,800만 가구=4억 명)이 연간 2만 2000∼4만
5,000루피(489∼1000달러)의 소득을 얻고 있다. 1인당 소비 규모는 작아도
인도 농촌의 거대한 잠재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 시장으로 개척하려는 기업들
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NAKAMURA Mari 2005, p. 1).

2. ICT 기반 BoP 비즈니스 현황
IFC & WRI(2007)는 [표 3-1]과 같이 BoP를 6개로 구분하고, 각 구분이 인
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구분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
리하였다. 각 세그먼트의 인구 분포를 보면 최하위에서 두 번째(BoP1000)와
세 번째(BoP1500)에 전체 인구의 67.7%가 집중되어 있다. 최상위 BoP3000
은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대비를 보면 최하위
BoP500에서는 농촌이 94.4%를 차지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지
역의 비율이 증가해 간다. 한편 BoP 6개 세그먼트에 대해 1인당 지출과 가
구당 지출 격차를 살펴보면(일본무역진흥기구 2010, p. 16), BoP500과
BoP3000의 가구당 지출의 경우 식료품이 3.6배, 에너지가 3.3배로 상대적 격
차가 작은 반면, ICT가 65.3배, 교육이 35.4배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 지출 등과 비교하여 ICT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은 빈곤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는 BoP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ICT 및 교육 등 비 식품 분야에 대해 접
근하는 것 자체가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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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도 BoP 시장의 구성

BoP 구분

연간 소득/개인
(달러: 구매력평가)

총계(100만 명)

전국 비중(%)

도시 비중(%)

BoP 초과

3,000 초과

48.9

5.0

-

BoP3000

2,500~3,000

31.5

3.2

67.6

BoP2500

2,000~2,500

68.3

7.0

53.4

BoP2000

1,500~2,000

147.0

15.1

37.4

BoP1500

1,000~1,500

309.0

31.8

19.8

BoP1000

500~1,000

349.0

35.9

8.2

BoP500

500 이하

19.3

2.0

5.6

BoP 합계

-

924.1

95.0

22.0

총 인구

-

973.0

100.0

-

자료: IFC & WRI(2007, p. 111).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 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인도 농
촌 가구의 소비 규모는 2017년까지 현재 도시 가구의 수준에 도달한다. 농촌
시장의 확대에 따라 농촌의 가구당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의 통신,
보건 시장도 2025년에는 2005년의 5∼6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농촌 시장은 향후 10년간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BoP 비즈니
스의 대상자가 다수 거주하는 농촌에서도 구매력 상승으로 휴대전화나 PC
등의 통신기기 보급이 확산되고, 보건과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정부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층의 경제성장 지원을 통한 ‘Inclusive Growth(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 전체
를 포함하는 형태로 성장)’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IC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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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속도, 정부의 중점적인 인프라 정비의 확산, 교육 수준의 상승은 농
촌지역의 ICT 관련 소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인
도 정부의 강력한 ICT화 추진 계획이 촉진제가 되어 ICT를 활용한 BoP 비
즈니스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 교육, 고용, 농촌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을 통해 BoP 비즈니스의 주요 플레이어인
NGO나 사회적 기업 등과의 제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渡辺珠子
2012, p.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방면에 걸쳐 ICT를 이용한 BoP 비즈니스의 저
소득층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저소득 계층이 ICT를 활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BoP 비즈니스를 중심으
로 분석한다.

Ⅳ. ICT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1. 사례 연구 틀
인도에서 ICT를 기반으로 하는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BoP
Global Network(2013), Hystra & Ashoka(2012), GIZ & BMZ(2013), 히라모토
도쿠타로(2014)에서 소개된 전 세계 BoP 비즈니스 사례 중 인도에서 ICT를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례를 요약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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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도의 ICT 기반 BoP 비즈니스 사례

No.

서비스명

분야

기술

Mobile app: SMS

서비스 유형

1

ALW

Finance

Mobile Banking

2

Babajob

Employment Mobile app: SMS

3

Behtar Zindagi
(Handygo)

Agriculture

LBS: SMS, WAP,
voice

Information services, 일부
education

4

Drishtee

Retail

Computer kiosks

Retail plus Internet kiosk,
e-services

Job matching site

5

eChoupal

Agriculture

Computer/Internet

Information, products,
services, Internet kiosk retail
outlet

6

IKSL

Agriculture

Voice services

Information and extension
services

7

EKO

Finance

Computer/Internet

Banking Service,
Customer Service Point

8

FINO

Finance

Computer/Internet

Banking Service, Point of
Transaction

9

Nano Ganesh

Agriculture

Mobile app: GSM
Remote irrigation control
remote control system

10

mPedigree

Health

Mobile app: SMS

Drug Verification

11

Narayana
Hrudayalaya
Hospitals

Health

e-health tech

e-health service(ECG)

12

Reuters Market
Agriculture
Light

Mobile app: SMS

Information services

13

Simpa
Networks

Mobile money

Solar lighting via prepaid
m-payment

Utilities

자료: BoP Global Network(2013); Hystra & Ashoka(2012)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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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반 BoP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Hystra & Ashoka(2012), 일본무역진흥기구(2012), 히라모토
도쿠타로(2014), 김장훈(2013)1)에서 제시한 ICT를 활용한 BoP 비즈니스 모
델을 참조하여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고객에 원
하는 정보에 접속하는 유형과 산업 분야로 나누어 ‘2 X 3’ 매트릭스를 구성
하였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에 직접 접속
하는 유형과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을 통해 간접 접속하는 유형으로 나누며,
금융의 경우 휴대전화와 대리인을 통한 접속의 구분이 어렵고, 직간접적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접속하므로 직·간접 복합 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분석 대상 분야는 보건, 농업 및 경제활동 지원, 금융서비
스2)이다. 이를 바탕으로 3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 4-1]과 같이 정의하고,
1) 선행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모델을 수립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stra &
Ashoka(2012)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단방향, 쌍방향, 크라우드
소싱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 크라우드 소싱 방식 등은 아직 인도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
다. 히라모토 도쿠타로(2014)는 성공한 BoP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BoP 분야
에 따른 모델 분류를 설명하고 있지 있다. 김장훈(2013)은 BoP 시장의 지리적 특성과 기업이
추가하는 가치에 따라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고 있으나 BoP 모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분석
에 사용된 사례 수도 적고, 선행 연구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2012)의 경우 BoP 비즈니스를 단일서비스인 ‘휴대전화/대리인’과 복
합서비스인 ‘키오스크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 Drishtee와 같이 대리인이 키오스크를 갖
춘 소매거점을 운영하는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 형태가 휴대전화와 대리인, 키오스크를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에 따른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BoP 비즈니스가 초기 단일형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복합형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휴대전화와 대리인으로 나누고, 분석 대상을 보건, 농업 및 경제활동지원, 금융서비스로 나
누었다. 세부 유형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직접 접속, 대리인을 통한 간접 접속, 직·간접적 방
법을 통한 금융서비스 접속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Hystra & Ashoka(2012)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BoP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6개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사례 포함) 중 보건이 103건(48.5%), 금융서비스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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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표하는 5개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학술적 평가에 맞출 수 있는 사례 연구(Case Study Research)의 방법론
(Eisenhardt 1989)을 적용하여 엄밀성(Robustness)과 타당성(Validity)을 담보
한다.

그림 4-1. 인도의 ICT 기반 BoP 비즈니스 모델

자료: Hystra & Ashoka(2012); 일본무역진흥기구(2012)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 농업 53건(19%), 교육 21건(7%),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되
는 분야인 보건, 금융서비스, 농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 분야인 mPedigree의 경
우 SMS를 통한 의약품 검증이라는 특수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일반적 건강 개
선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못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의 경우 인도 저소득층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인프라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훈련용 키오스크나 PC의 보급,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은 비교적 광범위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BoP를 대상으로 한 사
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ICT 활용 교육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고, 분석 분
야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64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첫 번째 유형은 저소득층이 휴대전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직접 접속하
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에 의해 직접 접속된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
해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민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지역화 또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RML을 통해
제공되는 적절한 건강 조언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맞춤형 서
비스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일반적으로 몇 년)과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
하다. 이러한 높은 초기 투자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고객을 등록시키고, 그
들에게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높고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을 요구하게 된
다.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하는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데 몇 년이 걸
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신중하게 충분한 고객 수를 등록시키기 위
해 그들의 사업과 마케팅 비용 사이에 투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저소득층이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을 통해 원하는 정보
에 접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기술 및 최종 사용자 사이의 인
터페이스 역할을 최소화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즉 ‘대리인’을 통해 제공
된다. 휴대전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직접 액세스’ 유형에 비해 이 유형은
서비스의 기술 소유권과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문자해독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BoP 시장에 깊숙
이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격의료 상담(예: NH Hospital)으로
전문화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ICT 기반이 필요하지 않고(예: eKutir,
eChoupal, Drishtee),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자사 대리인의 네트워
크 공간에서 물리적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화’는 현지 대
리인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단지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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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파는 것은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모델이 증가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하고 충분한 가치제안은 아니다. 이 모델은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액세스 모델보다는 좀 더 적은 비용
의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각 대리인(기술 및 대리인 훈련비용
등)의 초기 구축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 체제를 필요로 한다. 일
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 선택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이 직접 저소득층의 액세스 모델과 비교할 때 높은 마케
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새로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구축
된 채널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수료 및 전문적인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수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모
델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대리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자
금 확충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정보화된 세일즈맨을 교육시키고, 적
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넓은 범위에서 제공하는 ‘제휴 파트너’를 찾는 것
이다. 부가적으로 각 대리인은 가능한 한 수백 명의 저소득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치가 높은 편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에 휴대전화나 대리인 등
직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ICT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은행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송금은 ALW, EKO와 같은 물리적
송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FINO는 대인 결제 대신에 거래 시점에서 카드
를 통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수익원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ICT 네트워크를 갖춘 소규모 상점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특히 인도의 FINO에서 두드러진 성과) 받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 66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보험회사는 저소득층에 새로운 소규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
자는 자체 금융솔루션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며, 고객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리인을 사용하는 기존의 전략에서는 저
소득층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대리인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치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의 현금 소지에 따른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 대리인의 현금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 부
문에서 주 고객층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 세계 25억 명의 성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5억 명이라는 고객층보다는 타깃 저소득층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송금 시스템은 계정 보유, 대출, 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80개 이상의 모바일 머니 서비스는 순수하게
시장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FINO의 경우 2,800만 명
까지)는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농업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다양성과 성숙한
ICT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입증하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
활동(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한 더 나은 판매의 기회 제공)으로 연결되고, 저
소득층을 위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쉽게 가시화하게 만든다. 농업 부문에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하며, eChoupal, Drishtee는 수백
만 명의 저소득층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 분야는 ICT 기반 서비스 개발에서 매우 역동적인 분야이지만 지금까
지는 대부분이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Hystra & Ashoka(2012)에 따르
면 보건 분야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 중에서 20여 개 정도만 시장 기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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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는 시범사업 단계로 남겨져 있다. 기부금 프로젝트는 종종 보건
인식 캠페인이나 건강정보 수집과 분석, 약물의 진위 검증이나 원격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NH Hospital의 심장 진단기술은 수십만 고객
에게 전문적인 원격 진단을 제공하며, HealthLine은 수백만 고객에게 간단한
건강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3. ICT 기반 BoP 사례 분석3)
오스터왈더 외(Osterwalder et al.)의 비즈니스 모델은 선행 연구자들이 분
류한 비즈니스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우성 2009).
이러한 이유로 본 사례 연구에서 오스터왈더 외가 제시한 9개 구성요소(가
치제안, 고객 분류, 채널, 고객관계, 수익원,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 파트
너십, 비용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틀로 설정하고, 상기 절에서 살펴
본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사례 중에서 분야별,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층 분석 대상 사례는 Drishtee, NH
Hospital, RML, eChoupal, FINO 등 5개이다.

3) 사례분석으로 소개한 5개 사례는 각각 BoP Global Network(2013); Hystra & Ashoka(2012);
GIZ & BMZ(2013); 일본무역진흥기구(2012); 히라모토 도쿠타로(2014)의 선행연구 자료와
각 사례의 홈페이지, 참고문헌에 소개한 각 사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
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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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rishtee

① 가치제안
Drishtee(www.drishtee.com)는 Shallesh 등에 의해 우타르프라데시에 기반
을 두고 설립된 영리 조직이다. Drishtee의 사업은 2000년 전자정부 서비스
를 제공하는 IT 키오스크 사업을 인도 북부 주를 중심으로 펼치면서 시작되
었다. 인터넷이 연결된 IT 키오스크에서는 호적이나 차량 면허 발급, 등기
등 행정 서비스와 농산물 유통 지원 등이 제공되었다. Drishtee는 농촌만을
대상으로 하여 IT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현지
에 밀착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IT 키오스크 사업에서 축적된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생활용품 등의 판매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Drishtee
는 2,000개 마을 키오스크의 네트워크를 통해 웹 기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를 제공한다. 또한 Drishtee는 아삼,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8개 지구
(District) 1,000만∼1,500만 명의 주민들에게 1만 3,000개의 시골 상점,
Drishtee의 농촌소매거점(DRRPs)을 통해 소비재(FMCGs)를 제공하고 있다.
Drishtee는 현재 1만 4,000명이 넘는 소규모 기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하고, 농촌의 생활 향상과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비
즈니스 모델의 재검토 및 유통비용 절감, 인재 육성 등의 노력도 꾸준히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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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rishtee의 서비스

자료: drishtee 홈페이지 외 관련 사이트.

② 고객 세그먼트
주요 고객은 인도 농민이다. 초기 타깃은 마을 주민의 전체 지출 중 5%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도를 높인 후 타깃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상품을 공급하
고 있다. 키오스크 서비스는 마을 평균 인구의 15%, 마을 인구는 3개 주(우
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아삼)에서 1,000만∼1,500만 농민을 예상하고 있다.

③ 채널
본 프로젝트 이전에는 전통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위해 20∼
30Km의 이동이 필요했으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상품가격이 도시지역
보다 50% 이상 비쌌다. 주요 경쟁 채널은 유니레버, 농촌 유통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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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다른 인도 소비재 제조업체이다. 유사 경쟁 모델은 농촌지역 유통에서
그들의 현지 기업가(Sanchalak)의 조언을 받아 소규모 소매업자를 위해 운영
되는 eChoupal이다.

④ 고객관계
Drishtee의 물류 및 소매 분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
촌에 있는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감안하여 Drishtee 콜센터에 전
화로 주문을 한다. 콜센터에서는 창고, 배달 부문과 정보가 연계되어 매주
주문된 상품을 배송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고객의 상태에서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농촌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Drishtee는 농촌에 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도 제휴하고 있으며, 농촌 기업에서 파
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협상하여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농촌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농촌에서 물류망 개척이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고 있
는 기업이 다수 Drishtee와 제휴하는 기업 측에도 큰 장점이 된다. 기업 측에
서 Drishtee에 상품 판매와 서비스 협력을 제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Drishtee는 농촌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
는 기업 측에 대해서도 거래 수수료를 징수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Drishtee는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설치하고 사람들
의 생활을 개선하며 그들이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목표에 부합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다양하여 과자, 비누, 샴푸 등 잡화품에서부터 IT 교육서
비스(컴퓨터 교실과 같은 교육)까지 저소득층이 지불할 수 있는 요금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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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탕이나 초콜릿은 1개 단위로 판매하고, 수강료
는 주간 단위 지불로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식이다.

⑤ 수익원
인터넷 키오스크의 수익원은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비용(70∼200달러),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의 거래 수수료(서비스 가격의 5∼25%), DRRPs를
통한 수익(공급업체에 위탁하는 수수료 5.5%) 등이다.

⑥ 핵심 자원
Drishtee 판매 사업은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지도조차 없는 농촌에
서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현지의
인재를 등용하고 지도를 손수 제작하며,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한 물류
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지 사람들의 생활 상황을 조사하고 세대 수 및 각
가정의 소득, 생활은 어떤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필요로
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Drishtee가 실시하는 이러한 조사는 농
촌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노력과 투자이
며, 그들이 농촌에서 확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Drishtee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고, 농촌에서 필요로 하
는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Drishtee의 독특성은 ICT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필수적인 상품
의 실제 가용성을 결합하여 오직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CT를
사용한 데 있다. Drishtee는 각 지구(District)별로 20∼25개 마을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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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맨 루트(Milkman Route)’를 정의한다. 그런 다음 서비스와 제품 모두에
대한 루트상의 마을에 있는 소규모 기업의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노드
로서 키오스크를 ‘농촌 루트’로 설정한다. 키오스크는 웹 기반 서비스를 통
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실제 소비재의 소매 거점이 된다. 각 지구의
허브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공급망관리(예를 들어 콜센터 및 원격 재고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인 ICT 기반 서비스를 호스팅한다.
한편 Drishtee는 도시에서 얻은 업무(데이터 입력·편집, 전화 지원 등)를
지방의 텔레센터에서 수행하여 지방의 소득 창출을 겨냥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비하르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6,000명 정도)에서는
지역 사무소(PC 20대, 프린터 2대, 인터넷 회선(512KB), UPS, 발전기 등이
정비되어 있어 1만 3,000달러로 개설이 가능)에서 데이터 입력·편집, 전화기
지원 등을 한다. 한편 더 작은 마을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텔레센터(PC 2대,
인터넷 회선(114KB) 등이 정비되어 1,500달러에 개설이 가능)에서 데이터
입력·편집 등(전화기 지원 없음)을 수행한다. 도시에서 수주한 일을 처리하
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IT 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 등에 2∼3개월 소
요)이 필요하며, 일을 처음 진행할 때는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가 75% 정도
에서 시작하여 2개월 정도 지나면 정확성이 95% 정도로 향상된다. 비하르
지역에서 소셜 아웃소싱 시범 사업을 수행한 결과, 나름대로의 고용(지역 사
무소에 19명, 지방 텔레센터 5명)을 창출하고, 또한 충분한 일거리를 수주할
수 있으면 지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
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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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핵심 활동
Drishtee가 대상으로 하는 곳은 중간 규모의 북인도 지역 마을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1개의 마을에 6,200명이 살고 있으며, 문자 해독률은 52%
이고 전기는 1일 4시간 사용한다. 전화 보급률은 12%, 은행계좌 보유율
10%, 대출 연체율 60%이고 월 평균수입 2,750루피에서 수익의 40%를 음식
에, 19%를 보건·의료에, 15%를 가족 행사에 사용한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
서는 중개업자가 30%를 가지는 구조이다. 한 마을에 1,000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품으로 연간 80억 달러, 서비스에서 연간 70억 달러의 수요가 있
다고 전망되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 중개업자는 30%의 수익을 가져간다.
Drishtee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1단계 시장 조사와 마을 커뮤니티에 참여, 2
단계 마을 기업가 육성과 시범센터 운영, 3단계 제품과 서비스 공급으로 이
어진다. Drishtee가 하는 일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마을을 기업이 타기팅하
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규모로 모으는 것이다. 즉, 농촌 조합을 만든다는
이미지이며, 농촌과 기업을 Drishtee가 연결하는 구조이다.

⑧ 핵심 파트너십
Drishtee의 사회적 비즈니스 지원 기관은 아쇼카, Acumen 펀드, Drishtee
재단, IFC 등이며, 글로벌 IC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모토로라, 노키
아 등이다. 농촌 은행을 위한 주립 은행), 헬스케어 업체 Colgate와 Novartis,
소비재 제품업체 네슬레와 다농, 국립개방대학(IGNOU)이다. 지역 e-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버 Info-Dev(E-GVT), 인도 타임즈, Janan Swasth Kendra(건
강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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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용 구조
농촌소매거점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업체나 제조업체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공급된
다. 비용을 전체적 차원에서 보면 Drishtee에 의한 공급망을 포함하여 지구
(District) 수준까지의 간접비와 모든 인프라 운영비용, 키오스크에 따른 마을
수준의 인프라 비용이 포함된다. 주민 차원에서 보면 초기 비용은 없으며,
D
rishtee를 통해 가구당 서비스의 직접 비용은 매월 서비스 비용 28달러 중
에서 5달러/월(건강 40%, 교육 40%, 부채 서비스 20%)이다. Drishtee 회사
차원에서는 2011년 16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며, ICT 서비스를 위한 투자
는 2006년 이후 5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나. Narayana Hrudayalaya Hospital(나라야나 흐루다야라야 병원)

① 가치제안
Narayana Hrudayalaya(이하 NH) 그룹은 인도에서 25개 병원과 두 개의 주요
캠퍼스(헬스시티)를 보유한 민간 병원(www.narayanahospitals.com)이다. 주요
헬스시티는 특히 NH(힌두어로 ‘신의 가호의 집’) 심장병원을 포함하여 방갈
로르, 카르나타카에 있으며, NH그룹은 원격 진단 및 교육을 위해 아시아와 아
프리카에 있는 약 800개 장소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 NH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용을 포함하여 1등급 병원 서비스(방갈로르 헬
스시티에서 심장, 암, 정형외과, 안과 치료), 빈곤층에 대한 보험 제도에 의해
환자 수용(예를 들어 카르나타카의 Yeshasvini, 우타르프라데시의 Rajeev
Gandhi Arogya Yojana)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적용이 안 되는 환자를 위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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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서 헬스케어 전문가를 제
공하기 위해 전 세계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여 환자 데이터의 전송, 컨설팅과
전문가 훈련을 위한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여성을 위한
환자 보호, 전통적 의과 대학생을 위한 전문화된 훈련을 제공한다.

그림 4-3. Narayana Hrudayalaya Hospital 서비스

자료: Narayana Hrudayalaya Hospital 홈페이지 외 관련 사이트.

② 고객 세그먼트
글로벌 고객 (고객의 약 20%)을 포함한 도시와 농촌의 인구와 모든 사회·
경제적 계층이며, 구체적으로 방갈로르 헬스시티에서 매일 볼 수 있는 3,000
명의 환자, 저소득층 5백만 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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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널
인도 의료제도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
는 사람의 80%가 빈곤층이다. 둘째,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고도의 의료에
투입되고 있고, 빈곤층이 처음으로 치료를 위해 찾는 기초 의료는 경시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인도에서는 심장병 발병률이 높다. 원인으로는 유전학적
으로 심장병에 걸리기 쉬운 점, 기름진 식사,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꼽고 있다. 연간 240만 건의 심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불과 6만 건
이 실시되고 있다. NH병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심장 치료
에서 유사한 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없었으며, NH는 인도에
서 제공된 심장 치료 서비스의 12%를 차지하였다. NH병원의 채널을 보면
2개의 ‘헬스시티’, 인도 내 25개 NH병원, ‘팬-아프리카 네트워크’라고 불리
는 아프리카에서 56개의 원격의료센터, 심전도를 사용하는 328개 헬스센터
를 포함하여 글로벌 439개의 원격의료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④ 고객관계
NH병원이 빈곤층에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환자
가 NH병원에 찾아오면 환자는 먼저 300루피의 등록비를 내고 검사를 받고,
의사는 치료 방법을 제안한다. 경리과는 가장 저렴한 치료비를 계산하여 환
자의 지불 능력을 심사한다. 모자란 치료비용은 자선단체 등에 의뢰하여 기
부금을 받는다. 둘째, 이동 진료차가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무상 의료를 실시
한다. 이동진료의 경우도 치료를 하지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NH병원을
소개하고, 치료비에 대해 조언한다. 셋째,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진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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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NH병원을 소개하도록 한다. 공립병
원을 방문한 심장병 환자를 원격통신으로 연결해 모니터를 보면서 진찰한다.

⑤ 수익원
NH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를 모집했다.
부유층에 매력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수술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지불 능력
이 없는 환자의 치료비는 부유층에서 받는 수익으로 충당했다. 수술비는 의
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수술 한 건당 손익분기점은 1,800달러지만 평균 수
술비가 2,300달러인 달도 있다. NH병원(방갈로르 헬스시티) 종사자로는 40
명의 심장외과 의사를 포함한 220명의 의사, 인턴 160명, 3,500명의 간호사
(심장치료에서 환자당 3명의 간호사, 집중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환자
5명당 1명의 간호사)등이 있으며 심장병원만 60∼70명의 행정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인도 내 NH병원 차원에서 보면 1,302명의 풀타임 의사가 연간
1만 1,359명의 치료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은 방갈로르 헬스시티에 직접
적으로 기부된 것 중에서 방갈로르 헬스시티를 위한 펀딩의 10%, AHF를 통
한 경로로 기부된 다른 운영비 예산의 20%, 나머지 예산은 병원 수익으로 충
당된다.

⑥ 핵심 자원
인도에서의 심장 수술은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환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NH병원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환
자에게
심장병 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셰티 박사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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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르에 있는 NH 건강 도시에는 하루에 10∼12명의 어린이를 위한 심장
수술서비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 중의 하나인 95%의 성
공률을 가진 심장병 치료를 위한 1,000여개의 침상이 있으며, NH 시스템은
인도 전체적으로 5,000개의 침상이 있다. 방갈로르에 있는 주요 심장병원에
서는 3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원격심장 치료를 제공하며, 30만 명 이상에게
심장 외래환자 서비스, 7만 건의 심장 심전도 조치, 지난 10년간 4만 7,000건
의 심장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NH병원은 2011년 328개 지역에서 사용한
전화 회선을 통해 원격의료센터로부터 NH병원 전문가에게 직접 ECG를 전
송하는 오프 특허 트랜스 전화(Off-patent Trans-telephonic Electro Cardiogram)
의 전자 심전도(ECG)를 만들었다. 또한 화상 회의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화상회의는 2011년 439개 통신진료(Telemedicine) 지역에서 원격 상담을 위
한 ‘1 대 1’, 파트너 헬스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위한 ‘1 대 다수’
로 이루어지고 있다.

⑦ 핵심 활동
NH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둘째로 큰 심장 병원이 되었다. 높은
규모와 낮은 공급 가격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모든 수준에서 ICT의 사용
및 운영 직원을 위한 관리적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혁신 덕분에 많
은 환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하여 다른 기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
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셰티 박사에 의해 시작된 혁신적인 보험
제도는 병원 예산의 20%를 부담하는 기부자 기금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기
부금은 가난한 사람들(심장병 치료를 위해 환자의 보험이 부담하는 30%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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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50%의 환자)에게 세계 수준의 치료를 지
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NH병원은 2,300달러의 평균 심장 수술비용
(미국의 1/10)과 더불어 미국 병원의 평균보다 높은 세금 후 7.7%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서비스 확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비롯한 세계에
서 가장 큰 통신진료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진료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NH그룹은 인도를 통한 ‘의료 도시’의 구축을 위해 인도에서 가장 큰 민간 병
원 그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 2015년까지 3만 개의 침상을 계획하고 있다.

⑧ 핵심 파트너십
중소기업으로는 Shankaranarayana 건설(토지를 위한 시드 자금)이 참여하
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으로는 타타 금융,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Bioson 재
단, ICICI 롬바드, AIG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는 아시아심장재
단, Hrudayalaya 재단과 Nanayana Hrudayalaya 자선 신탁, American Cherch
등이 있다.

⑨ 비용 구조
의료비용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비의료계 직원과 의사의 추천으로
매일 활용 가능한 기금에 따라 환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평균 심
장 수술은 미국의 2만∼10만 달러에 비해 매우 저렴한 2,300달러이다. 한 달
에 평균 100만 달러의 기부로 수술비의 일부를 보충하며, 인도 정부가 제공
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ISRO의 위성 인프라의 무료 사용, 의료 공급
비용은 대량 구매로 최대 35%까지 비용을 절감시켰다. 매출 구조를 보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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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술 53%, 중공 관상의 외과적 기구 절차 25%, CCU 9%, 외래 환자 비용
8%, 일반 외과 수술 2%, 신경외과 3%이다. 의료비용 결제는 수술을 위해
사전에 ‘패키지’지불(병원에서 며칠을 머무르든지 상관없이 같은 비용)하며,
보험제도 하에서의 환자를 위한 전자지출 처리를 한다. 신용이 없는 저소득
환자에 대한 운영비용의 교차 보조금(심장 치료 환자의 20%), 빈곤층을 위
해 설계된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30%의 심장치료 환자) 등을 지원받고 있
다. NH병원은 비오콘 재단과 금융서비스 기관인 ICICI 롬바드와 손잡고 저
소득층 환자를 위한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15루피
(3,300원)를 내면 3일치 입원비용이 무료다. 외료진료는 표준 진료비의 반만
내면 된다. 한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NH병원은 2006년 10월에는 9,567명의 외래환자와 1,608명의 입원환자를 진
료했다. 2001년부터 2007년 5월까지 NH는 2만 3,000건의 외과수술과 3만
4,000건의 카테테르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환자의 절반에게 250만 달러의
치료비를 보조했다.

다. RML(Reuters Market Light)

① 가치제안
톰슨 로이터는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런던, 미네소타를 주요 거점
으로 93개국에 5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07년 로이터 마켓 라이
트(RML, http://www.reutersmarketlight.com)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
를 통해 농민들에게 작물의 시장 가격, 지역의 날씨 정보, 비료와 농약, 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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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각 지
역에서 고용된 직원에 의한 조사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것이
며,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다. SMS 메시지는 해당 지역 언어로 농민의 휴
대전화로 전송된다.

그림 4-4. Reuters Market Light 서비스

자료: Reuters Market Light 홈페이지 외 관련 사이트.

2010년 상용화를 개시하여 인도의 12개 주에 걸쳐 수십만 명의 농민이
RML에 가입하고 매일 300∼2,500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겨나고 있다. 주요
상품은 지역화된 맞춤형 날씨 예보, 지역 작물가격, 농업 뉴스와 관련 정보
를 매일 4∼5회 현지 언어로 개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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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다. 또한 각 지역에 맞게 현지 언어 (8개 언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농민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가격에 농작물을 판
매할 수 있게 돼 소득 향상이 가능해진다.

② 고객 세그먼트
주요 고객은 농민이다. 인도의 12개 주(마하라슈트라, 마디아 프라데시, 우
타르 프라데시, 펀자브, 하리아나, 라자스탄,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 웨스트 벵갈, 타밀나두 등)에 걸쳐 4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
하고 있다. 매일 300∼2,500명의 신규 가입자, 인도 총 농민의 10%에 해당하
는 평균 5∼7에이커를 소유한 6천만 명의 소규모 농민이 타깃 고객이다.

③ 채널
RML 서비스 이전에는 라디오, TV, 신문, 딜러나 상점 주인을 통한 정보
입력, 또는 다른 농민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하거나 eChoupal 키오스크와 같
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경쟁 상황을 보면 아직도 제한적이지만 모바일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타타컨설턴트 서비스, 웹 플랫폼과 텔레어드바이저리(Tele-advisory)를
통한 정부 주도의 Kissan Kerala, 협력 회원을 위한 무료 음성메시지를 제공
하는 IFFCO Kisan Sanchar Limited’s(IKSL)이다.

④ 고객관계
유통업체를 위해 RML의 판매 및 유통 마케팅 부문은 기존 관계를 심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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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전국적인 유통업체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고객을 위해 배너 광고,
포스터, 캠페인, 마케팅 활동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마을의 ‘Sarpanches(지
도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구전 마케팅을 실시한다. 품질 관리를
위해 고객의 문의나 불평에 대한 다중 언어 고객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판
매 및 유통은 주로 직접 농업 소매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용 및 수익 분
배를 살펴보면 판매를 통한 수익은 로이터에서 발생하며, 마케팅 비용은 대
부분은 리쿠르트 대행사를 통한 콘텐츠 리포터의 비용을 포함하여 로이터가
부담하나 부분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⑤ 수익원
RML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농민은 상점, 우체국, 은행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등록을 한
다. 메뉴는 3개월, 6개월, 1년 이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175∼
650루피이다. 회원 평균 1일 4개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 카드의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 카드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제휴
기업의 번들 제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RML은
문자해독력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각 지역의 언
시지도 서비스하고 있다.
어에 맞게 음성 메

⑥ 핵심 자원
RML 다이렉트는 모든 핸드셋 모델과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다양한 농업
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스크래치 카드이다.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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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분화된 시장에서 뉴스 및 시장 데이터에 대한 소싱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 사항의 평가 및 제공되는 서비스(특히 정보 등 방대한 양의 적절한 데
이터베이스를 설정)를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RML은 초기부터 콘
텐츠 소싱에서 전송 및 고객 지원을 통해 전체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이 산
업 분야에서는 RML이 2007년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농민에 대한 개인화된
전문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⑦ 핵심 활동
RML은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지역에서 농부들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서비스는 시장
가격에 대한 지식과 수익성 개선 전망을 통해 날씨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이후 2008년 RML에서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작물 재배 및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 향후 서비스 규모와 확장 가능성은 높은 품질의 콘텐츠
및 지속적인 자금 관리,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RML의 능력에 달려 있
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2010년 50명의 풀타임 직원, 300명의 리포팅 스태프
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2009년 100만 달러 이상이며, 초기 자금은 RML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⑧ 핵심 파트너십
협력업체를 살펴보면 콘텐츠의 경우 정부의 마켓 데이터, 날씨 정보를 제
외하고, RML 자체 네트워크와 리소스에서 대부분 소싱된다. 그 외 마하라
슈트라 주 농업 마케팅위원회, 펀자브 Mandi 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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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물 자문 콘텐츠를 위하여 마하라슈트라, 펀자브의 농업대학, 연구소와
협력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 작물 전문가
와 협력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파트너를 통해 휴대전화
로 유통되며, RML은 노키아의 Life Tools Program(마하라 슈트라)의 농업
분야 독점 공급업체이다. 동사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주요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데아(IDEA Cellular), 에어텔(Airtel)과도 제휴하여 이
들 이통사 이용자에게는 동사의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다.

⑨ 비용 구조
이용자 측면에서 비용을 살펴보면 투자비용은 기본적인 휴대전화에 대한
액세스 비용이며, 서비스는 무료 가입 및 활동(발신 무료 전화)이며, 서비스
팩은 분기별 7달러, 반기 10달러, 연간 20달러이다. 가구당 평균 수입은 중간
소득의 농민은 하루 2달러(3개월 RML 팩 비용은 가난한 농민 수입의 4%에
해당)이며, RML 고객에 따르면 RMS 서비스 덕분에 연간 소득이 5∼25%
증가하였다.

라. eChoupal

① 가치제안
ITC Ltd는 2010년 140억 달러의 시가 총액,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다양
한 분야(담배, 호텔, 보드지, 패키징, 농업 비즈니스 등) 진출에 적극적인 인도
의 주요 민간 기업 중 하나이다. eChoupal(www.echoupal.com)은 거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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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농업 상품 소싱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을 위한 농업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6월 시작되었다. eChoupal(Choupal은 힌디어로 농
촌의 집회소를 말함)은 날씨와 농업 경영에 관한 최신 정보를 농가에 폭넓게
제공하며 ITC는 인터넷을 통해 농촌에서 농산물을 사들이는 한편, 농민은 인
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농업 기술, 날씨, 시장 가격 등의 정보) 및
상품을 구입한다. eChoupal 덕분에 농민들은 이전처럼 중매인에게 착취당하
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eChoupal 사업에는 현재 100만
이상의 농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ITC는 5개 주 1만 8,000개 마을에서 3,000개
의 인터넷 키오스크를 통해 콩, 커피 콩, 밀, 쌀, 새우 등을 매입하고 있다. 동
사는 몇 년 이내에 eChoupal을 15개 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ITC는
eChoupal 네트워크를 통해 수수료(30∼40%)를 받으면서 60개에 이르는 회사
의 제품(비료 등 농업 관련 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4-5. eChoupal 서비스

자료: eChoupal 홈페이지 외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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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발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eChoupal 1.0(2000~07년)은
농민과 ITC 사이의 직접 연결을 기반으로 한 농업 서비스로서 농민의 상품
을 위한 ITC 구매, 농업 정보에 대한 농민의 접근성을 제공하였으며, 기존
서비스(입력물을 위한 농민의 수요 집계)에 확장된 시장 제품과 서비스를 위
한 플랫폼으로서 eChoupal의 개발을 구현하였다. ITC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직접 거래를 하는 집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매인이 들
어감으로써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던 농작물의 매입 가격을 ITC가 인터넷상
에 설치한 전자 집회소에서 공개한다. 따라서 ITC는 시장 가격에 조달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농작물을 조달하고, 농민은 더 높은 가격으로 농작물을 판
매할 수 있다. eChoupal 2.0(2008년 이후)은 마케팅 개발과 ‘Choupal Saager
(농민의 수요에 특화된 농촌의 슈퍼마켓 소매 판매)’라고 불리는 거대한 쇼
핑몰이 ITC의 전자 집회소 옆에 설치되어 종이나 비료 등 농업 관련 제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다. BoP는 향상된 소득을 이용하여 풍요로운 생활
을 누릴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성장 의욕을 얻을 수 있다.

② 고객 세그먼트
고객은 농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4백만 농민이다.

③ 채널
경쟁 상황을 보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판매 채널의 경우 Mandis
(현지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정부 위임 시장, 거래의 90%), 제조 실행 협동
소사이어티(거래의 10%)였으며, 전문적인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없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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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Choupal에 의해 제안된 일부 활동(예를 들어 Drishtee의 ICT 서비스, 타
은행의 금융서비스)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경쟁자는 부재한 실
정이다.

④ 고객관계
고객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리크루트 프로세스와 역량 구축을 살펴보면
Sanchalak는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기반으로 ITC에서 훈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농민(마을 주민의 인터뷰와 투표로 결정)과 사업 지향적으로 동기가 부
여된 자를 선정한다. 마케팅은 Sanchalaks를 통한 입소문, eChoupal 라디오
방송, 지역 농촌 매체, eChoupal 채널을 통해 제작되어 주말시장(Haats)에서
무료 배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통은 반경 5km 이내 600명 농민당 1개
키오스크, 키오스크당 30개 이내 소매업자가 존재한다. 씨앗 가격은 농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험실 테스트를 거친 후에 신뢰할 수 있고 이
해할 수 있는 농민의 단순 테스트를 통해 Sanchalaks에 의해 평가돼 품질이
좋다면 전일 종가로 작물을 구입한다.

⑤ 수익원
곡물상사 ITC가 설립한 농촌농업정보 IT 키오스크 ‘eChoupal’은 적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호스트 농가(sanchalak)에서 PC를
통해 각종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1일당 방문자는 80~100명, 거의 100% 확
률로 ITC에 농산물을 매각한다. 수수료는 1퀸틀(Quintal: 46kg)당 5루피,
수수료 수입은 월 2,000루피(400퀸틀)이다. eChoupal 회사 차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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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ices로부터의 직접적인 매출은 없으며,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수익원을 보면 다른 제품의 광고 증가 및 eChoupal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마케팅과 소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ITC의 거래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싸
지 않지만 투명성이 높고, 정확하며 추가비용이 없어 즉일 현금결제의 이점
이 있다.

⑥ 핵심 자원
기술 혁신 차원에서 처음 E-service가 설치되었을 때 하드웨어와 Sanchalaks
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다. eChoupal은 이전에 농촌지역에서 액세스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반드시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Sanchalaks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⑦ 핵심 활동
eChoupal은 ITC에 대한 소싱 상품의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서 서비스의 혜
택을 받는 키오스크 운영자인 Sanchalaks나 개별 농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촌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휴대전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농민에게 eChoupal의 정보서비
스가 덜 필요하게 되어 다른 채널을 통해 시장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농민들의 생산품 판매에서 다양한 대안의 등장은 현금 구매에 따른 매일 보
장된 고정가격을 제공하는 ITC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시키고 있
다. 또한 Mandis(현지 시장)에서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농민에 대한 결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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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제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eChoupal이 농촌지역에 구축해온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고 있다. ITC는 보다 효율적인 물류관리와 실시간 정보를 위한
기술의 사용으로 ‘최단거리 납품’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향후 규모의 확
대를 위해서는 기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⑧ 핵심 파트너십
파트너는 산업 분야에 걸쳐 100개 이상이며, 주요 공급업체는 콜게이트,
비료 공급업체와 같은 상품과 소비재 공급업자이다. 은행은 작물 대출을 위
한 인도의 주 은행(아직, 서류 중심), 보험을 위한 인도 생명보험 회사 등이
며, Nokia Life Tools는 모바일 농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eChoupal에 의해
수집된 지역 콘텐츠를 제공한다.

⑨ 비용 구조
비용 구조를 보면 2007년 이전에 ITC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 비용, 확장단
계에서 투자로서 키오스크당 3,000∼6,000달러이다. 결제는 거래 처리에서
수수료만 발생하며, 농민이 ICT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직접 비용은 없다.
Sanchalaks 금융은 컴퓨터와 ITC에 의해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 소득의 추
가 소스로서(Sanchalaks는 농민) 거래 처리에 따른 수수료(그들이 추천한 소
매업자를 통해 판매된 보험과 제품)가 발생한다. 이용자(농민) 측면에서 보
면 초기 비용은 없으며, 가입비도 없다. 평균 가계 소득은 연간 400∼1000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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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INO

① 가치제안
인도 최대의 민간 은행인 ICICI 은행이 은행 지점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모바일
뱅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후 2006년 이 사업은 FINO(Financial Inclusion
Network & Operations Ltd)로 독립했다. FINO(www.fino.co.in)는 2006년 7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BoP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술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2월에는 연금 및 정부 제도
의 혜택, 저축 예금, 대출, 송금 한도, 건강 및 장애 보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2,800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
스는 연금 및 정부제도 혜택, 저축 계정, 대출, 송금 한도, 건강·장애 보험을
위한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를 포함한 BoP에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제도와 타 기관에 대한 기술 서비스이다.

② 고객 세그먼트
공공 고객은 23개 은행, 10개 미소금융기관, 15개 정부 기관, 5개 보험대
행사이다. 일반 고객의 40%는 여성으로 2011년 2월 현재 인도에서 3만
6,000개가 넘는 지역에 2,8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인도의 농촌과 도농지
역에서의 BoP와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객층이다. 고객을 위한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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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널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그전에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와 고객 획득을
위한 높은 비용 때문에 대안이 없었으며, 최종사용자를 위해 오래 지연되고
높은 비용으로 제한된 금융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경쟁사는 인도 마이
크로 연금 솔루션, 인테그라 마이크로 시스템, 아톰 기술, 타타 컨설팅의 시
범 프로그램 등이다.
스태프 모집 절차를 살펴보면 CSP(Customer Service Point, 고객서비스거
점)는 마을 의회나 다른 소스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적절한 교육과 금융용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며, 이미 휴대전화에 익숙한 개
인을 타깃으로 한다. 선정된 스태프는 부수입을 얻으며, ‘은행가(banker)’라
는 직함의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된다. 스태프 역량 구축의 훈련 과정으로 지
구(District) 코디네이터(DC), 블록 코디네이터(BC) 및 Bandhu(근처의 비즈
니스 특파원)에게 3일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금융 교육 프로그램(소비자 교
육/인식)은 3일 마스터 트레이너에 의한 CSP 교육, CSP 자체적으로 마을주
민에게 2시간 과정의 3세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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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INO 서비스

자료: FINO 홈페이지 외 관련 사이트.

④ 고객관계
마케팅 활동을 살펴보면 인도의 농촌 마케팅회의에 참여, 지역의 마을의
회, 기관 및 개인에게 봉사 활동, 집집마다 CSP 마케팅을 실시한다. 2010년
이후 버스 정거장에 포스터, 그 외 시각적 광고, 제품 조건을 설명하는 FINO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플릿과 광고 포스터를 활용한다. 핵심 판매 방식
은 CSP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무료 혹은 저가격, 전통적 솔루션에 비해 빠
른 금융 처리의 속도이다. 고객 충성도는 CSP에 의해 FINO 시스템을 사용
하여 훈련받고, 커뮤니티에서 친숙한 CSP에 모집된 고객, CSP에 대다수 고
객의 가정이나 직장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실시해 유지된다. mBanking의 경
우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출은 예금 계좌
에 10번 이상의 거래기록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직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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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 번째 대출로 60달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신용도에 따라 120달러,
180달러, 240달러까지 대출된다. ‘담보 대출’의 경우 100달러의 예금을 가진
사람은 200달러까지 이용 가능하다.

⑤ 수익원
FINO 이익은 제휴 은행과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 요금에서 얻을 수 있
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CSP는 FINO에서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송금 시 수수료뿐이며, 예금이나 인출 수수료
는 없으며,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교통비가 필요 없어 농촌의 이용자는 은행
창구에 가는 것보다 싸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직접 비용은 200
달러까지 송금서비스당 0.5달러, 보증금과 예금인출은 무료이다. 주요 고객
의 가구당 평균 수입은 매년 1,500달러 이내로 생활하는 인도 인구의 52%이
며, 전통적인 은행서비스에 비해 FINO 서비스는 4배 저렴하며, 은행을 이용
하기 어려웠던 7백만 명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800명
의 종업원, 1만 5,000명의 현장 대리인을 거느리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사이 140%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으며, 매출은 2009년에서 2010년 2,250
만 달러로 130% 증가, 2010∼11년 회기연도 5,200만 달러의 매출, 10∼15%
의 매출액 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⑥ 핵심 자원
FINO 사업의 특징은 지문에 의한 생체 인식 스마트카드와 이를 읽어들이
는 거래 시점(POT: Point Of Transaction) 단말기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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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의 금융 서비스 제공 시에 필수불가결한 보안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FINO는 우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어려운 지역에서 CSP로 운영자
를 고용하고, 금융 지식과 POT 단말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한다. 교육을 받은 CSP는 POT 단말기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POS 단말기를 휴대하여 지역 내를 순회하는 경우와 가정
이나 상점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는 발급된 스마트카드
를 이용하여 FINO의 CSP를 통해 FINO가 제휴하는 은행의 잔액 조회, 예금
인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FINO는 정부 기관과도 제휴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금이
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FINO는 FINO Fintech 재단, 비영리 융자 등
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자를 훈련시킴으로써 농민의 금융 문맹을 없애려고 노
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융 교육 아카데미를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⑦ 핵심 활동
FINO 시스템은 매우 유연하고, 사용자 정의, 확장성, 서비스를 위한 준비
가 되어 있으며, 이전에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시 이후 2,800만 명 정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하루 3만 명의 고객 증가 속도는 충분히 수익성을 가지면서 잠재적인 BoP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FINO의 능력을 보여준다. 인도에서 은행을 이용
할 수 없는 700만 명을 포함하여 지역 확장을 위한 시장은 크다. FINO의 다
음 목표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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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핵심 파트너십
참여 파트너를 살펴보면 공공 부문 은행은 16%를 투자(코퍼레이트 은행,
인도 은행, 인도 생명보험회사, 유니온 은행)했으며 민간 부문 은행은 25%
(HSBC), 25%(ICICI 그룹), 민간 부문은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회사 16%(인
텔), 민간 신탁 1%, 글로벌 기관 17%(IFC)이다.

⑨ 비용 구조
고객을 위한 비용을 보면 예금 계좌는 계좌 개설 및 최소 금액 유지를 위
한 전통적으로 높은 비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낮은 비용으
로 ‘초저가(No-frill)’로 설계되었으며 등록비, 보증금, 인출비는 무료이다. 송
금은 200달러까지 거래당 0.5달러이며, 대출 이자는 24%이다. 생명 및 장애
보험은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연 1달러이며, 영구적인 장애의 경
우에는 500달러이다. 전자 건강보험은 매일 2달러 이내를 버는 사람들을 위
해 설계되었으며, 병원에서 6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달 보험 프
리미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 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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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사례 비교

Drishtee

NH병원

RML

eChoupal

FINO

분야

농업(소매)

건강

농업

농업

금융서비스

기술

키오스크

e-헬스 기술

모바일 앱:
SMS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서비스
유형

소매,
키오스크,
e-서비스

e-헬스 서비스
(ECG)

정보서비스

인터넷
키오스크,
소매업

은행업무,
고객서비스
거점

서비스
개시일

2000년

2001년

2010년

2000년

2006년

운영자

Drishtee

NH그룹

톰슨 로이터

ITC Ltd

FINO

주요
고객

마을 단위
농민

마을 단위
농민

은행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익원

라이선스
비용,
각종 수수료

심장병
치료비,
기부금

스크래치 카드
판매

상품판매,
수수료

수수료

ICT
이용

농촌지역에서
소비재와 웹 기
반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해 ICT
활용

ICT의 통합적 사
용을 통해 대중
을 위한 고품질
의 심장병 치료
제공

농업 SMS를 통
해 보다 나은
농부의 삶의 질
제공

키오스크를 통
해 소규모 농민
에게 서비스를
제공

은행 이용이 어
려운 사람들을
위한 통합 결제
솔루션을 제공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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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CT 기반의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
석하기 위해 ICT의 접근 유형과 분석 대상 분야로 구성된 ‘2 X 3’매트릭스
를 구성했다. 고객이 정보에 접속하는 유형은 휴대전화를 통한 직접 접속과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을 통한 간접 접속으로 나뉘며, 분석 대상 분야는 보
건, 농업 및 경제활동지원, 금융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세부 비즈니스 유형
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에 직접적 접속, 지역 대리인을 통한 정보에
간접적 접속, 휴대전화와 지역대리인 등 직·간접적 방법을 통한 금융서비스
접속 등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3개의 ICT 기반 BoP 비즈니스 모델
에 맞춘 13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 5개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ICT 기반 BoP 비즈니
스 사례는 적은 비용의 송금과 은행서비스(ALW, EKO, FINO), 농업생산성
과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Babajob, Behtar Zindagi, IKSL, Nano Ganesh,
RML, Simpa Networks, Drishtee, eChoupal), 검증된 의약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mPedigree), 극빈자를 위한 심장 치료 제공(NH Hospital)을 통해 인도
의 BoP에 많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심층 분석한 5개 사
례를 보면 Drishtee는 인도 농촌지역에서 소비재와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ICT를 활용, NH병원은 ICT의 통합적 사용을 통해, 인도에서 시작
된 ‘대중을 위한 고품질의 심장병 치료’ 제공, RML은 농업 SMS를 통해 보
다 나은 농부의 삶의 질 제공, eChoupal은 농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키오스크
를 통해 소규모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 소싱을 개선, FINO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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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통합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셋째, 고객이 부가가치 정보에 접속하는 유형을 비교한 결과, 휴대전화 모델
은 저가 휴대전화가 일정 부분 보급된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정보에 접근하는 데 비해 대리인 모델은 마을 단위의 시장 개척 차원
에서 마을의 신뢰를 얻고 있는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을 통해 인터넷이 접
속 가능한 키오스크나 판매거점을 통해 점차적으로 고객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BoP를 대상으로 ICT 기반 서비스를 만들려는 기업에 주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분야에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역의 문제를 정의한 후 지역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성공적인 모델은 지역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만약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저소득층 고객이나 수혜자에게 단순히 기존 모
델을 적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타깃 고객들은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 조사에서 발굴한 적절한 콘텐츠의 개발은 산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건 분야를 위해 수요와 니즈를
모두 연구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이미 그들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질 낮은
서비스, 무료나 시험판으로 제공되어 온 건강 관련 ICT 서비스에 소비하는
반면, 재정이 바닥나거나 근본적인 의문점이 떠오르는 순간 서비스를 포기
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대안으로 ICT 기반의 건강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의 예산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금융 서비스의 경우
m-banking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는 중소기업이 자신들
의 비즈니스를 위해 상당한 정도로 m-banking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돕거나 중소기업에 실행 가능한 m-banking 서비

∙ 100

인도의 ICT를 기반으로 한 저소득층(BoP) 비즈니스 모델 연구

스를 매우 경제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농촌 빈곤층을 대
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망이 구축되고, 농촌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상품이 보
급됨에 따라 과거 회사에서 고객으로 간과되어 온 저소득층에서도 소비의
다양화·활성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BoP 6개 계층 간 지
출 상황을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의 지출 격차는 작으나 ICT와 교육 분
야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일본무역기구 2010, p. 16). 일반적으로 건강 유
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 지출 등과 비교하여 ICT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은 빈곤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BoP 인
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ICT 및 교육 등 비식품 분야에 대해 접근하는 것
자체가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도는 2025년에는
2005년에 비해 중산층 인구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일본무역진흥
기구 2012, p. 12)됨에 따라 향후 저소득층이 다수 중산층으로 편입될 것이
며, 이들의 지출 형태가 의식주보다는 문화·IT 서비스 수요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의 BoP 비즈니스에서 ICT 인프라 구축 및 활
용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CT 강국인 한국 기업에는 기회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본 연구 사례에서 소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한국 기업이 제조, 판매할 경우의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ICT를 활용한 BoP 비즈니스에 참가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모델의 일부를 담당하
는 형태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이 방식은 한국 기업이 직접 저소
득 계층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소득 계층을 위
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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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다. 시장 개척은 기존 사업의 사업자가 할
경우 위험이 적고, 또한 판매 대상도 명확하고 사업의 장애물은 낮다. 이러
한 방식으로 BoP 시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경우 현
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저소
득 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인도에 진출할 한국 기업에
유망한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 분야의 경우 각종 의료 검사 장
비, 확장 가능한 원격 의료시스템이며, 원격 의료 시스템 개발업체, 원격 의
료 서비스제공업자 등과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의 경우 지역의 요
구에 맞는 농업 정보 서비스이며,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 CSC(Common
Service Center)의 SCA(Service Center Agency) 등과 협력한다. 금융의 경우
CSC 금융서비스, 생체인식 기기, QR 코드, 현금 관리기기이며, 이를 CSC의
SCA, 각종 원격 서비스제공업자 등과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BoP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Immelt et al.(2009)가 주장한 역혁신(Reverse
Innovation)의 개념을 한국 저소득층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기존 중산층이 구
입하는 제품과 같은 성능을 갖추면서도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낮은 가
격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층을 발굴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P 비즈니스가 전 세계 인구의
최대 70%를 대상으로 하는 정도로 큰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가진 현상이라
는 점, 그리고 이미 포괄적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수많은 귀납적 연구와 사
례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포괄적 비즈니스 연구 자체의 인
과관계를 가지는 독립한 학제로서 성립될 수 없지만, 브릭스(BRICs) 신흥시
장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역학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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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학술적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영역학으로서의 연구 그
자체로서, 또 그 단계에서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존 신흥국시장
의 주요 진출 대상이 브릭스 국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BoP 시장으로 바뀌
고 있다. 인도의 BoP 시장 연구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전 세계 BoP
시장을 공략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
지 우리나라 기업은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사해왔는데,
이제는 세계 공통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
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ICT, 비즈니스 모델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여 BoP 사례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헌연구가 부족해 본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도에서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대상을 아시아, 아프리카로 넓혀 분
석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BoP 비즈니스 현상을 조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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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 6,000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5년간 연 6%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세계 31위의 경제권으로 1971년 독립 이후 경제 부문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1) 반면 아직까지 정치적 불안정이나 열악한

1) 외교통상부(2013. 3), p. 140, ｢방글라데시｣, 동·서남아 그리고 ASEAN, 외교통상부;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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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해 고속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나라이기도 하다.2)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관계를 보면 1972년 5월 18일 정식 수교국이 되었으
며 1974년 3월 수도 다카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무역
관을 설치하였다.3) 또한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오
다 2011년 18억 7,000만 달러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각 17억 5,000
만 달러로 축소되었다.4)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투자금액도
2009년에 567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4,493만 달러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
지만 2011년도에는 915만 달러로 다시 축소되었고 2012년도 1,320억 달러,
2013년도 914만 달러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이러한 기류는 방글라데시 평가정보를 보면 좀 더 명확하다.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방글라데시의 투자환경위험 평
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섬유‧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금융, 무선통신, 에너지(가스채굴) 등의 분야로 투자가 확산되
고 있어 향후 투자대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2)
3)

4)
5)

｢방글라데시의 경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7617&cid=40942&categoryId=
31906.
한국무역보험공사(2012), pp. 3~4.
그러나 이미 1973년 6월 29일에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9년에 문화협정, 1983년에 이
중과세방지협약, 1986년 투자보장협정, 1993년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1995년 과학기술협력협
정 등을 체결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연도별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입 추이,
http://global.korcham.net/Service/Country/appl/RelationView.asp?nCountryCd=BD.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global.korcham.net/Service/Country/appl/RelationView.asp?nCountryCd=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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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반면,6) 2012년 3월 OECD 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방글라
데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정 및
타카화의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6등급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S&P와 무디스
도 2010년 4월 높은 대외채무에 따른 재정 운영의 유연성 부족으로 각각
BB-와 Ba3 등급을 부여하였다.7) 이에 비하여 방글라데시는 2013년 11월 26
일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CFA)을 체결하였고8) 이를 통해 2013년 4
월 의류공장 붕괴사고 후 6월 27일에 중단되었던 관세특혜(GSP, 최빈개도국
에 제공하는 관세 특혜)의 재개9)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품목인 의
류의 경우도 관세 특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10)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
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기반의 부족뿐만 아니
라 정치상황의 불안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2014년 1월
총선을 실시했지만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11)이 전면 불참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정치적 혼란이 증대했고12) 잠재된 테러위험13)과

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앞의 보고서, p. 1.
7)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의 보고서, p. 2.
8) 이 협정의 논의는 2001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방글라데시 내 좌파 및 진보세력의 반대
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9)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2013년 6월 특혜관세 잠정중단을 발표하여 방글라데
시의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송영철‧이정미‧최원석(2013. 12), p 14,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KOTRA-KIEP 유망국가 산업연구).
10) “Ticfa to help improve workers’ safety, right: USTR,” Star Online Report(November 26, 2013),
http://archive.thedailystar.net/beta2/news/ticfa-to-help-improve-workers-safety-rights-ustr/. 또한 이 기
사에서는 미국통상대표부(USTR. Unite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
시는 미국의 59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 2012년 연간 양자간 거래액은 54억 달러라고 한다.
11)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방글라데시 국민당으로 불리기도 한다(외무부, 방글라데시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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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4), 전기 부족15) 및 높은 물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는 문제를 안
고 있기 때문이다.16) 정치의 불안정은 결국 교역확대나 적극적인 투자를 막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45위이며 수입
대상국 중 70위의 흑자 교역국인 방글라데시와의 안정적인 교역과 무역투자
협정 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정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와 현
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는 극히 찾
아보기 어렵다.17) 관련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경제협력이나 투자
12) “Bangladesh’s Governing Party Wins vote Amid Unrest,” The New York Times. (Jan. 6, 2014).
13) “Counter terrorism: A Bangladesh perspective,” The Daily Star(March 20, 2013); “The Threat
of Islamic Extremism to Bangladesh,” World Security Network(Jul. 28, 2005).
14) “Bangladesh: Dhaka’s worrying water supply”, IRIN(humanitarian news and analysis) (April
23, 2012); Saima Hedrick, “Water in Crisis-Spotlight on Bangladesh,” The Water Project. 이
기사에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97%가 물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직 40%만이 적절한 위
생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WHO가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식
수로 60%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http://thewaterproject.org/water-in-crisisbangladesh.
15) Rajib Kanti DAS‧Soman CHAKRABORTY(2012. 6), p. 54, “ELECTRICITY CRISIS AND LOAD
MANAGEMENT IN BANGLADESH,”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Vol. 4, Issue 2.
16) “Bangladesh energy shortages hurting FDI-Official,” REUTERs(Jan. 10, 2012). 이 기사는 에너
지 공급 부족이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방글
라데시는 지위와 공공의 분노 때문에 만성적인 전력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등록된 방글라데시 정
치 관련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고 모두 방글라데시인에 의한 논문이며(Golam Sarwar, ｢방글
라데시의 지방분권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 Mobasser Monem Hasan‧
Muhannad Baniamin, “Poverty and Governance: an Overview of Bangladesh Experiences,” 지
역발전연구(2010), Mobasser Monem,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Declining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and Crisis of Governance in Bangladesh,” 정부학연구(2007)) 국내 학자의 연구논
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경제 및 투자 관련 논문만이 몇 편 정도 있을 뿐이다
(Saiful Alam‧Taikoo Chang,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국의 방글라데시 투자 분석 및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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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환경조사가 대부분으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환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의 정치불안의 원인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봄으로
써 정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방글라데시의 국가 및 정치제도 개관
1. 방글라데시 국가의 수립
1) 국가수립 연혁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나라18)로서 파
키스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19) 1971
년의 서(西)파키스탄(현재 파키스탄)과 동(東)파키스탄(현재 방글라데시) 사
이의 무력 분쟁이 거의 9개월간 계속되었는데 이 전쟁 후 방글라데시가 파

방안｣, 산업경제연구(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나지아토바솜‧김철원, ｢방글라데시 씨감자
농가의 유통비용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2009), 이재규 외 2, ｢영
원무역의 방글라데시 진출 사례｣, 경상과학(1994), 알름 사이풀‧장태구, ｢방글라데시와 한
국 간의 무역 잠재력 증진 방안｣, 남아시아연구(2012), Md.Saiful Alam Chang‧Tai-Koo,
｢남아시아 지역관광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잠재력-방글라데시 관광전망 분석｣, 동북아
관광연구(2012) 등), 이외 방글라데시 관련 논문은 주로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관한
연구나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것이다.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pp. 103~104.
19) 그렇다 하더라도 방글라데시는 무슬림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힌두와 기독교, 불교 등
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무슬림 89.5%, 힌두 9.6%, 기타 0.9%이다.

1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 후 최초 정부인 아와미 연맹(AL:
Awami League)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심지어 1975년 군대
에 의해 전복되기까지 했다. 이후 일련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대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세워지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만들어졌다.
1981년 군부 쿠데타 이후 1991년의 민주선거 전까지 군대의 지원을 받는 법
이 방글라데시를 통치하였다. 군대의 지원을 받는 비상 과도 정권(emergency
caretaker regime) 시기를 제외하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 아와미 연맹이
교대로 정권을 잡았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힌두, 기독교, 불교, 정령주의
등이 모두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문화로 연합한 나라이다. CIA 보고에 따르
면 국제개발원조(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도움으로 방글라데시
는 독립 이후 식량과 안보에 큰 진전을 보였으며 경제 또한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6%씩 성장했다고 한다.20)

2) 국가체계와 헌법의 제정 및 구성
공식적인 국가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며 방글라데시어로는 Gana Prajatantri Bangladesh이다. 방글라데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1972년 11월 4일 제정돼 1972년
12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다. 헌법
서문에는 1971년 3월 26일 독립전쟁에 의한 독립, 주권 인민공화국이 설립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무슬림의 기초 위에 민족주의, 민주주의와 경제

20)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
the-world-factbook/geos/print/country/countrypdf_b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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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 정의를 의미하는 사회주의에 따라 헌법에 그 기본원리를 담고 있음
을 밝힌다. 또한 국가의 기본 목표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과 자유, 평등, 정의, 정치, 경
제, 사회, 모든 국민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총 11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공화국(The Republic)에
관한 사항, 제2부 국가정책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State Policy),
제3부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부는 행정부(The
Executive)로서 제1장 대통령(The President), 제2장 총리와 내각(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제2장A 비정당 과도정부(Non Party Care Taker
Government), 제3장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제4장 국방서비스(The
Defence Services), 제5장 법무부(The Attorney General)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또한 제5부는 입법부(The Legislature)로서 제1장 의회(Parliament), 제2장
입법 및 재정 절차(Legislative and Financial Procedures), 제3장 법 제정 권한
(Ordinance Making Power)을 규정하고, 제6부는 사법부(The Judiciary)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장 대법원(The Supreme Court), 제2장 하급법원(Subordinate
Courts), 제3장 행정법원(Administrative Tribunals)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7부는 선거(Elections), 제8부는 감사원(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부는 방글라데시의 서비스(The
Services of Bangladesh)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장 서비스(Services), 제2장 공
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s)에 관한 사항과 제9A부 비상규
정(Emergency Provisions), 제10부 헌법 개정(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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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1부 기타(Miscellaneous)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조직
방글라데시는 연방국가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민주주
의 국가이다. 1973년 최초의 총선이 실시되어 내각책임제 정부가 구성되었
다. 방글라데시의 국가조직은 헌법상 기본틀로서 행정부(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 입법부, 사법부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순서적으로 볼 때 통상 법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배치돼 있지
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행정부의 역할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보
인다.21)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5년의 임기와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고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에 관한 형식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총리와 대법원장의 임명과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면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정
부를 발족시킬 권한이 있지만 대개는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대통령은 압둘 하미드(Abdul Hamid)로 2013년 4월 29일 이후 집권하
고 있으며 다음 선거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다.22) 이에 비하여 의회 다수
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어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21)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입법부), 정부(대통령과 정부), 법원(사법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독일 헌법의 경우 입법(제3장), 대통령(제5장), 행정(제6장), 사법(제9장)의 순으로 구성
되어 있고, 미국 헌법도 입법(제1장), 대통령(제2장), 사법(제3장), 행정(제4장)의 순서로 구
성되어 있다.
22) 압둘 하미드(Abdul Hamid)는 전 대통령인 무하마드 질루르 라만(Muhammed Zilur Rahman)
의 사망 이후 2013년 3월부터 의회 의장으로서 대통령직 대행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선에
서 반대표 없이 2013년 4월 22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Abdul Hamid elected President
Uncontested,” bdnews24com(April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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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각의 구성도 총리가 선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
다. 현재의 총리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로 2009년 1월 6일부터 직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5일 재선되었다.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는 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다.23) 이 7개의 행정구역을 도 또는 구
(division)라고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시 또는 군(district)은 현재
64개가 있다.24) 또한 입법부는 단원제 의회(방글라데시어로는 Jatiya Sangsad
로 불림)로 지역구 300석과 비례대표(여성) 50석의 총 350석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5년이다.25) 사법부의 경우 최고재판소로서 대
법원인 상고법원(Appellate Division)과 항소법원(High Court Division)으로 구
성되어 있다.26) 대법원은 수도 다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및 상고법
원, 항소법원 판사는 총리 및 법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판사의 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으며 상고법원의 판사는 현재 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하여 5명,
항소법원의 판사는 32명이다.27)

23) 행정구역명칭은 바리살(Barisal), 치타공(Chittagong), 다카(Dhaka), 쿨나(Khulna), 라지샤히
(Rajshahi), 랑푸르(Rangpur), 실렛(Sylhet)이다.
24) 방글라데시 정부 포털사이트, http://www.bangladesh.gov.bd/?q=en.
25) 1973년 선거에서 15명으로 출발해 지난 2014년 1월 선거에서는 50명의 여성대표를 비례대
표로 선출하였다.
26) 상고법원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올라온 상고심을 심리하거나 1심을 판결할 수도 있으며 항
소법원은 고등법원에 의한 판결의 항소심을 심의한다. 하급법원은 각 주(district) 단위로 설
치되어 있고 각 지방 행정중심도시에는 민사 및 형사소송을 취급하는 지방법원과 특별법원
으로 노동법원 및 가정법원이 있다.
27) 방글라데시 정부 포털사이트, http://www.bangladesh.gov.bd/?q=bn&option=com_content&task=
view&id=225&Itemid=272 외교통상부, ｢방글라데시 개황｣(20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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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제도
방글라데시의 정치제도는 크게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방글라데시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1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회 의원의 선거는 대통령령에 의한 국민대표규칙(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Order 1972), 선거규칙(The Conduct of Election rules 2008), 선거
분쟁에 있어 의회 의원에 관한 법(The Members of Parliament(Determination
of Dispute) Act 1980), 의회선거 실행규정(The Code of Conduct for
Parliament Elections 2008), 의회선거를 위한 2004년 예비여성선거법(Reserve
women election law 2004 for Parliament Election), 정당등록규칙(Political
Party Registration Rules 2008)에 의해 실행된다.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선거
규칙(President Election Rules 1991)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정당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정
당은 총 41개다.28)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현재 여당인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
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자티야당(Jatiya Party)
등이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정당29)은 서로 다른 이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다.30) 예를 들어 정통 이슬람 정당과 중도의 이슬람 정당, 반 이슬람 정당,
28)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정당까지 합치면 대략 100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yeeta Bhattacharjee(2011), p. 2).
29) 방글라데시 헌법 제152조에서는 정당에 대하여 구별된 명칭하에 의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서 정치적인 견해를 전파(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기타 다른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결합 또는 그룹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0) Ehsanul Haque and Lmtiaz Ahmed(200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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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과 우익 정당, 민족주의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이념을 가진
당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6개의 이슬람 정당과
16개의 좌익 내지 우익 정당, 6개의 민족주의 정당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31)
이처럼 다양한 정당이 등록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이든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이다.32)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중도우파 정당들을 규합
하고 있는 동안 중도좌파 아와미 연맹이 유사한 정당들과 연합을 함으로
써 2014년 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제1야당인 방
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전면적 불참과 광범위한 폭동, 총파업, 낮은 투표
율 등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다.33) 다음 총선은 2019년 1월에 있을 예
정이다.

31) Md. Rajib Hasnat Shakil‧Kaniz Marzia(2013), p. 39,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정당이 우후
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과 정당 자체가 분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32) Md. Rajib Hasnat Shakil‧Kaniz Marzia, Ibid., p. 39.
33) “Clashes and boycott mar Bangladesh election,” BBC NEWS(January 5, 2014), 선거 전날인
2014년 1월 5일 적어도 18명의 사람들이 여론조사 동안에 반대 운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격
렬한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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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글라데시의 정치불안과 그 원인
1. 정치 주도권의 변화와 혼란
방글라데시는 독립 이후 40여 년 동안 선거 민주주의와 군정 사이, 대통령
과 의회 사이에 계속적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략적으
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34)

- 선출된 시민정권(1972~1975): 이 시기에는 아와미 연맹이 정권을 잡고 셰
이크 무지부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이 총리35)로 있었다.
- 군정(1975~1990) : 1975년 8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셰이크 무지부
르 라만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며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 장군이
군정을 실시하였고 후에 에르샤드(Hussain Muhammad Ershad) 장군이
자티야당(JP)을 창설하면서 정권을 잡았다.
- 민주적 시민정부(1991~2006): 이 시기는 1991년 선거를 통해 방글라데
시 민족주의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시기이며 칼레다 지아(Khaleda Zia)
가 총리가 되었다. 이후 아와미 연맹과의 합의로 내각책임제를 재도입
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 아와미 연맹이 사이에 번갈아 정권
을 잡았지만 1996년에는 아와미 연맹이, 2001년에는 다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정권을 잡았으며 2006년에는 선거전의 과도정부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34) Transformation Index BTI 2014(2014), p. 3.
35) 1975년 1월 대통령중심제로 개헌하여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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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과도정부(2007~2008): 2007년 1월에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권이 들
어섰고, 2008년의 선거에서 아와미 연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다.
- 제2의 민주주의 시기(2009년 이후): 2011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과도정부
하에서 실시되는 총선요구 규정이 삭제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방글라
데시 민족주의당이 과도정부제도를 재개하지 않는 한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사이에 개최되기로 계획된 선거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하
였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불참 속에 아와미 연맹이 압승을 거두면
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렇게 주도권이 바뀔 때마다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바꾸거나 유지시키는 일이 계속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제도화되
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것은 결국 방글라
데시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과 함께 의회 시스템이 성숙되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36)

2. 야당 불참 관행으로 인한 정치의 불안정
방글라데시 정치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시스템을 들 수 있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자주 선거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 선거의 합법성

36) Rounaq Jahan(2012), pp. 25-27. 특히 입법, 예산, 감시와 감독 등의 기능에 있어서는 방글라
데시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글로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강
력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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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는 총선을 실시하는
데 있어 집권당의 정치적 행사를 단절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과
도정부(NCG: Non-Party Caretaker Government)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과도정부하에서 치러졌던 선거에서 두 개의 주요 정당인 아와미 연맹과 방
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주도권을 번갈아가면서 쥐는 과정에서 두 당 간 심
각한 정치적 대립양상을 띠게 되었다.
군부의 지원을 받은 과도정부에 의해 지난 2007년 예정되었던 선거에서
19개의 방글라데시 야당 연합이 이끄는 시위대가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유
권자 명단이 조작됐다면서 총선 불참을 선언하고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한 후에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결국 2008년 1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아와미 연맹이 압승했고 2011년 과도정부에 의한 총선감독조항이 의회에
의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헌법 개정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로 하여금 2014년 치러질 차기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
를 조작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37)
이후 주도권을 잡은 아와미 연맹은 독립기구인 선거위원회를 통해 2014
년 1월 총선을 실시했고 이에 맞서 제1여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과
도정부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총선에 불참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된 양상을 보
였다. 이 선거에서 아와미 연맹은 압승을 거뒀지만 전체 투표율이 26% 이하
로 선거불복과 갈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8일 방글
라데시 민족주의당의 사무총장(Fakhrul Islam Almagir)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칼레다 지아 총재 등 야당 지도자들을 거짓 혐의로 기소했을 뿐만
37) 당시 야당은 전체 354개 의석 가운데 38석만을 차지해 이들의 보이콧은 개정안 통과에 어
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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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013년 1월 이후 많은 야당원이 살해 또는 실종되었다고 주장하였
고, 정부의 야당 탄압조치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38)39)
나아가 2014년 3월 31일 완료된 방글라데시 기초단체장 선거40)에서 여당
인 아와미 연맹이 225명,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157명, 자마트-에-이슬라
미(Jamaat-e-Islami)당이 35명, 자티야(Jatiya)당이 3명 순으로 당선결과가 집
계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 측에 의한 각종 부정투표 및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는 비난이 강하게 일어났다.41)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선거제도와 의회시
스템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42)43) 결국 방글라데시 의회가 선거
에서의 타협과 협력을 일궈내지 못한다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44)
38) “310 opposition men killed, disappeared in 14 months: Fakhrul,” The Asia Post(April 28, 2014).
39)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Clashes and
boycott mar Bangladesh election,” BBC NEWS ASIA(January 5, 2014)).
40) 총 458개 선거구인 우파질라(Upazila: 방글라데시의 행정구역으로서 우리의 읍(邑)에 해당)
에서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41) 2014년 1월 방글라데시 총선을 앞두고 2013년 10월 25일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dl 주
도하는 18개 야당연합은 중립적인 과도정부 구성을 통한 총선 실시와 셰이크 하시나 아와
미 연맹 총리 퇴진을 요구하면서 4일 동안 총파업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여져 수십 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3년 11월 5일에는 2009년 폭동을 일으켜 장교 등 74
명을 살해한 혐의로 다카 법원이 군인 152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161명은 종신형,
262명은 3~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2) Md. Rajib Hasnat Shakil‧Kaniz Marzia, op. cit., p. 43.
43) Md. Abu Nayem Miazi‧Md. Nahidul Kslam(2012), p. 79. 이외에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의 부재, 사회적 합의도출의 문제, 의회의 비효율성, 책임성과 투명성의 부족, 법의 지배의
부재,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의 부재, 정당 제도화의 부족, 비효율적인 관료 및 공공행정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44) “Bangladesh’s ruling Awami League wins boycoted poll,” BBC NEWS(Jan.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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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선거에 있어 야당의 불참 관행으로 인한 정치의 불
안정은 방글라데시의 정치가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저해요인이 되
고 있다.45) 따라서 야당의 선거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
어질 필요가 있다.

3. 방글라데시 정치에 있어 불안정의 원인
1) 야당에 수용되지 못하는 선거절차와 이로 인한 야당의 약화
방글라데시의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제도와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즉,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총리의 직에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
로 구성된 과도정부가 선거기간 동안 보통선거를 진행하고 새로운 총리가
당선되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총선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1야당의 선거 불참이나 불
법선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새로운 과도정부가 선거를 지휘하게
되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과도정부의 수반이 누가 되
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수반의 성향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
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도정부가 군
부의 지지하에 수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비상계엄령이 공

45) 야당은 제7차 총선에서 43%의 의석을 보이콧했으며, 제8차 총선에서는 60%를, 그리고 제9
차 총선에서는 75%를 보이콧했다. 심지어 제10차 선거인 2014년의 총선에서는 전체 좌석
을 보이콧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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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기도 했다.46)
수립된 과도정부는 선거를 진행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그 임
기를 맡게 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때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정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며 불법선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1억이 넘는 방글
라데시의 인구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만한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
다. 특히 하시나 총리가 2014년 1월의 선거를 위해 2013년 11월 18일 제1야
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 인사를 제외한 여당 및
친여 정당 인사 8명을 장‧차관에 임명하여 총선용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고
비난을 받았다. 과도정부에 대한 중립성 보장 문제가 심각해지자 방글라데
시에서는 2011년 과도정부의 선거절차 수행에 대한 헌법규정을 삭제하기까
지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결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이유로 야당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
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
거가 아닌 활동으로 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한다. 총선이나 의회의
보이콧은 야당을 특히 약화시켰고 대중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결국
선거의 보이콧은 의회의 활동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46) ｢방글라 경찰, 하시나 전 총리 등 56명 살인혐의 기소｣, 연합뉴스(2007. 4. 12.). 방글라데
시의 2007년 선거에서 군이 과도내각을 앞세워 예정됐던 총선을 연기한 이후 사실상 계엄
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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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Political Parties)의 경직된 운영과 정당 간 갈등 문제
가. 정당의 경직된 운영 및 난립
방글라데시에서는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면 총리에게 주요한 정책 결정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정당 소속
의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당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당대표
중심체제로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47) 방글라데시 헌법 제70조(e)에
따라 정당 소속의 의원은 당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에 반대되는 투표를 하
는 경우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
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48) 심지어
의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49)
반면 방글라데시는 다당제 의회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어50) 수십 개의 정
당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51)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면 100여 개 이상
의 정당과 조직들이 있다고 한다.52) 이들 정당들은 소수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이념이나 정당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며,53) 거의 대부분의 정
47) Rounaq Jahan, op. cit., pp. 3-5.
48) Md. Rajib Hasnat Shakil‧Kaniz Marzia, op. cit., p. 41.
49) 그러나 이 규정의 삭제는 오히려 정부의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Rounaq Jahan‧Inge Amundsen(2012), p. 18, “The Parliament of Bangladesh: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CPD-CMI Working Paper Series).
50) Joyeeta Bhattacharjee, op. cit., p. 5.
51) 1975년 1월부터 8월까지 단일정당제를 채택하면서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 대통령이 조직한 노동자‧농민 아와미 연맹 한 당만이 존재한 시기도 있었지만
1983년 11월 정치활동 자유화 이후에 수많은 정당이 생겨나게 되었다.
52) M.M. Awal Hossain(2003).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APCITY/UNPAN020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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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은 개인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 대의권을 요구할
만한 풀뿌리 조직이 없고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54) 이처럼 방글라
데시의 정당들은 두, 세 개의 정당을 제외하고 상당히 허술하고 매우 작은
단위로 분열되어 있다.55) 그렇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정치주도권이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에 집중되어 다른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정당은 아직까지 국가의 정치적 절차에 대한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합의가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거대 양 정당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가의 현안
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합의하는 조직적인 체계가 없다는 것을 보
여준다.56)

나. 정당 간 심각한 갈등 문제
독립 이후 수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중도적인 민주주의의 이슬람 나라로
알려져 있다.57) 하지만 연속적인 정치폭력, 취약한 통치기반, 가난, 부패, 종
교투쟁 등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 아와미 연맹은 현 총리인 셰이크 하
시나가 이끌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은 전 총리인 칼레다 지아가 이끌고

53) Joyeeta Bhattacharjee, op. cit., p. 5.
54) Saidur Rahman(2010), pp. 38-39.
55) M.M. Awal Hossain(2003), “Democracy in Bangladesh: Problems & Prospects.”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APCITY/UNPAN020003.pdf.
56) DAVID LEWIS AND ABUL HOSSAIN(2008), p. 17.
57) 방글라데시의 현재 여당인 아와미 연맹은 중도좌파로서 친인도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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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야당은 언제나 파업, 데모, 노동쟁의, 수송 봉쇄, 다른 여러 가지 방식
의 정치적 혼란을 통해 정부의 지배권을 얻으려고 해왔다. 정치폭력은 방글
라데시의 오랜 정치적 풍토의 일부이다. 2006년 정당이 국익을 교섭하는 데
실패한 이후 2007~08년 군대의 지지를 받은 임시정부가 방글라데시 전 중앙
은행 총재였던 파크루딘 아흐메드(Fakhruddin Ahmed)를 수반으로 하여 대
략 2년 동안 통치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방글라데시
의 협력적 정치체계를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방글라데시 정당 간
의 갈등은 이를 좀 더 심화시켜 과도적이며 계획적이지 못한 통치체제를 벗
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58)
특히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대표의 개인적인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59)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와 칼레다 지아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대표의 경우 지난 20
여 년간 번갈아가며 두 차례씩 총리를 맡아 방글라데시 정치를 이끌어왔지
만 이로 인해 ‘정치실패와 부패구조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60)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부친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과 칼레다 지아 당수의 남편
지아우르 라만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
지 40년이 되도록 방글라데시 정치를 두 집안이 양분해 온 셈이다.61) 방글

58) Rajib Hasnat Shakil and Kaniz Marzia(2013), p. 38.
59) Joyeeta Bhattacharjee, op. cit., p. 21.
60) 방글라데시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는 2009년 180개국 중에서 148위였고,
2013년에는 177개국 중에서 152번째이다.
61) 특히 초대 대통령이 정치적인 불안정의 희생으로 암살당하였고 군부 쿠데타로 1976년
Ziaur Rahman 장군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도 1981년 암살당했다. 이러한 역사는 방글라데시
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Dalem Ch. Barman‧M. Golam Rahman‧
Tasneem Siddiqui(200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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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시 민족주의당의 당대표인 칼레다 지아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을 설
립한 전 회장 지아(Zia)의 아내였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었으며 셰이크 하시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방글라데시를 세웠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었다. 이 두
정당 대표들의 지위는 영구적이며 각자의 당에 새로운 대표의 출현 가능성
은 현재로는 없어 보인다.62) 이러한 상황은 방글라데시 입헌주의의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지고 있으며, 결국 방글라데시 정치제도를 낙후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작용
을 한다.63)

3) 의회시스템의 미성숙으로 인한 비민주적인 정치체계의 문제
가. 의회 의장 및 의회 기관의 중립성 부족
방글라데시 의회는 의회 의장(Speaker), 의회 부의장(Deputy Speaker), 상
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사무를 수행하는
의회 사무국(Secretariat)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헌법상 의회 의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의회에서 수장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국가의 우선순위(Warrant of Precedence)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다(헌법 제74
조). 또한 의회 의장에 대하여 대통령이 부재나 질병 또는 공석이 되는 경우

62) 왜냐하면 주요 정당의 본질과 구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대부분 정당
의 헌법은 사실상 전적으로 단일체이다. 당의장(chairman)은 가장 높은 수준(highest level)부
터 가장 낮은 수준(lowest level)까지 모든 위원회를 만들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정당 구조
와 위원회는 추천을 통해 임명되며, 선거를 통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의 정당들은 범죄자,
테러리스트와 강탈자(extortionists)들이 머물 수 있는 금고와 같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종류
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피신처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63) Dalem Ch. Barman‧M. Golam Rahman‧Tasneem Siddiqui,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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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다시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대행권한을 부여한다(헌법 제54
조).64)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회 의장은 2013년 4월 30일에 선출된 시린 샤민 차
우드리로 여성인 아와미 연맹 소속의 의원으로 의회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
다. 그러나 의회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
에 개별 상임위원회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65) 마찬가지로
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도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66)

나.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당의 지배구조로 인한 민주적 회의절차 부재
방글라데시에서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핵심 구조적 장애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의 경우 두 당의
대표에게,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총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당대표의 결정에 따라 의회 참석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67) 심지어 야당의 의원들은 여당인 아와
미 연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회절차에 기권
하기로 결정해왔다.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의원들은 2012년도
에 종료된 제9차 의회의 회기 동안(337일) 오직 54일만 회의에 참석하였을

64)
65)
66)
67)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20.
M.M. Awal Hossain, op. cit., pp. 11-12.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23.
“Bangladeshi Opposition Party Decides to Boycott Parliament Session,” People’s Daily
(January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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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당시 의회의 회기는 비록 구성원의 4분의 3이 여당에 속해 있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해야만 했다.68)

다. 대표성이 부족한 의회의 구성
방글라데시 의회의 구성은 300명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과 여성 비례
대표 50석으로 총 350석이다. 그러나 여성 비례대표의 50석은 총선에 의해
선출된 300명의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 의석의 확보를 위해 여성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50석의 확보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단체들의 진정
한 요구는 직접 선거를 통한 여성 의석의 확보에 있다. 심지어 현재의 정권
을 잡고 있는 아와미 연맹의 선거공약에서도 직접선거를 통한 여성 의석 확
보를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직접선거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69) 이처럼 현
재의 방글라데시 의회는 약자로 대표되는 여성이나 종교적 소수자들과 같은
사회의 다양성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70)

라. 정치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부재
방글라데시의 의회시스템은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68) BTI 2014 Bangladesh Country Report, op. cit., p. 4.
69)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30.
70) 방글라데시의 최초 선거 때에는 사업자의 참여비율이 25% 이하였지만 2011년도에는 56%
의 의원이 사업자로부터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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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의회에 대하여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최고기관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의
회의 의사규칙(ROP: the Rules Of Procedure)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
지만 의회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의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71) 방글라데시 의회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으로서 두드러진 것은 실질적
인 논의나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공식화하거나 여러 법률이 제정되
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72)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의회 회의절차에 있어 구조적 제한
의회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구조적 제한
은 반대파의 찬성투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70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위해 질
문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도 상당히 짧다. 이러한 점은 결국 예산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73) 특히 투명성에 대한 문제
로서 의원의 행동강령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대개 권력남용에 대한
혐의, 특권과 기금사용 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의회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언어의 사용과 같은 것도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74)

71)
72)
73)
74)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CPD-CMI Working Paper Series), p. 1.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20.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24.
Md. Saidur Rahman, op. cit.,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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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의 형식적 운영과 위헌적 요소
방글라데시 헌법상 입법과 재무절차에 있어 관리자(Comptroller), 감사
관(Auditor-General),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공공서비스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을 통해 민주적 의회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8조). 또한 방글
라데시 헌법은 이 기관들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의
체제와 기능을 다루는 법률은 헌법상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많은 경우에 이 법들은 헌법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75)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위임 입법의 문제이다.76) 방글라데시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규정들이 위임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
문에 이들 조항이 종종 헌법규정에 모순되거나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이 방글라데시 헌법 제93조77)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75) Abdul Halim‧Moḥ. Ābdula Hālima(1998), p. 72. Halim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전
환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헌적 요소를 지닌 법률들이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민주주의 법(democratic laws)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6) M. Shamsur Rahman‧Khandaker Muzahidul Haq(2008), p. 20.
77) 방글라데시 헌법 제93조
(1) 의회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만일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
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 상황의 해결을 위한 법령/조례(ordinance)
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된 조례는 의회의 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본
규정하에서의 어떠한 조례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ⅰ) 의회법에 의하여 본 헌법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
(ⅱ) 본 헌법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
(ⅲ) 조례 이전에 만들어진 어떠한 규정의 효력도 계속되는 것
(2) 본 조항하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당해 조례의 공표에 따른 첫 번째 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폐지하지 않는 한, 만약 이러한 기간 전에 의회에 의하여 조례가 통과
되어 법령/조례의 불승인을 해결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것이 공포된 이후 30일 이내에
효력이 중지되어야 한다.
(3)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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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규정에 의해 의회의 활동과 관계없이 법률이 제정되고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이념이 적절히 실현될 수 있는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임입법이 이루어
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78)

Ⅳ. 방글라데시 정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논의
1. 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방안
1) 방글라데시 헌법상 선거절차
(1) 각 선거구의 단일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각 선거구에 하나의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만 한
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 선거인 명부도 종교, 인종, 계급이나 성에 따라 분류
되어 작성돼서는 안 된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21조).

(2) 유권자 등록의 자격
선거는 성인 선거권에 기초한다. 각 사람은 선거를 위한 선거구에서 선거
인 명부에 등록할 자격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국민이고, 18세 이상으로 관할
법원에 의해 정신이상 또는 불건전한 사고자로서 선언되지 않아야 하며 그

지출이 헌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지출의 승인이 나면 그렇게
제정된 어떠한 법령도 그 법령의 공포를 통해 의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78) Md. Awal Hossain Mollah(2011),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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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 거주자로 법이 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22조).

(3) 선거 실시 시기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인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를 하는 경우 만료일 전 90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이 선출된 의원에 의해 의회의 해산 전에 만료된다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
거는 다음 의회 의원에 대한 다음 총선 이후까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총선에 따라 의회의 첫 번째 회의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사망, 사임을 이유로 발생한 대통령직의 공석이 있는 경우,
보궐선거는 공석이 된 후 90일 이내에, 의회 의원에 대한 총선도 의회가 해
산된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의회의 해산을 이유로 하는 것 보다
다른 이유로 공석이 발생한 의원의 좌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그 공석의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위원장의 의견에 있어 불
가항력적인 이유로 이 규정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가
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 선거는 이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23조).

(4) 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
의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로서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선거구의 제한, 선거인명부의 준비, 선거의 실시 및 모든 필요한 사항
들이 포함된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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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법과 선거의 효력
헌법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24조하에서 만들어진 선거구의 제한
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의 유효성 또는 이들 선거구의 의석 배정은 어떠한
법원에도 그것의 타당성이 요구되어져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또
는 의원선거에서 같은 기관에 제기된 선거 청원, 그리고 의회에 의해 제정된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제공된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타당성
이 요구되어질 수 없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25조).

2) 방글라데시 선거제도의 특징
가. 선거기간 중 과도정부(Non-Party Care Taker government)의 구성
방글라데시는 1991년 내각책임제로 개헌한 이래 선거기간 중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를
구성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구 방글라데시 헌법 제58B조). 이 정부는 선거
를 관할하는 선거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총리가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시작하면 과도정부
는 곧바로 해산한다.
과도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수석보좌관과 1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
로 구성된다. 수석보좌관과 자문위원은 의회가 해산된 날 이후 15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가 해산된 날과 수석보좌관이 임명된 날 사이
의 기간 동안 전 총리와 직무에 있는 각료는 의회가 해산되기 전 즉시 수석
보좌관과 자문위원의 임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구 방글라데시 헌
법 제58C조).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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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는 임시정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기관 담당자들
의 도움으로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업무 외
에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과도정부는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공
정하고 공평하게, 평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구 방글라데시 헌법 제58D조). 과도정부에 관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은
2011년 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과도정부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현재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나.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방글라데시의 선거위원회(Banladesh Election Commission)는 헌법 제118
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필요
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중의 한 명으로 임기는 5년이다. 선거위원회의 독립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특히 선거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보장받으며 모든 집행부는
선거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선거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에

79) 대통령은 수석보좌관을 전 회기연도에 사임한 방글라데시 은퇴 대법원장 중에서 임명하여
야 하며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은퇴한 대법원장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수석보좌관의 직무를 수행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전 회기연도에 사임한 대법원장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만약 어떠한 은퇴한
대법원장도 수석보좌관에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은 항소법원에서 은퇴한 판사 중에
서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항소법원의 은퇴한 판사 중에서도 적임자가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주요 정당과 실행가능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에 헌법규정하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지명될 만한 자격을 갖춘 방글라데시 시민 중에서 한 명을 수석보조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효과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과도정
부의 수석보좌관의 기능을 헌법규정하에서 대통령의 기능으로써 수행해야 한다. 자문위원
의 경우는 수석보좌관의 권고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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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126조, 국민대
표에 관한 대통령령 제4조, 제5조).
특히 방글라데시 헌법 제125조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의 효력에 관하
여 “이 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획
정 또는 그 획정된 선거구에의 의원 수 배정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심사대상
이 되지 않으며(a) 의원선거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또 의회가 규정한 당국에 제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방글라데시 헌법 제119조).

(1) 선거위원회는 선거 준비의 주재, 방향과 통제를 위해 대통령과 함께
협력하며,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담당한다.
(a) 대통령 선거 실시
(b) 의원선거 실시
(c) 의회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구의 범위를 확정
(d) 대통령 선거 및 의원 선거의 목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업무의 준비

(2) 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선거위원회는 상기 조항
에 명시된 규정에 추가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선거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당 대표인
총리에 의해 추천된 위원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 때문에 중립
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또한 선거위원회의 선거지원과 감독을 위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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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운영되었던 과도정부제도도 폐지됨으로써 선거의 공정한 감독기능
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3) 방글라데시 역대 선거 현황과 그 시사점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10회의 총선을 치렀으며, 총선 결과 아와미 연맹
이 5회,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4회, 자티야당이 1회의 정권을 잡았다. 역
대 방글라데시의 선거결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 총선결과 현황
선거일

73.3.7

79.2.18

86.5.7

88.3.3

91.2.27

96.2.15

96.6.12

01.10.1

2008

정당 수

14

29

28

08

75

43

81

54

32

-

총경쟁자

1,089

2,125

1,527

977

2,787

1,450

2,574

1,935

1,538

-

득표율

54.91%

50.94%

61.07%

57.90%

55.45%

20.97%

74.96%

75.59%

80%

39.8%

여성 의석

15

30

30

30

30

30

30

30/45

45

50

결과

BNP: 207
AL: 76
BNP: 140
AL: 146
AL: 39
JP:251
AL: 29
Jamat: 10
AL: 88 BNP: 278 BNP: 116 BNP: 193
Independen
Indpt: 25
AL: 230
Others: 7
Indpt: 32
Jamat: 18 Othrs: 11 JP: 32
Al: 62
t: 16
Others: 24
Others: 29
Others: 19
Others: 6
Others: 38

14.1.5

AL: 232

선거실시
기관/선거 선출된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민주적
군부 여당 주도
군사정부 군사정부 군사정부
기간 중 시민정권
시민정부 시민정부 시민정부 시민정부 과도정부
정부
정부형태

자료: Bangladesh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 No-1, June-2011/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
http://www.ecs.gov.bd/English/index.php.80)

현황을 보면 선거기간 중의 정부형태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독립 후 선출된 시민정권에서는 아와

80) 현재까지 2014년 1월 총선의 통계는 “Bangladesh’s Governing Party Wins Vote Amid Unrest,”
ELLEN BARRY(JAN. 6,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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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맹이 정권을 잡았고 1975년 군사 쿠데타 이후 16년 동안 군사정부와
군사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티야당이 창설되면서 오랫동안 단일정부가 유지
되었다. 그러나 이후 1991년 민주적 시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거를 통해 방
글라데시 민족주의당과 아와미 연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지만81) 2007
년 극도의 혼란한 선거 문제로 인해 군부 과도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군부 과도정부는 2년간의 선거기간 운영 이후
다시 여당인 아와미 연맹에 정권을 내준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와미 연맹에 대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반대와 충돌은 여전히 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정부와 선거결과의 관계는 민주적 시민정부에 따른 정권교체
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기간이 방글라데시의 정치에 무엇보다도 시사하는 점
이 크다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군사정부 내지 과도정부에 의한 선거가 실
질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과도
정부가 선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나 차지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대다수는 과도정부의 재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82)83)

81)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 첫 번째 셰이크 하시나 정부(아와미 연맹) 동안 아와미 연맹은
공개적으로 우익과 함께 협력할 것을 공표하였고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이 보이콧 하는
동안 JI(이슬람당)와의 공조를 위해 상당히 정치적인 수용을 하였다(Joyeeta Bhattacharjee,
op. cit., p. 7).
82) The Daily Star, November 2, 2013, “Good job, but short on votes”. 이 조사는 ｢The Daily
Star-Asia Foundation Opinion Survey｣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어떤 당이 승리할 것인지, 국가
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도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과도정부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는 필요
하지 않다고 하였고 4%는 무응답이었다. 특이한 점은 응답자의 지역별 응답률에 있어서 지
방(76%), 도시(79%) 간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74%), 여성(80%), 청년(78%)도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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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에서의 신뢰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
가. 선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선거에서 선거절차를 운영하는 선거위원회의 중립성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선거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 더 이상 공
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방글라데시의 선거에서도
이 점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주
요 정당 사이에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해와 합의에 도달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의회선거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타의 제도
마련보다도 앞서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선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자적인
권한, 독립성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선거에서 특유한 점으로
과도정부의 운영이 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사실상 선거위원회가 그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굳이 과도정부로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
가 없어진다. 나아가 유권자 명단을 명확히 하고, 유권자의 중첩적 선거행위
가 방지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거 관련 비
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법과 질서의 유지
등과 같은 사항이 선거위원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
요가 있다.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83) M.M. Awal Hossain, op. cit., p. 18. 여기에서도 과도정부가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으로 하
여금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도
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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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유인제도 신설 및 선거불참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선거에 불참하는 야당은 단순히 패자로서의 정치적인 영역을 잃는 것뿐만
아니다. 선거불참의 환경은 선거장소 밖에서 투쟁적인 선거활동이 수반되어
진다고 보고되고 있다.84) 따라서 야당의 선거참여가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이의 배경에는 의원의 행동수칙에 관하여 의회의 불참에 관한 문제와 의
원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불참
에 대한 제재로서 의회의 불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의원에
대한 불신임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
의 특권 제한, 의원직 상실, 급여 삭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들의 금융 및 전문소득을 등록
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85)
1996년 당시 방글라데시의 주요 야당이었던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 불참
을 했을 때 그들은 폭력을 조직했고 선거일에는 그들의 선거불참을 지지하
기 위한 선거방해를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86) 이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정당의 내부적 통치구조가
부적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내부적 민주주의의 부족과 그

84) Emily Beaulieu and Susan D. Hyde. “In the Shadow of Democracy Promotion: Strategic
Manipulation, International Observers, and Election Boycotts.” http://hyde.research.yale.edu/
Beaulieu_Hyde.pdf.
85) Md. Rajib‧Hasnat Shakil‧Kaniz Marzia, op. cit., p. 45.
86) Emily Beaulieu‧Susan D. Hyde, op. cit., pp. 5-6.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의 보이콧
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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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행에 대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87) 특히 정당은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선거활동과 여
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
당기금의 원천은 방글라데시에서 투명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88) 정치자금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논의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정당도 그 정당 내부에서조차 자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89)
이런 측면에서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의
자산과 수입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요구하지만 제공된 정보는 체계적
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밝혀진 정보로는 의원의 행동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매년 의
원의 금융 및 전문소득에 관한 공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회의 행동수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까지 지
속되는 정책이 채택될 수 없다.90)

다. 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절차 개선
방글라데시에서는 ‘위원회 없이는 법안도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하

87) Transparency International Report, (7 November 2012),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Bangladesh.” <file: ///C: /Users/Administrator/Downloads/353%20(1).pdf>
88)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The Daily Star(October 13, 2013).
89) Transparency International Bangladesh Report(2009), p. 6.
90) Md. Saidur Rahman(2010),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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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안의 자동 위탁(referral)에 대한 제한이 제안되었다.91) 방글라데시에서
의원은 총회를 보이콧하지만 위원회 회의에는 주로 참여한다. 그 이유는 회
의절차에서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92) 위원회의 회의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의회에서 그들의 의석이 비례하는 것보다
위원회에 여당보다 많은 수의 의원이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한다.93) 특히 야당이 토론주제를 선택하려고 할 때 ‘야당의 날
(opposition day)94)’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한 대립과 배제, 폭력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주요 정당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의회 내에서 정치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 정당운영 현황과 정당제도의 개선
1) 방글라데시 정당(Political Party) 현황
현재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41개이다.95) 주요 정당은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자티야당, 방글라데시 공산당(CPB),
91) Rounaq Jahan‧Inge Amundsen(2012).
92) UNDP 보고서에서는 예산 토론 및 발의 일정을 결정하는 경우,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나 대
통령 법령(presidential ordinances)에 대한 의회의 승인/거절에 대한 논의 날짜를 배당하는
경우, 그리고 의회의 의석(sitting)을 비밀이라 선언할 때 “야당의 지도자와 협의하여”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했다(재인용: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56).
93)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56.
94) 야당의 날(Opposition day) 제도는 야당이 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서구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입법방법이다. 대부분의 의회 의제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는데 이날에는 적은 규모의 정
당이 논의주제를 선택하도록 허용된 날이다. 영국은 각 의회 회기마다 20일의 야당의 날이
있다. 캐나다는 22일을 허용한다.
95)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 등록정당 현황. http://www.ecs.gov.bd/English/RegisteredPoliticalParty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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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노동당(WPB), 방글라데시 이슬람당(BIP) 등이다.96) 대한민국97)
과 달리 방글라데시의 정당은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당법
과 정당등록규칙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2) 정당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가. 방글라데시 정당법/조례(The Political Parties Ordinance, 197898))
방글라데시 정당법/조례는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두 가지의 의
미를 가진 정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정당에 관한 정의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외
국의 원조를 받는 정당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 원조를 받는
정당이란 외국의 어떠한 정보 또는 정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만들어진 정
당이나 외국의 정부나 정당과 함께 제휴 또는 연합한 정당, 외국의 어떠한
정보, 정당, 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원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정당을 말
한다고 규정한다(방글라데시 정당법 제2조).
또한 정당조직의 금지사항으로서 어떠한 정당도 방글라데시의 주권, 무결
성, 안전에 대한 편견, 관습으로서의 행동, 어떠한 견해를 선전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는 점과 어떠한 사람도 외국원조정당 또는 이와 유사
한 정당과 연합한 방식으로 정당을 조직하거나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

96) 본 논문의 부록에서 상세하게 방글라데시 정당 현황을 정리하였다.
97) 대한민국은 헌법 제8조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98) 이 법의 정식 명칭은 ｢An Ordinance to provide for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political
parties, 19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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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방글라데시 정당법 제3조).
마찬가지로 정당법은 비밀스럽거나 무장한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제4조), 정당을 운영할 자금에 대한 은행계좌의 이용(제5조), 특정 정당에
관련한 고등법원에 대한 규정(제6조), 벌칙(제7조) 및 검찰에 의한 제재사항
(제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등록규칙(Political Party Registration Rules, 2008)
방글라데시에서 정당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Order, 1972｣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규정(order)은 두 번의 개
정을 통해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mendment) Ordinance, 2008｣과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Second Amendment), Ordinance 2008｣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이들 규정은 방글라데시 정당등록규칙(2008)하에서 정당이
의회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위원회(BEC)에 등록하여야 한다
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등록신청을 정당에 요청하는 공고절차는 정당등록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상당히 많은 정당의 등록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등록에 대한 사항이 신문에 공고되었다.99)

3) 정당 간 공정한 경쟁과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
가. 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글라데시에서의 정당활동은 의회를 통해 충분히 잘 발휘되지 못한다.
99) 1972 Order와 2개의 2008 Ordinance 및 공고 현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http://www.ecs.gov.bd/English/MenuTemplate1.php?Parameter_MenuID=52&ByDate=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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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더 심한데 많은 이슈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논의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앞서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과 마
찬가지로 ‘야당의 날’의 도입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100) 이는 야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101) 또한 야당의 관여를 좀 더 충분하
게 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만 존재하는 의회에서의 야당의 보이콧 관행
을 근절하고 의회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102) 또한 야당에 헌법에서 인정한 예산의 지원을 받는 역할
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야당 대표는 장관
으로서의 자격을 누린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야당은 충분한 정치적 환경
에 놓여 있지 못하다. 야당이 장관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책과 조치를 따르
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야당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03)
100) UNDP 보고서는 Rule 24에 따라 야당이 안건을 정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천한다. 영국에서
는 야당의 날이 매 회기마다 하원 의사당에 할당되는데 야당에 의해 선택된 사안이 논의
된다. 이 목적으로 각 회기마다 20일이 할당되며 야당은 일반적으로 정책 및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사용한다. 이 조항은 의회에서 장기적인 보이콧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입법 과정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Soliman, M.M.
and Collins, K.P. n.d. Advisory Opinion on the Reform of the Rules of Procedure, Strengthening
Parliamentary Democracy Project BGD/97/3. Dhak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재인용: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57).
101) 소선거구제(FPTP) 시스템이 의회의 여당에 대해 ‘여당 이점(ruling advantage)’을 만들어내
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야당의 강화와 권력분립의 보호를 위해 여러 방법이 실
시되었다. 이 중 한 방법이 야당에 입헌적으로 인정되는 역할과 자격을 허락하고 자원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서구 스타일의 의회에서 야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있지 않은 가장 큰 당의 대표인 ‘야당의 대표’로서 인정받는다. 야당은 또한 비공식적인
‘대기정부(government-in-waiting)’를 형성하여 해당하는 각료들의 책무, 정책, 조치를 따라
야 한다.
102) 야당은 1995년 이후 의회 의석(parliamentary sittings)의 절반 이상을 보이콧했으며, 의회
내 자신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다. 야당은 대신 거리 시위
(street agitation)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1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글라데시의 정당 간 갈등에 있어 가장 핵심적
인 해결방법은 두 개의 주요 정당인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이 선거에서 적절히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고 그
것이 결국 좋은 정치체계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104)

나.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 간의 통합을 통한 정당의 강화
정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난립한 정당을 통합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105)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과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러한 조직과 규모를 갖추지 못한 정
당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
족주의당 등 주요 정당은 좀 더 많은 정당과 연합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러
한 연합은 정당의 세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많
은 정당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소규모 이익단체의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등록과 운영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면 난립해 있는 정당을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으로 통합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3)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57.
104) “Political turmoil dominates, Bangladesh.”(October 10, 2013), http://www.ekn.se/Global/Landriskanalyser/
Asien/Engelska/BangladeshOktober2013ExternEngelska.pdf.
105) 방글라데시의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 외에도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정당
들이 많이 있어 정당 난립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Bangladesh Country
Report(2004), p. 8, Centre fo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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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자금 운영 방법의 개선
정당의 자금운영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정당은 총선에서의 자금지원의 대가로 사업가를 지명한다.
이들 사업가들은 의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그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회피기회를 이용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들 사업가이자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대중과의 정치적인 연결이 없다.
이들의 경우 종종 그들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선거
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몇몇 사례에서 이들은 정당과 함께하는 로비
그룹과 충돌하기도 한다. 정당은 정당의 활동을 위해 거대한 기부금에 의존
한다. 정당은 선거전에 지명되기 위한 자금의 강요나 기부, 거대한 지명수수
료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정당은 선거비용이 만들어지는 곳에 은
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대표 개인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돈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자금운
영이나 총선에서의 선거자금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의회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1) 의회의 주요 기관
가. 의회 의장(Speaker)과 의회 부의장(Deputy Speaker)
방글라데시에서 의회의 의장과 의회 위원회, 의회사무국과 같은 의회 기
관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106)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할 만한 절
106) “The Parliament of Bangladesh: Challenges and way forward(Rounaq Jahan),” The Daily Star,

1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차가 없고 마찬가지로 위원회에도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다.107)
의회절차규칙(RoP) 제4장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의회 의장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의회 내의 질서와 예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의원들은 의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의회 의장은 논
의를 위해 허용된 시간 내에 총리와 여당의 리더와 같은 의회의 리더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의회 의장은 부정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처벌과
문제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의석에 앉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에 대한 행정권한도 의회 의장에게 있다.
문제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의회 의장을 집권당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리더십에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로 의회
의장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서는
의회 의장의 중립성이 무시된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야당에 의해 상
정됐던 휴회 운동이 의회 의장에 의해 거부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s)
의회 내에서 위원회는 중요한 감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본
회의의 참석을 보이콧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당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108)
위원회 권한의 유형과 범위는 방글라데시 헌법과 의회절차규칙(RoP)에
(June 3, 2012).
107) Rounaq Jahan, op. cit., news.
108) Rounaq Jahan, op. ci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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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법안 검토, 재계 건의 및 재정지출, 행정부 조사, 그
리고 평의원들에게 회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려책을 주는 것 같
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의회가 공공회계위원회
(Public Accounts Committtee)와 특별위원회(Committee on Privileges)를 설립하
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상임위원회를 설립할 권
한을 주었다. 아래 표는 1991년부터 의회가 설립한 의회 위원회의 현황이다.

방글라데시 위원회 현황

위원회 활동

위원회의 수
제5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Department-related
Committees (DPC)

35

35

37

37

Financial Committees

3

3

3

3

Investigative Committees

2

2

2

2

Scrutinising Committees

1

1

1

1

House Committees

3

3

3

3

Service Committees

2

2

2

2

Committees on Bills
(select and special)

5

1

0

0

-

Special Committees

2

1

0

0

-

Subcommittees

53

119

134

132

-

Standing Committees

50

Ad-hoc Committees

자료: Mahiuddin(2009) for the fifth to eighth parliaments; authors’ estimate for the ninth parliament(Rounaq Jahan Inge Amundsen 재인용)/방글라 제10차 위원회 명단은 방글라데시
의회 웹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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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방글라데시의 민주적 정치제도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음
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미성숙의 원인으로 의회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방글라데시 의회시스템에서는 의회에서 활동
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의원들의 위
원회 일에 대한 관심 부족, 의원들이 비교적 새롭게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
에 전문지식의 부족을 포함하여 위원회 일을 파트타임 정도로 여기는 경우
까지 있다. 게다가 위원회는 운영자원이 부족하고 회의도 통상 불규칙적으
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들은 의회가 운용되는 환경에 의해 비롯
된 것이지 의원이 주도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의원들이 의회의 안건에 관심을 덜 두는 이유는 그들의 선거구 문제에
더 몰두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문제가 부패의 주된 근원 중
하나이며 제한된 의회 감시체계 범위 중 하나라고 언급된다.109)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의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운영이
보다 정례적이고 전문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하여 의장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의 업무는 의장의 선출과 함께 정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10) 마찬가지로 의장과 의장의 중립성을

109) “Political parties, cops most currupt,” The Daily star(July 10, 2013)
110) 의장(speaker)은 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의회 선거에서 재선을 구하는 의장
(Speaker Seeking Re-Election)으로서 인식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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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반대당으로부터 차관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111)
중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장은 의회의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있어 여당
의 지도자들과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서도 총리에게 할 질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 컴퓨터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의장의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112) 나아가 의
회의 위원회를 통해서만 법안에 대한 심의와 총회에서의 법률제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3)
이러한 개선안은 법률규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의회절차규칙(RoP)에 의해 규정되
어야 하며, 공공회계위원회(PAC: Public Accounts Committee)나 공공사업위
원회(PUC: Public Undertaking Committee)와 같은 주요 위원회는 야당 구성
원이 의장직을 맡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회 위원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마련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
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적절한 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114) 특히 의

111)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25. 본 보고서에는 차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영국의 관행에 따라 의회 의장이 되면 당을 사임하도록 하는 경우나 인도의 관행
에 따라 여당의 일방적 임명이 아닌 합의를 통해 임명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112) 이에 대해서 부의장(Deputy Speaker)을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도 한다(M. Jashim Ali Chowdhury(2010), p. 47.
113) 주요 정당인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협력에 대한 합의가 회의진행에 있어 무
엇보다 중요하다(M. Jashim Ali chowdhury, op. cit., p. 47).
114) Rounaq Jahan‧Inge Amundsen, 앞의 보고서, p. 63. 특히 의회 위원회의 시스템에 있어 선
거관리위원회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관료정치가 의회를 직접적으로 감시 내지 관할하
도록 하는데 이때 특정한 부처와 관련된 위원회 및 단체들은 그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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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무국이 그 직이 보장된 직원으로 하여금 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위급 직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무국 직원
의 직업적 능력의 개발에 대한 범위를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115)

나. 회의절차의 개선
의회 운영의 구조적 제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의절차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 질문을 위해
배정된 시간이 매우 짧다. 의회는 불신임운동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그들
의 정당에 대해 말하고 투표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방글라데시 헌법 제70조는 의회의 의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의견과
다른 견해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16)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헌법 제70조의 엄격한 조건을 완화해
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규칙 제
111(3)조는 각 부서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못하므로 위원회에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내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류나 문서를 청하기 위해 임원이나 관료를 청할 수도 있다.
115) Rounaq Jahan‧Inge Amundsen, op. cit., p. 63. 방글라데시 의회의 부서별 상임 위원회
(departmental standing committee)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운용방식은 개발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항이 없는데 청문회를 통
해 행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기도 한다.
116) Md. Rajib Hasnat Shakil‧Kaniz Marzia, op. 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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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 및 예산 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
입법 및 예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업무수행을 강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규칙과 같은 위임입법에 의한
광범위한 입법 관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입법과 예산은 위원회가 의회에 제기하기 전에 조사하도록 보다 명확한 절
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입법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17)
특히 헌법 제93조하에서는 법령을 제정‧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주고 있다.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나 법질
서의 와해 등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법령은 전부 철
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의회 행동강령의 투명한 운영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의회절차규칙(RoP)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원칙과 강령
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의장이 의회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의회 의원을 처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절차규칙(RoP) 제16조
가 있지만 이 규정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원에 대한 위원회의 임명 시에는 당해 의

117) 예컨대 대한민국의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26조에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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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과 충돌가능성을 가진 의원들을 점검하여
불투명한 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익의 충돌과
행동강령의 위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 이는 즉시 조사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들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
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의 당연직위원(ex officio
member)이 될 수 있다. 이는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
할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의회절차규칙 제188조 제2항과 불일치한 것이
다.118) 따라서 각 부처 상임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의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방글라데시 정치불안의 원인과 정치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
았다.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40여년 동안 많은 변화
를 겪어왔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정당의 비타협적이고 무력
적인 충돌과 갈등에서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방글라데시의 정치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이고 신뢰
할 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대 정당 간의
정권쟁탈에 대한 충돌로 총선 때마다 발생하는 선거의 불참선언, 거리 시위,
118) M. Jashim Ali Chowdhury, op. cit., p. 47.

∙ 154

방글라데시 정치불안의 원인과 정치제도 개선방안: 방글라데시 헌법상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폭력 등의 문제 때문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조절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고 그에 대
한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정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 주도권의 변화와 혼란
및 야당의 선거 불참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야당에 수용되지 못하는 선거절차로 인해 불법선거 문제
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당의 경직된 운영과 정당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의회시스템이 비
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문제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든다. 결국 정당운영에
있어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당구조와 선거위원회의 중립성 부족은 선
거에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의회에서의 절차적 미성숙과 의장의 불충
분한 역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그간 방글라데시의 총선은 10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총선의 결과를 볼 때 총선을 실시할 때의 정부형태 내지 총선방법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선이 이
루어질 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면 방
글라데시는 9회의 총선 때까지 총선기간 중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과도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총선을 실시하였지만 과도정부의 운영 자체에 대해 각 정
당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 간 갈등의 근본 원인처럼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방글라데시 여당인 아와미 연맹의 주도하에 2011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과도정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지난 1월의 제10차 총선
에서 제1여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과도정부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면
서 선거에 전면 불참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5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정당과 선거제도 문제가 정치불안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치제도에 있어 절차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를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당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야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규모로 난
립해 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 간 통합을 통해
정당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거에서의 신뢰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기구, 특히 선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야당에 대한 선거유인제도를 신설하고 선거불참
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거와 정당의 개선을 통한 의회시스템의 효율성 강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의회의 주요 기관인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중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의절차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투
명한 운영 등 정당 간의 신뢰회복과 민주적 정치질서 구축이 앞으로 방글라
데시 정치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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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방글라데시 주요 정당 현황

Party Name

Native Name

ব ◌া◌ংল ◌াদ ে◌শ আ o য ◌া
◌়

아와미 연맹
(AL: Bangladesh
Awami League)

ম ◌ী ল ◌ীগ

Nick Name

AL

Year of
Founda
-tion

Party Founder

Current Leader

1949

Maulana Abdul Hamid Khan
Bhashani
Yar Mohammad Khan
Shamsul Huq
Huseyn Shaheed Suhrawardy
Sheikh Mujibur Rahman

Sheikh Hasina

아와미 연맹은 현재 방글라데시의 여당으로 1954년 창당되어 초대 대통령인 무지부르 라만
(Mujibur Rahman)의 친딸인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현재 당대표임과 동시에 방글
라데시 총리로 활동하고 있다.
ব ◌া◌ংল ◌াদ ে◌শ জ ◌াত ◌ীয ◌়
BNP
1978
Ziaur Rahman
Khaleda Zia
ত ◌াব ◌াদ ◌ী দ ল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 Bangladesh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은 1978년 9월 1일 전 대통령이었던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이
Nationalist Party)
창당하였으며 현재의 당대표는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베굼 칼레다 지아(Khaleda ZIA)이다.
또한 현재 방글라데시의 제1 야당이다.

1986

জ ◌াত ◌ীয ◌় প ◌ার ট◌্ ি◌

자티야당
(Jatiya Party)

Rowshan
Ershad

자티야당은 1986년 9월 1일 어샤드(H. M. Ershad) 전 대통령이 창당하여 어샤드가 대통령에
재선되면서 집권당이 되었지만 어샤드가 권력남용과 부패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
었다가 석방된 이래 현재 후세인 모하마드 에샤드(Hussain Mohammad ERSHAD)가 당대표로
있다. 현재 자티야당은 방글라데시 제2 야당이다.
ব ◌া◌ংল ◌াদ ে◌শ ে◌র ক ম ি◌

방글라데시 공산당
(CPB: Communist
Party of
Bangladesh)

Hussain Muhammad Ershad

u ন ি◌স ট◌্ প ◌ার ট◌্ ি◌

CPD

1968

Manjurul A. KHAN

Manjurul A.
KHAN

정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Marxism-Leninism) 사상을 바탕으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이 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수 공산주의이다. 혁명적인 국제주의(Revolutionary Internationalism)는 이
정책 원칙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민주 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는 CPB를 이끄는 조직
원칙(organizational principle)이다. 이 당의 의회 매 4년에 한 번 소집되는데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이 당의 최고 단체(supreme body)이다.

Rashed Khan
ব ◌া◌ংল ◌াদ ে◌শ ে◌র o য় ◌া
WPB
1980
Amal Sen
방글라데시 노동당
MENON
রক
◌্ ◌ার স◌্ প ◌ার ট◌্ ি◌
(WPB: Workers Party of
WPB는
1980년에
방글라데시
Communist
Party(레닌주의자),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Bangladesh)
(Revolutionary Communist League), Majdur Party와 다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당
(BIP: Bangladesh
Islamic Party)

ব ◌া◌ংল ◌াদ ে◌শ i স ল ◌া

ম ি◌ক প ◌ার ট◌্ ি◌ - ব ি◌.

B.I.P

1979

Advocate Forman Ullah

আ i .প ি◌

Advocate
Md.Abdul
Mobin

이 당은 방글라데시 연합여당을 구성하는 4개 정당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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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Party Name

Native Name

Nick Name

Year of
Founda
-tion

Party Founder

Current Leader

Hasanul Haq
Jasod
জ ◌াত ◌ীয ◌় স ম ◌াজ ত ◌ান ◌্
1972
Hasanul Haq Inu
Inu
(জ ◌াস দ )
ত র◌্ ি◌ক দ ল
자티야 사마지탄트리크당
(Jasod: Jatiyo
이 당은 시장(은퇴함)이 이끌며 Barisal 지역의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로도 알려진 Abdul
Samajtantrik Dal)
Jalil의 지도력하에 설립되었다. 또한 이 당에는 ASM Abdur Rab & Shahjahan Siraj 같은 최고
등급의 학생 리더들이 가입하였다.
JSD
A. S. M. Abdur
জ ◌াত ◌ীয ◌় স ম ◌াজ ত ◌ান ◌্
2002
A. S. M. Abdur Rab
자티야 사마지탄트리크
(Rab)
Rab
ত র◌্ ি◌ক দ ল
달당
(JSD: Jatiyo
이 당은 JSD(Rab)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명한 당 대표 ASM Abdur Rab 이후) Inu가 이끄는
Samajtantrik Dal-JSD) mother party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방글라데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을 Jatiyo
Samajtantrik Dal-JSD라고 부르며 Inu가 이끄는 당은 Jatiyo Samajtantrik Dal-Jasad라고 부른다.
গ ণ ফ ে◌া
র ◌াম

Gano Forum

GF

1992

Kamal Hossain

Kamal Hossain

GF는 1992년 Awami League의 분열과 시민사회 그룹의 합병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당은
창설자 중의 하나이며 헌법 변호사(constitutional lawyer)이고 국제 법학자이기도 한 Kamal
Hossain 박사가 책임지고 있다.

ব ◌া◌ংল ◌াদ ে◌শ ে◌র
SPB
1980
Khalequzzaman
Khalequzzaman
স ম ◌াজ ত ◌ান ত
◌্ র◌্ ি◌ক
방글라데시 사회당
(ব ◌াস দ )
—
দ
ল
ব
◌া
স
দ
(SPB: Socialist Party
of Bangladesh)
SPB는 방글라데시가 자본주의국가라고 한다. 그 분석에 의거하여 이 정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있다.
ব ◌া◌ংল ◌াদ ে◌শ

방글라데시 자티야당
(Bangladesh Jatiya
Party)

방글라데시 인민민주당
(BPDP: Bangladesh
People’s Democratic
Party)

জ ◌াত ◌ীয ◌়

প ◌ার ট◌্ ি◌-ব ি◌জ ে◌প ি◌

BJP

2001

Andaleeve Rahman

Andaleeve
Rahman

현재 이 당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Bangladesh Jatiya Party-BJP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이 당에서 분열된 M.A. Martin이 이끄는 Bangladesh Jatiya Party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
당은 현재 고 Naziur Rahman Manjur의 아들인 Barrister Andaleeve Rahman MP가 의장을
맡고 있다.
Bangladesh
People’s
Democratic
Party

BPDP

2011

Alhaz Hazi Md. Jalal Uddin

Alhaz Hazi
Md. Jalal
Uddin

이 당은 민주주의의 설립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방글라데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이 당의 주요한 모토는 민주주의의 적절한 관행과 함께 국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의 로고는 ‘Palki(벵골어)’이다.
ব ি◌ক ল প◌্ ধ ◌ার ◌া ব ◌া◌ংল
◌াদ ে◌শ

BDB

2004

Dr Chowdhury

Badrudozza
CHOWDHURY

비칼파 다라 방글라데시당
(BDB: Bikalpa Dhara 정당은 2003년 Chowdhury 박사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된 후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
다.[2] Chowdhury 박사는 방글라데시의 실질적인 양당 민주주의에 제3세력의 필요성을 느꼈
Bangladesh)
다. 그는 시민사회 일원을 모집하는 것을 부패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대체 정당을
통해 (lit. Bikalpa Dhara) 나라에 양호통치(good governance)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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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Party Name

Native Name

자유민주당
(LDP: Liberal
Democratic Party)

ল ি◌ব ◌ার ে◌ল

Khilafat Majlis당

Islamic Unity Front

Bangladesh National
Awami Party(NAP)
Gonotantry Party

ড ে◌ম ে◌া
ক র◌্ ে◌ট ি◌ক

Year of
Founda
-tion

Party Founder

Current Leader

LDP

2006

A. Q. M. Badruddoza
Chowdhury, Dr. Oli Ahmad Bir
Bikram, and 24 other former
Members of Parliament and
ministers

Oli Ahmed

KM

1989

Maulana Abudul Gaffar

-

IUF

-

Ameer Allama Mufti Fazlul
Huq Amini and Chairman
Shaikul Hadith Allama Azizul
Haq

Islami Oikya
Jote

NAP

1957

Abdul Hamid Khan Bhashani

-

GP

-

-

Nohammad
Afzal

Nick
Name

প ◌ার ট◌্ ি◌

ব ◌া◌ংল ◌াদ ে◌শ
খ ে◌ল ◌াফ ত ম জ ল ি◌স

i স ল ◌াম ◌ী ঐ ক ◌্য
জ ে◌া
ট

ব ◌া◌ংল ◌াদ ে◌শ
ন য◌্ ◌াশ ন ◌াল
আ o য় ◌াম ◌ী প ◌ার ট◌্ ি◌
গণতনত
◌্ র◌্ ◌ী
প ◌ার ট◌্ ি◌

3. 기타
이외 방글라데시 Bangladesh Nationalist Front(당대표 Abdul Kalam Ajadi),
Islamic National Unity Front(당대표 Islami Oikya Jote), Islami Andolaon
Bangladesh, Bangladesh Democratic Party, Bangladesh Representative Party,
Bangladesh Representative Party(BRP), Bangladesh Janata Party(BJP) 등의 정
당들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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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은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견
인하는 데 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정부는 조세감축 또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나친 재
정지출 확대는 구축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경제성장 견인과 사회복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유지해오면서 기대에 못

* 본 논문은 남아시아연구, 제20권 2호, pp. 131~161(2014. 10. 31일 발간)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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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저성장률 및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2000년대 후반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구축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인도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인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Wagner(1883)가 주장한 것과 같이 경제규모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고,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단
일방향(uni-directional) 또는 양방향적인(bi-directional)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인도경제와 재정정책의 현황을 고찰해보면 인도의 재정정책이 케인즈의
가설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정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Wagner의 가설을 따르고 있는지
가 불분명하다.
인도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3~14년도에 인도정부의 재정지출 규모
는 14조 루피에 달했다. 이는 GDP의 13.7%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정지출규

1) 인도정부는 적자 기조의 재정정책을 추진하여왔다. 특히 최근에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키
면서 2011년 이후에는 5조억 루피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
제성장률은 오히려 5%대까지 하락하였고, 물가는 거의 두 자릿수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인
도중앙은행 RBI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장
을 구축시킨다는 견해를 자주 발표하였다(Journalism of Courage ARCHIVE, ‘High fiscal
deficit will add to inflation,’ 2012, 1.10; Business line, ‘Fiscal deficit: Devil lies in the detail,’
2013, 2. 25; The Wall Street Journal, ‘India’s High Fiscal Deficit a Concern: Subbarao,’ 201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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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확대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대를 넘어섰다. 더욱이
최근에 식량안보법의 도입, 석유 등 에너지 및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 등 산
업생산과 관련 없는 비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연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
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2)
무엇보다도 막대한 비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상
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두 자릿수에 달하고 있다. 고질적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
도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도 추
진하지 못하고 고금리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실정
이다.
인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도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
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도가 앞
으로 정책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무차별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인도의 재정 및 GDP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
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하여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인도의 GDP와 정부지출 간

2) 가령 인도정부는 최소고용제도(MGNREGA: Mahar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의한 농촌지역의 고용지원제도가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소비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정부의 보조금 성격의 재정지출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인도
정부는 판단하고 물가상승 등 왜곡적 효과를 유발하는 재정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BusinessLine. 2014.7.3. ‘Rural job scheme caused price ri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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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방향 또는 단일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양자 간에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충격반응분석을 통하여 국내총생산과 재
정지출의 충격이 두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고는 위와 같이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 첫째, 인도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판별한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인도재정정책의 효과가 전통적인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Wagner 가설을 따르는지를 판단한다. 셋째,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인도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인도경
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인도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한다. 재정정책과 경제
성장이 상호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Wagner와 케인즈의 가설에 의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인도의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에 대한 현황을 인도중앙은행의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두 변수 간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함수 분석 및 그랜저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5절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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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및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 재정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는 케인즈 가설과 Wagner 가설의 검증에 기
반을 둔다. Wagner의 가설은 국민소득의 증대가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 원
인이 된다는 것이다(Wagner 1883). 이에 반해 공공지출의 확대가 국민소득
을 증가시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케인즈의 가설이다(Keynes 1936).
Wagner는 산업화를 거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1인
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장기적으로 공공지출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제시
하였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의 지출도 이와 동반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Keynes(1936)는 공공지출은 경제성장의 기반요인(fundamental determinant)
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판단하였
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침체에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공공지출은 외생적 요인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소득
을 증가시키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두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오랫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요
인 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가령 Ahsan et al.(1992)은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지출과 국민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지만, 그 어떤 인과관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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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digen and Cetintas(2003)도 터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역시 양자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Afxentiou
and Serletis(1996)와 Ansari et al.(1997)은 여러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는데 Wagner의 가설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Frimpong
and Oteng-Abayie(2009)도 서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두 변수 간에는 특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Wagner의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은 세계 2차 대전 후 G7 국가 중에
서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Bohl 1996).
이에 반해 그리스(Chletsos and Kollias 1997), OECD의 10개 국가(Ghali
1998), 터키(Demirbas 1999), 6개의 신흥시장 국가(Chan,g 2002), G7(Kolluri
et al. 2000), 미국(Islam 2001), 방글라데시(Kalam and Aziz 2009), 파키스탄
(Rehman et al. 2010)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정부지출을 증대시
킨다는 Wagner 가설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태국(Jiranyakul and Brahmasrene 2007), 나이지리아(Babatunde 2008),
이탈리아(Magazzino 2010)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견
인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Ayo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는 김성순(2009)이 벡터자기회귀모델(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세율 변화가 민간소비증가율, 민간투자증가
율,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
출의 증가가 민간소비, 민간투자,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조세증가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
와 투자증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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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완, 황태연(2005)은 재정지출을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 지출로 구분
하고, 그 구분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
산적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반
면 비생산적인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김성태(2012)는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부문 성장
에 관한 양자간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증가가 지방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
하여 Wagner 가설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지출을 투자지출과 소비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투자지출 증가
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소비지출의 증가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김우철(2006)은 확대 재정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적 VAR모형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와 감세 모두가 소득을 증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만이 아닌 물가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
대한 연구도 있다. 김성순(2007)은 SVAR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이용하여
확장적 재정지출이 실질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확장적 재정지출은 실질GDP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물가와 이자율
도 인하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
진할 경우 실질GDP를 증대시키고, 물가는 인하시키면서 이자율은 높인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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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김현의(2000)와 박종섭(2001)도 확장적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축소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 부문의 생산성이 민간 부
문에 비해 낮은 것이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
고 있다. 이인실(2006)도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벡
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증가
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출을
소비지출과 투자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
률과 고용률을 하락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 중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재정지출과 경제성
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진 편이다. 정진현, 김현석
(2013)은 중국의 지역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로지스틱 전이함
수(Logistic Smooth Transi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
다. 중국의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변수간의 관계 분석에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변수간에는 장기
적인 균형이 존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성장이 지방재정지출에 영향을 준다
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유동국, 김일태, 송명화(2011)도 중국의 재정과 경제성장 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과 조세수
입 간에 단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충격반응분석에서는 국내총생산의 충격이 재정지출에는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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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의 연구에 비해 인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하지만 인도 내 및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령
Gangal and Gupta(2013)는 1998~2012년간 인도재정지출과 GDP 간의 그랜
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는 양(+)의 영
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일방향의 그랜저 인
과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인도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rinivasan(2013)은 1973~2012년간의 인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장기적 관계를 오차수정모형(ECM: 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경
제성장이 공공지출을 확대시킨다는 단일방향적 결과를 도출하여 Wagner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Singh and Sahni(1984)도 정부지출과 국민소득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공공지출과 국민소득 간에는 양방향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인도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소득관계가 Wagner 가설과 케인즈 가설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Ray and Ray(2012)도 경제성장과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Developmental
expenditure)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시 케인즈나 Wagner
의 가설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ma and Arora(2010)는
인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GDP와 정부지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상호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Pradhan
(2007)은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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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준다는 케인즈 가설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대부분 인
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둘 중 하나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다.

Ⅲ.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본 절에서는 인도의 재정지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1970-71~
2013-14년 기간 동안 인도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과 명목GDP의 변화 추
이를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1970-71년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310억 루피였으나 2013-14년에는 14조 3,620억 루피로 지난 4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인도의 명목GDP는 연평균 13.6%씩 증가한 것에
비해 인도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은 매년 1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명목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더 빠
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2003년도 이후의 재정지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인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1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가 1991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감소하는 추
세를 보였다. 그 이후로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인도경제도 활력을 잃기 시작함
에 따라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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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재정지출 규모의 증대가 2008년 이후의 재정지출 비
중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하여 재정수
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에 인도정
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에서 긴축적 재정지출로 재정정책을 전환한다. 재정수
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인도정부의 절대적인 긴축적 재정지출로 인하여
2009년도 이후의 재정지출은 그 규모나 비중 면에서 감소한다.

그림 1.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과 명목GDP의 변화 추이
(단위: 10억 루피, %)

주: GDP와 재정지출은 좌-y측,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우-y측 값을 가짐.
자료: 인도중앙은행(2014.6.20).

다음으로 인도의 재정수지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GDP 대비 중
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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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까지는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금융위
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인도경제가 고성장하는 시기
인 2003~07년 기간 동안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
지만 2008년부터 다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이전의 재정정책
과는 달리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 확대가 재정수지 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된다.3)

그림 2. 인도의 재정적자와 GDP 비중 변화 추이
(단위: 10억 루피, %)

자료: 인도중앙은행(2014.6.20).

3) 인도재경부 수석경제연구위원인 De(2012)는 2008년 이전의 재정지출은 인도정부의 개발계
획에 따라 부채와 화폐 증발에 의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2008년부터
의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재정정책의 지속유지가능성에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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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도경제가 높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던 시기인 2010년부터 인
도정부의 강력한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의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14년에는 5%대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2013-14년 말 현재 인도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5조 4,249억 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도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과 유사한 추세로 증가
하였지만 GDP 증가율보다는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의 기복에 따
라 재정지출도 변하였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불
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인도정부의 의지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
소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인도의 재정지출은 개발 부문(developmental expenditure)과 비개발
부문(non-developmental expenditure)으로 구분된다.4) 개발 부문은 경제서비
스 지출, 사회서비스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인도의 재정지
출에서 개발 부문과 비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
나 있듯이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1980년대 초반에는 57%까지 차지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0-01년에는 41%까지 축소되었다. 2001
년부터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3-14
년에는 49%까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 인도예산안에서 지출 부문은 계획(plan) 및 비계획(non-plan) 지출로 구분되지만 재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을 개발(development)지출과 비개발(non-development)지출로 계
정이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개발 부문은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
스, 경제서비스, 그리고 주 및 연방 테리토리에 주어지는 교부금 등에 지출되는 것을 의미한
다. 경제서비스는 농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 및 광업, 전력발전,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철도
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비개발 부문의 지출은 재정서비스, 이자지출, 행정서비스, 국방 등
의 분야에 지출된 예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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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도의 재정지출은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보다는 비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
이 최근 경제성장이 주요 화두가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보다 비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이 더 높다. 이는 인도의 재정지출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 인도의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인도중앙은행(2014.6.20).

개발 부문의 재정지출에서 경제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을
보면 경제서비스는 1980년대 초반에는 약 25%까지 차지하였다가 점진적으
로 축소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18%대까지 하락하였다. 그 이후 점진적으
로 증가하여 2012-13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2%까지 상승한 후 감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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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2013-14년에는 3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은 1980년대 초 3.2% 수준에서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8~9%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에 인도정부
가 교육, 의료, 보건 등 사회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평
가된다.

그림 4. 인도의 경제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인도중앙은행(2014.6.20).

세부 부문별로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를 보면([그림 5]), 농업 및 농업 관련
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수송 분야에 대한 비중은 1980년대
중반의 27%에서 최근에 20%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교육, 보건 및 의료 등
기타 부문에 대한 비중은 1980년대 중반 22% 수준에서 최근에 40% 이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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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하였다. 이로써 인도 재정지출 중에서 산업 및 SOC 분야에 대한 지
출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세부 부문별 재정지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인도중앙은행(2014.6.20).

종합해보면 인도의 재정지출은 최근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장 속도보다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이후 인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기부양적인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적 재정지출
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 증대되는 등 인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인도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급속히 축소시
키면서 재정지출 비중도 축소되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인도의 재정지출은 최근에 개발 부문 보다는 비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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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지출의 30%대까지 증가하
였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농업 및 농업개발, 에너지 부문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교육, 보건 등의 기타 부문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인도 재정지출의 주요 특징은 재정지출의 증감은 경기적 추세
와 동반되지만 경제발전 및 성장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이다. 이러한 점으로 판단해보면 인도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 할 가
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Ⅳ.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여기에서는 인도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
증분석하고자 한다.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접근방법을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
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즉 재정지출(EXP)과 경제성장(GDP) 간에 그랜
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한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다음과 같이 양방향
모두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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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검정1: GDP(Y)는 재정지출 EXP(G)의 그랜저 원인변수(cause)가 아
니다.
- 가설검정2: 재정지출 EXP(G)는 GDP(Y)의 그랜저 원인변수(cause)가 아
니다.

위의 가설검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 재정지출을 견인하는지를 확인한다. 아니면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양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지
를 분석한다.

위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VAR 모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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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여기에서 ∆ ln   는  기의 GDP이며, ∆ ln   는  기의 재정지출(EXP)을
의미한다.  와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둘째, 시계열 분석에 따른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VAR(Vector
Auto Regression) 또는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선택하여 관
련 변수들의 단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GDP 증
가가 재정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agner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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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재정지출이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
케인즈의 승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음의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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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n       ln     와 ln       ln     는 오차 수정항이며,
장기균형 상태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특정변수에서 충격이 발생할 때 관련 변
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단기 충격이 발생하여 정부지출과
GDP가 1단위 증가할 경우 향후 약 10년간 정부지출과 GDP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할 것이다.

2. 분석자료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EXP)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1970-71~
2013-14년 기간 동안의 국내총생산(GDP)과 총재정지출(EXP), 그리고 두 변
수에 대한 각 1차 차분변수(dlnGDP와 dlnE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
째로는 1980-81~2013-14년 기간 동안의 개발 부문 재정지출(lnDEXP)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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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문 재정지출(lnNDEXP),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1차 차분변수
(dlnDEXP와 dlnNDEXP)를 이용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인도중앙은행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물가변동
을 고려하여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전환한 후 자연로그를 취
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70-71년부터 2013-14년까지이다. 실증분석
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1]와 [표 2]에 정리하였다. 여기에
서 성장률로 표현할 수 있는 dlnGDP의 평균은 2.3%인 것에 비해 dlnEXP는
약 3%로 나타나 재정지출의 증가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 1. 총재정지출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1970-71~2013-14)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GDP

44

4.191624

.3075037

3.770694

4.759048

lnEXP

44

3.266141

.379348

2.619032

3.89619

dlnGDP

43

0.022985

.0127336

-.0231981

.0420237

dlnEXP

43

0.029701

.027665

-.0467048

.1008973

표 2.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1980-81~2013-14)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GDP

34

4.300146

.2631186

3.902278

4.759048

lnDEXP

34

3.239435

.2263246

2.860945

3.670075

lnNDGDP

34

3.238321

.2622782

2.760257

3.662985

dlnGDP

33

.0259627

.0087852

.0061688

.0420237

dlnDEXP

33

.0236143

.0404148

-.0509877

.1253715

dlnNDEXP

33

.0273554

.0231893

-.0297289

.0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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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가. 총재정지출과 GDP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고에서는 변
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 분석하였다. 만약에 변수들이 단
위근을 갖고 있다면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갖게 된다. 분석 변수들이 불안정한 시
계열을 갖게 되면, 실증분석에 활용된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를 통하여 단순히 높게 나타나 잘못된 추론을 유발시키게 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용된 시계열 자료들에 대한 안정성(stationar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
에 시계열들이 단위근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검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위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 GDP의 수준변수에서는 상수항을 포함한 경
우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수항과 시간 추세(time trend)를 포함
한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차 차분한 경우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EXP)의 수준변수에서
는 모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차분한 경우에는 단위근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lnGDP
lnEXP

구분

수준변수-t값

1차 차분-t값

상수항

3.164***

-6.006***

상수항+추세

-1.979

-7.506***

상수항

-0.405

-6.081***

상수항+추세

-2.793

-6.003***

주: ***은 1% 통계적 유의 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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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공적분 검정 및 VAR 또는 VECM 분석을 위한 시차결정 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차결정 검정 결과를 보면 다양한 검정 기준 모두에
서 1차 시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적분 검정
및 기타 실증분석에는 1차 시차를 적용하였다.

표 4. 시차선택 검정

lag

0
1
2
3
4

LL

LR

df

p

FPE

AIC

HQIC

SBIC

58.1872
221.589
223.837
225.268
226.589

326.8*
4.4963
2.8608
2.6418

4
4
4
4

0.000
0.343
0.581
0.619

.000207
7.1e-08*
7.8e-08
8.9e-08
1.0e-07

-2.80936
-10.7795*
-10.6919
-10.5634
-10.4294

-2.77883
-10.6879*
-10.5392
-10.3497
-10.1546

-2.72492
-10.5261*
-10.2696
-9.97227
-9.66943

다음으로는 시계열 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계열 변수들이 불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만약에 시계열 변수 간에 공
적분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VAR 분석을 하지 않고 VECM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적분 검정을 위해 요한센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 실
시하였으며, 시차는 앞에서 제시된 1차 시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최소한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인도의 재정지출과 GDP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VECM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와 재정지출의 수
준변수를 이용하여 VECM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격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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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Johansen 공적분 검정

maximum
rank
0
1
2

parms

LL

eigenvalue

2
5
6

222.13192
229.10654
230.36463

.
0.27704
0.05684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16.4654
2.5162*

15.41
3.76

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을 하였다. 충격반응함수는 특정 내생적
변수가 충격을 주었을 때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 6]에는 EXP와 GDP 각각에 충격을 주었을 때 상대 변수에 어떤 반
응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가 기술되었다. 먼저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GDP에
주는 충격을 보면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도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GDP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인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구축효과를 동반하여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GDP가 증가할 때 재정지출(EXP)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GDP의 증가는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케인즈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Wagner의 ‘재정지출의 증가
는 경제성장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즉 인도에서는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을 확대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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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DP와 재정지출(EXP) 간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suality) 검정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표 6]). GDP와 재정지출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
수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정지출
은 GDP와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GDP의 증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가설을 10%의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증가는 GDP 성장에 영향을 못 미
치지만 GDP의 증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Wagner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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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ranger Casuality 검정

가설(Null Hypothesis)

Chi2

Prob.

GDP does not Granger Cause EXP

3.531

0.060*

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94

0.332

나.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 정부지출과 GDP
여기에서는 정부지출을 개발 부문과 비개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
와 경제성장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개발 부문(lnDEXP) 및 비개발 부문(lnNDEXP), 그리고 국민소득
(lnGDP)에 1980-81~2013-14년 기간 동안 단위근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수항 및 시간 추세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GDP와 개발 부문의 정
부지출 수준변수에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수준변수는 상수항을 포함한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지만 상
수항과 시간적 추세를 포함한 경우에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1차 차분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사라져 안정적인 시계열 변수가 되었다.
표 7.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 분석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lnGDP
lnDEXP
lnNDEXP

구분

수준변수-t값

1차 차분-t값

상수항
상수항+추세
상수항
상수항+추세
상수항
상수항+추세

2.146
-1.395
0.135
-1.345
-0.999
-3.765**

-4.219***
-4.726***
-4.562***
-4.459***
-5.832***
-5.727***

주: ***은 1% 통계적 유의 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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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분석에 필요한 시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차선택 검정을 실시한 결
과, 모든 기준들이 1개의 시차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따라서 개
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VAR 실증분석에는 1개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표 8.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 재정지출 분석변수에 대한 시차선택 검정

lag

LL

LR

df

p

FPE

AIC

HQIC

SBIC

0
1
2
3
4

109.103
237.209
243.179
245.267
253.832

256.21
11.94
4.17
17.13*

9
9
9
9

0.000
0.217
0.899
0.047

1.7e-07
6.1e-11*
7.6e-11
1.3e-10
1.5e-10

-7.07353
-15.014*
-14.8119
-14.3511
-14.3221

-7.02871
-14.8347*
-14.4982
-13.9029
-13.7394

-6.93341
-14.4535*
-13.8311
-12.9499
-12.5006

다음으로 VAR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VECM 모형을 활용할 것인
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하였다. 검정한 결과([표 9]), 개
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GDP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개발 부문과 비개
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GDP 간 인과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VCM 모형 대신
VAR 모형을 적용하였다.
VAR 모형을 활용하여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GDP 간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하였
다. [그림 7]은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GDP 간 충격반응함
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개발 부문의 재정지출(dDEXP)이 증가할 때
GDP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DP가 증가할 때 개발 부
문의 재정지출(dDEXP)은 증가하는, 즉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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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 분석변수에 대한 요한센 공적분 검정

maximum
rank
0
1
2
3

parms

LL

eigenvalue

12
17
20
21

247.4616
255.79329
258.69516
259.46048

.
0.40591
0.16587
0.04671

Trace
statistic

5%
critical
value

23.9978*
7.3344
1.5306

29.68
15.41
3.76

다. 한편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GDP에 양(+)의 효과를 주지
만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과 GDP 간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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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 재정지출과 GDP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살펴
보기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표 10]), GDP가 개발
부문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10% 내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기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
하지 못하였다. 즉 GDP의 증가가 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에 양(+)
의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변수들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충격반응함수의 분석 결과와 동
일하게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재정지출이 개발 부문
에 관한 것이든 비개발 부문에 관한 것이든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 재정정책은 Wagner의 가설을 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Ray and Ray(2012)의 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즉 인도의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서 정부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
이 비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확대는 인도경제 성장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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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Granger Casuality 검정

가설(Null Hypothesis)

Chi2

Prob.

GDP does not Granger Cause DEXP

3.6677

0.055*

GDP does not Granger Cause DNEXP

0.0778

0.780

D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1040

0.747

DEXP does not Granger Cause DNEXP

0.1447

0.704

NDEXP does not Granger Cause GDP

0.2206

0.639

NDEXP does not Granger Cause DEXP

1.2588

0.262

Ⅴ.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VAR 모형 및
VEC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하여 먼저 인도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현황을 고찰한 결과, 재정지출 규모가 분석 기
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속도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 속도보다 재정지출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최근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인도정부가 재정지
출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
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재정수지 적자에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즉 최근에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만성적인 적
자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발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보다는 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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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서비스 및
SOC 투자에 지출되는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인도의 재정지출은 규모 면에서 크
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
된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인도 중앙정부의 총재
정지출과 GDP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개발
부문과 비개발 부문으로 구분하여 GDP와의 인과관계를 VAR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재정지출은 물론 개발 부문 및 비개발 부문의 재정지출이
GDP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
지만 GDP의 증가는 총재정지출은 물론 개발 부문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인도의 재정정책은 케인즈의 가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Wagner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고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인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재
정수지 적자를 과다하게 확대시키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보다
는 오히려 구축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령 2012년 이후 인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함에 따라 재
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재량적 재정정책의
한 형태라고 해석되며,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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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도경제가 성장할수록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적극
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재정정책보다는 성장과는 무관한 정책을 확대시킬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도경
제가 성장하면서 개발 부문보다는 비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확대가 인도 재
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도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지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집중되고 있는지
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연료비, 식료품, 비료 등 저소득층 및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명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의 확장은 경제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장기적으로 GDP 대비 3%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인도 재정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인도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키
고, 오히려 인도경제의 안정성만 해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
라서 한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할 때 인도정부의 재정정책을 유의 주시
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인도정부가 확장적인 재량적 재정정책을
확대‧추진할 경우 인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불안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도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가격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본고의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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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본고는 재정지출과 GDP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재정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물가, 환율,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
향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하여
물가, 환율은 물론 경상수지 적자 폭도 크게 확대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
련 정책변수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생산성 및 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재정지출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성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재정지출에서 부문별 지출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세부 부문별 지
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여 어떤 부문에 대한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어떤 부문에 대한 지출은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은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직접적인 원
인이된다.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
는 영향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인도경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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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해적 국가와 테러리즘 국가로 국제사회에 등장해 안보
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 소말리아 문제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해 정
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소말리아는 해적, 군벌,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 샤바브(al Shabaab)가 지배하고 있는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돼 있다.
소말리아는 1991년 국가 붕괴 이후 내전이 계속되면서 북부지역에서 독
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 북동부 지역의 자치 국가인 푼틀란드, 수도 모가디
슈와 대도시 지역을 지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소말
리아연방공화국, 도시 지역을 제외한 중남부 지역을 통제했었던 이슬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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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의 세력인 알 샤바브 세력, 그리고 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무장
세력들이 중앙권력, 자원과 재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실패국가의 전형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망각되었던 소말리아가 해적 활동과 알 카에다(al Qaeda)와 연계된 알 샤바
브가 주도하는 케냐 쇼핑몰 폭탄테러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소말리아는 해적 국가를 넘어 테러리즘 국가가 되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아프리카 평화유지군(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과 소말리아 정부군(SNA: Somali National Army)의 군사
적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모가디슈와 주요 도시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수많
은 자살폭탄 공격과 대규모 테러리즘을 주도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알 카에
다와의 연계를 통해 작전범위와 전략, 전술이 다양해지면서 아프리카의 뿔
전 지역으로 테러리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국
경은 허점이 많고 경계가 느슨하며 아라비아 반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허약
한 법 집행과 사법제도, 부패 만연은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합법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민족주의와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디아스포라 출신의 전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 전사를 충원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전사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 출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케냐, 수단, 예멘, 방글라데시, 체첸,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이 외국인 전사들을 소말리아와 주변 국가들, 그리
고 국제사회의 커다란 잠재 위협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9월 알 샤바브의 케냐 쇼핑몰 공격은 알 카에다가 동아프리카 지부 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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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세계적인 지하드(Jihad: 성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알 샤바브와 알 카에다의 연계가 주변
국가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체적 네트워크 모델(SN: Subject Network Model)을 이
용해 알 샤바브가 인력충원과 자금모집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SN 모델은 알 샤바브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의 테러리즘
활동을 위한 인력충원과 활동자금 확보에 효과적이다. 이 모델은 서구 제국
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탈식민지 국가들에 뿌리를 둔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민족, 종교, 역사적 현실을 이용하여 유연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1)
본 연구 주제는 한국 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분야이다. 소말리아는 한
국이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평화유지군인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국가이
다. 그 이후 한국 학계에서 소말리아는 망각된 존재였고 내전과 반복되는 가
뭄, 소년병 문제, 최악의 빈곤국가, 그리고 해적 문제로 외신에서만 듣거나
접할 수 있는 국가였다. 한국에서 소말리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6년 동원호가 해적에 피랍되었을 때부터이다. 한국의 소말리아 연구는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삼호 쥬얼리호를 구출할 때 최고의 관심을 받았지만
해적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관심이 약해졌다.
소말리아가 다시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케냐 쇼핑몰 테러 공격으로
한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
주의 세력인 알 샤바브, 알 카에다 동아프리카 지부, 케냐와 에티오피아가

1) Allen(201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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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해 강화된 AMISOM, 미국의 특수부대와 무인항공기 드론의 타격, 외국
인 전사와 테러리스트들의 존재가 세계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내 단순한 이슬람 무장조직
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할 잠재성이 높은 테러리즘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 학계의 아프리카 연구는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주변의 서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로 케냐와 에티오피아에만 집중돼 있다.
소말리아가 실패국가나 취약국가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 국가들의 이슬람 대
기독교의 종교적, 종족적, 지리적 경쟁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소말리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
아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소말리아는 학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Ⅱ. 분석의 틀
1. 이슬람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의 핵심적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목적을 달
성하려는 정치적 폭력의 한 형태이다.2) 테러리즘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여

2) Goodin(200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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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공격을 하거나 권력과 위신의 상징을 공격하고 중요한 기업인,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 지도자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기도 한다. 테러리즘은 약
자의 무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쟁과 다르다. 테러리즘은 전통적인 무력경
쟁에서 상대방을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수단이다.3)
현대 테러리즘은 세계화의 산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람, 상품, 돈,
기술과 아이디어의 초국경적 흐름이 증가하면서 국가 희생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들이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되었으며 테러리즘 조직들은 고도의 이동성
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테러리즘 조직들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국제이주를 활동 유지와 확대에 활용하고 있는데 알 샤바브 역
시 소말리아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 지역에서 인력과 활동자금
을 확보해 오고 있다. 셋째, 세계화는 이슬람 세계에 서구 사회에 대한 정치
적 적대감과 호전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문화의 세계화4)와 서양 상품, 아이디어와 가치 확산에 대한 반발로 생
겨났거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가난한 국가들을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만든 불균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배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자체가 초국가적 또는 글로벌한 테러리즘의 등장을 촉진했다
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드는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지하드는 허무주의 운동 또는 종
교적 회복주의 운동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에서

3)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지음, 하영선 외(2012), pp, 456-471.
4) Andrew Heywood, 김계동 옮김(2014),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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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정치적 조건과 위기에 대한 폭력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종교 테러리스트 가치 구조는 세속 테러리즘과 달라서 대응하기가 어렵
다. 종교 테러리스트는 사후 세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살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종교 가치의
구조 차이 때문에 세속 국가는 마치 종교 테러리스트들이 영적 가치를 두는
대상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없듯이 종교 테러리즘을 억제하는 것 역시 어렵
다. 세속 테러리즘은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추구한다 하더
라도 사회 기본 골격 유지를 목표로 한다. 반면에 종교 테러리스트는 기존 사
회의 개선이 아니라 사회규범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
지구적 테러리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를 원용하는 시도에 부합하지
않은 요인들이 있다. 서방 사람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을 희생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종교로 설명될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입장
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약속, 공동체 내에서의 명예 획득, 자신
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 같은 개인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종교
테러리스트 지도자, 기획자, 책임자들은 거의 순교를 위한 지하드에 참가하
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은 불법 또는 비도덕 행위를 지하드로 거룩하게 정당
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폭력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과 개인에게 폭력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종교적 동기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종교 교리에 의한 자살 공격의 정치
목적에 대해 학자들은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자살 공격 목적 중에는

5) Azzam(2008), p. 154.
6) Cronin(2002/2003), pp. 30-58.

∙ 206

소말리아 알 샤바브의 알 카에다 연계와 영향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는 심리7)와 외국 주
둔군 철수를 위한 자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8) 이와 함께 테러리즘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다. 정치권력은 한 국
가에서 이슬람 율법을 강제함과 동시에 순수하고 올바른 이슬람 사회를 건
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 테러리즘 네트워크 모델
Williams and Godson은 Anticipating Organized and Transnational Crime에
서 초국적 범죄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법적 규정 요인에 맞추기 위해 채택하
는 몇 가지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9) 이들은 범죄조직은 자신들이 활동
하는 국가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정의 수준에 기반 한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설명하는 모델은 시장 모델, 기업 모델, 문
화 모델, 민족 네트워크 모델, 사회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10)
이것은 소말리아와 같은 실패국가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취약국가에서 강
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 조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기업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1) Sageman은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에서 Williams and Godsond
의 주장12)에 동의하면서 그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그것과 똑같은 기업

7)
8)
9)
10)
11)

Bloom(2005), pp. 77-79.
Pape(2005), pp. 45-46.
Williams and Godson(2002), pp. 322-332.
Ibid., pp. 322-332.
Ibid., pp. 3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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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초국적 테러리스트 조직 내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13).
더 나아가 Sageman은 사회적 제휴, 친척관계, 신봉자, 그리고 신념의 점진
적 강화는 신디케이트 조직 속으로 잠재적 조직원을 포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동사회연결망이론(common social
network theory)을 강조했다. Sageman은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내의 이데올로
그들은 초국적 범죄 조직 내 범죄자들이 유사한 사회적 방법론적 과정을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Sageman은 테러리스트 집단 내 조직
계획은 제휴와 접속 가능성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공통분모들 사이의 비
공식적인 연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광범위한 집합 내 공통분모 속에
중심축(hub)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Sageman은 이러한 중심축이 공통분모들 사이에 연결된 파일 역할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제휴와 조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Sageman은 공통분모 집합이 지리적 지역 또는 사이버 세계 내 공용공
간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지시와 명령은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들이 상층 지
도부에서 하달될 수 있는 중심축을 경유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14)
Sageman은 동남아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아
(Jemaaj Islamiyah)와 이데올로기 유사성과 제휴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 중앙지도부로부터 독립되어 신중하게 독자적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을 허
용하고 있는 소규모 세계 네트워크모델(small-world network model)과 중앙
지도부에 의해서 하향식의 위계적 방법으로 명령과 지시를 하는 모델의 차
12) Sageman(2004), p. 131.
13) Ibid., pp. 131-133.
14) Ibid., pp.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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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Sageman은 “첫 번째 모델은 명령 지시 혼선과 책임
소재, 그리고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중앙지도부에 의해 약화될 있
지만, 두 번째 모델은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현 지도부에 대한 결정적 타격
으로부터 지도부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통분모들 집
합체에 명령을 신속하게 하달할 수 있는 효과적 모델이기 때문에 테러조직
이 선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5)
따라서 알 샤바브의 조직 구조는 강력한 문화적‧민족적 유사성을 가진 상
호 연계된 공통분모들 집합을 만들어내면서 아프리카 뿔 전 지역에 사회적
제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세계 네트워크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알 샤바브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후 서로 다른 세력의
지도자들이 조직의 진정한 단일 지도자로 주장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교체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알 샤바브는 다른 초국적 범죄 조직과 유사하게
사업에 대한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소말리아 민족 연계를 이용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숯, 설
탕, 소형무기, 중고품 같은 품목을 거래해오고 있다.16) 또 최근에 알 샤바브
는 불법 상아 거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17) 국제
사회 지원과 AMISOM의 보호로 유지되고 있는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독자
적으로 알 샤바브의 네트워크들을 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이 없다.
알 샤바브는 기존 테러리즘 조직과 달리 민족 정체성 네트워크를 통해 매
15) Ibid., p. 133.
16) Allen(2014), p. 3.
17) Kalron(2012),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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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이고 새롭게 혁신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발전시켰다. 알 샤바브는 의식
화하기 쉬운 젊은이, 가난한 사람, 소말리아 민족, 인종 그리고 종교적 정체
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적 정체성(subject identity) 호소를 통해서 서구에 정
착한 디아스포라를 인력 충원과 자금 모집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 있다. 비록
알 샤바브가 사회적 민족 정체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슬림이 되
는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동을 통한 주요 메시지는 반제국주의와 투쟁
이기 때문에 충원 대상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각성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과 세계적
지하드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에서 식민지 지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서구 제국주의와 싸운다는 역사적 의
식을 가지고 주체적 네트워크(SN)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서구 지역을 거점으
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서구 전략과 전술은 구조화되
고, 전투 교범 중심적이고 일차원적 분석을 통한 예측된 거점에 화력 지원을
앞세운 기동전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전략과 전술은 오지와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산개해서 활동하고 있는 알 샤바브의 3차
원적 전략과 전술인 SN 모델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SN 모델은 주체로서 개인의 탈식민적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다양한 비국
가행위자들이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안성맞춤인 전략이다.
이 모델은 알 샤바브 이데올로그들이 미디어 매체들을 이용해 아랍 자선단
체들에 지지와 지원을 탄원하면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하드 활동
의 정당성 호소를 통해 과거 식민지 청산을 위한 복수심을 자극하는 기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모델은 민족, 종교, 그리고 공유된 역사적 ·
민족적 정체성을 포함해 3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들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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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탈식민적 정서와 이해 수준 정도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알 샤바브는 SN 모델을 통해 다른 사업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고 재진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케냐 북동부 해안과 소말리아 난민 캠프 소말리아 국내
난민이 많은 지역으로 설탕과 소형무기를 밀매하고 불법 상아 무역에 개입
하기 시작했다.18) 소말리아 난민 캠프는 수많은 강간 사건과 질병, 폭력이
만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알 샤바브는 이 캠프들을 피난처와 거점으로 이
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캠프에서 알 샤바브 전사가 되는 것은 직업과 희망
이 없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19)
따라서 알 샤바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체성 결합을 정당화하고 있다. 첫
째, 소말리아 민족이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슬림
이다. 둘째, 이슬람은 서구의 공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지하드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셋째, 소말리아인들은 서구 제국주
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알 샤바브는 이 결합의 연계를 토대로 충원 주체들을 선동하고 의식화해
포섭해 왔다. 알 샤뱌브는 SN 모델을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
력과 자금을 확보해 왔다. 알 샤바브는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투자와 민족적 유대를 기반으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알 샤바브는 1970~80년대의 바레 독재정권과 1990년
대 내전 시기에 무장세력에게 착취와 박해를 받았던 소말리아인들로부터 은
밀한 지지와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다.

18) Boniface(2014).
19) Rose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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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알 샤바브의 등장과 발전 전략
1. 알 샤바브의 등장 배경
아랍어로 이슬람 전사 청년운동을 의미하는 하라카트 알 샤바브 알 무자
헤딘(Harakat al Shabaab al -Mujahedeen)은 소말리아에 이슬람 국가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이다. 알 샤바브가 2006년에 무
장세력으로 처음 국제무대에 부상했을 때 조직 뿌리는 1980~90년대 호전적
인 정치적인 정치 이슬람 운동 초기단계로 두고 있다.20) 알 이트하드 알 이
슬라미아(AIAI: Al Itihad Al Islamiya)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과
소말리아에서 미래 알 샤바브 지도부에게 훈련과 교육 강령을 제공했다.
2006년에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경쟁하던 이슬람법정연맹
(ICU: Islamic Courts Union)의 군사 부문을 맡고 있던 무장세력 지도자들의
느슨한 조직에서 출발했다.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몇 가지 독립적인 요인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부재였다. 1991
년에 바레 정권이 붕괴된 이후 소말리아는 20년 이상 동안 중앙정부 부재와
종족과 제휴한 군벌들의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00~04년 사이에 구
성된 임시국민정부(TNG: Transitional National Government)와 같이 14차례에
걸친 국제사회가 지원한 소말리아 국가 재건 시도가 실패했다. 그래서 소말
리아 임시국민정부는 세계에서 최악의 실패국가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21)
20) Hammami(2013). p. 36.
21) BBC(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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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샤바브의 핵심 지도부는 15세기 이후 소말리아에서 정착되어 왔던 신
비주의 수피즘을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보수적인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을 지지하고 있다.22) 소말리아가 전통적으
로 수피즘을 인정해 왔지만 알 샤뱌브은 수피즘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
다.23) 알 샤바브는 자신들을 무슬림을 위한 세계적 지하드 조직이라 내세우
면서 “세계적 이슬람 국가인 칼리프(Caliphate)의 통치 아래 세계 무슬림 사
회인 움마(Ummah)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24) 2009년에
알 샤바브의 지도자 고다네(Amir Ahmed Godane)는 “우리는 서구 제국주의
와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 전쟁은 이슬람 샤리아가 세계 모든 대륙에서 실행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25)
알 샤바브는 2011년부터 AMISOM, 에티오피아군, 케냐군, 지부티군, 소말
리아 정부 연합군이 공세를 강화하자 이슬람과 소말리아의 방어자로서 역할
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과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했다.26) 2006년 에티오
피아 침략으로 촉발된 민족주의 정서 강화와 함께 알 샤뱌브는 조직원을 수
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확대해 소말리아 이슬람 군주국(Islamic Emirate of
Somalia) 설립을 추진했다.27) 알 샤바브가 이 화법을 가지고 소말리아 국내와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어낸 결과, 많은 소말리아 디아스포라들이 에티
오피아와 싸우기 위해 알 샤바브에 합류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28)

22)
23)
24)
25)
26)
27)

Lewis(2013), pp. 7-21.
Mary Harper(2012), p. 74.
Alexander Meleagrou-Hitchens, Shiraz Maher James Sheehan(2012), p. 16.
Mary Harper. op. cit., p. 86.
Rob Wise(2011). pp. 2-6.
Shuriye(2012), p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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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사회에서 종족은 민족 정체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배는 영향력이 없었지만 종족정치는 지역 정치와 사회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어이다. 알 샤바브는 조직 결성 이후 소말리아
종족정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알 샤바브가 중요한 조직으로 발전
하는 과정에서 소말리아를 통합하고 종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알 샤바브는 당시에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의 종족에 기반하고 있
는 군벌과 경제적 동맹 관계를 수립했다. 알 샤바브는 종족들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거나 경쟁적이고 지배적인 종족과 대립하고 있는 소수 종족을 지원했
다. 알 샤바브의 많은 지도자들이 명문 종족 출신이기 때문에 소말리아에서
조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종족 연계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예를 들면 알 샤바브의 고위 지도자인 묵타르 로보우
(Muktar Robow)는 명문 종족인 라한웨인(Rahanweyn) 출신이다.29)
반면에 종족 간 경쟁은 알 샤바브 내에서 분란의 원인이 되었다. 일부 전
문가들은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2011년
기근 동안에 국제구호기관의 접근과 지원을 차단하고 방해한 것이 지도부
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로보우와 같은 지도자들의 종족 출신
들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고다네와 같은 이삭 종족 출
신들은 기근으로 전혀 고생을 하지 않았다.30)
2010년에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중남부 대부분 지역을 수천 명의 전사를
통해서고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세력권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체제를 확
28) Hansen. op. cit., pp. 4-11, pp. 82-90; The Telegraph(2012).
29) Farouk Chothia(2013).
30) Alexander Meleagrou-Hitchens and Hussein Solomon(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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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했다. 전국 단위에서 8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되는 주요 슈라 평의회(Shura
ouncil)는 고다네가 주도했다.31) 슈라 평의회 밑에는 알 샤바브 조직의 전국
적인 군사, 미디어, 재정, 종교적, 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서가 운
용되고 있었다.32)
알 샤바브의 이러한 지배 구조는 지역 수준에서도 실행되어 지방에서는
지역 맞춤형 지배구조로 분화되었다. 2010년에 알 샤바브의 지역 조직 규모
와 세력은 바이도아(Baidoa)와 키스마유와 같은 주요 도시 중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운용되었다.33) 현재 알 샤바브는 유사한 운영 구조를 유지
하고 있지만 축소된 영토와 세력에 맞추어 운용하고 있다. 한때 소말리아 중
남부 지역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던 알 샤뱌브는 소말리아와 서구 국가들에
서 충원된 7,000~9,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때가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34)
알 샤바브는 이데올로기 또는 목표의 단일 조직은 아니지만 소말리아의
진정성 있고 정당한 세력과 전 세계 무슬림 통합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화법을 채택하고 있다. 알 샤바브가 추구하는 전략은
초기에 전 세계 소말리아 디아스포라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
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의 활용에서 보여주었듯이
기존 테러리즘 조직과 차별된 혁신적인 것이었다.35)
이러한 서방 출신의 대다수 지하디스트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서
31)
32)
33)
34)
35)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4), pp. 4-9.
Daveed Gartenstein-Ross(2009), pp. 25-36.
Hansen, op. cit., pp. 82-95.
Perry Chiaramonte(2014).
Hansen, op. cit., pp.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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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이주한 이슬람권 가정 출신들이다.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주류사회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 갈등하
다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출구를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엔 주로 모스크
나 학습모임 등을 통해 극단주의를 접했지만 최근엔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모집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평소 종교적 열의를 강하
게 드러내지 않던 평범한 젊은이들이 갑자기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떠나는 경우도 흔해 각국 보안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
가 되고 있다.36) 미국에서도 몇몇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이 알 샤바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알 샤바브를 위해 싸우기 위해 소말리아로 들
어갔다.37) 2007년 이후 20명 이상의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이 알 샤바브를 위
해 싸우려고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지역사회 거점인 미네
소타를 떠났다.38)

2. 알 샤바브의 전략과 전술
이슬람법정연맹(ICU)의 붕괴와 2009년 에티오피아군이 철수함에 따라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연방과도정부(TFG)를 전복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게릴라
전술을 채택했다. 알 샤바브는 지역 동맹과 연계된 매복과 자살폭탄 전술을
통해 TFG를 축출해 소말리아 중남부의 많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2010
년 8월부터는 알 샤바브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TFG와 AMISOM

36) Margaret Coker(2014).
37) CBS(2013).
38) The Star Tribun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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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적인 군사 공격에 직접 대응하는 전술로 전환했다. 이러한 전술 변화
는 알 샤바브가 모가디슈 지역의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던 2010~11년 8월
의 라마단 기간에 소말리아 정부군, AMISOM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
에서 증명되었다.39)
그러나 알 샤바브의 라마단 공세는 소말리아 정부군과 AMISOM군의 반
격으로 모가디슈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 공세 이후 세력은 급격
하게 약화되었다. 그 후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군과 AMISOM의 역공세
가 증가하자 2011년 8월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전략적으로 철
수했다.40) 이와 함께 친정부 무장세력인 알루 수나 왈 자마(ASWJ: Ahlu
Sunna Wal Jama)와 에티오피아군이 국경 쪽에서 남동 쪽으로 압박해 오고,
케냐군이 소말리아 남부 쪽에서 대대적인 연합작전을 개시하면서 키스마요
항구를 비롯한 핵심 도시를 상실함에 따라 알 샤바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
기 시작했다.41)
알 샤바브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었던 주요 도시에서 철
수했다. 알 샤바브의 일부 세력은 푼틀란드 반자치 지역에 있는 갈갈라 산맥
(Galgala Mountains)과 예멘 같은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겼다.42) 따라서 중남
부 지역에 남아 있는 알 샤바브 세력은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게릴라
전술로 전환했다.43) 알 샤바브는 모가디슈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부대 운
용 전술인 매복을 통해 정부군 장교를 암살하고 급조폭발물(IEDs), 수류탄,
39)
40)
41)
42)
43)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2010).
Anzalone, op. cit., p. 1.
Daniel Branch(2011), p. 10.
BBC(2012).
All Africa(2012).

2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지뢰를 이용한 폭발 등 비정규전으로 대응하고 있다.44)
알 샤바브는 게릴라전으로 전략 전술을 전환했음에도 AMISOM과 소말리
아 정부연합군 공세에 대응할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2012년 9월 29일 케
냐군은 알 샤바브가 지역 경제활동 통제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던 거
점인 키스마유 항구를 점령했다.45) 알 샤바브는 키스마유 항구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 석 달 동안 케냐군과 정부군에 대해 한 달에 20차례 이상 공격을
착수하며 공세를 두 배 이상 강화했지만 키스마유를 되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알 샤바브는 계속된 재원과 대중의 지지 상실 때문에 2013년부터
이전과 같은 강도의 공세를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다. 2013년 8월 14일에 알 샤바브는 다양한 자살폭탄테러를 이
용해 모가디슈의 주요 법원청사를 목표로 하는 공격을 수행해 적어도 20명
이상을 살해했다.46) 결국 이것은 2013년 9월에 알 샤바브가 케냐 쇼핑몰을
공격하는 대형 테러리즘으로 연결되었다.47)
이 테러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알 샤바브와 전쟁 2.0을 수행하기로 결정했
다. 그래서 유엔은 에티오피아군을 AMISOM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병력 증강과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알 샤바브가 통제하고 있던 중남부 지역
도시 대부분을 수복했다. 특히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AMISOM과 소말리
아 정부 연합군의 공세 재개로 알 샤바브의 주요 거점이 거의 파괴되었다.
이와 함께 알 샤바브는 키스마유 항구 세금과 모가디슈 바카라 시장(Bakara

44)
45)
46)
47)

Christopher(2013), op. cit., pp. 1-2.
The Telegrapher(2012).
BBC(2013).
Matt Bryden(2014), pp. 1-2.

∙ 218

소말리아 알 샤바브의 알 카에다 연계와 영향

Market) 수입이 완전 차단되자 전사들의 충원과 조직 운영에 곤란을 겪어 세
력이 더욱 약화되었다.48)
재정적인 어려움과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알 샤바브 전사들이 대규모로 이
탈하면서 세력의 쇠퇴를 가속화했다.49) 더 나아가 알 샤바브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었던 몇몇 라디오 방송국과 많은 핵심 시설이 드론 공격과 연합군 공
세로 거의 파괴되어 명령과 지휘 체계가 차단되고 두절되었다. 알 샤바브의
전사들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 샤바브의 전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
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50)
알 샤바브는 내부에서 상호파괴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노선투쟁과 권력투
쟁을 경험했다. 2013년 6월 중반에 알 샤바브의 주요 파벌들은 남부 소말리
아에서 계속 충돌했다.51) 충돌 과정에서 고다네가 몇몇 경쟁자들을 신속하
고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렸다. 고다네의 부하들 역시 알 샤바브의 개국 공신
을 포함해 탁월한 두 명의 지도자를 살해했다. 또 다른 개국 공신은 자신의
종족 피난처로 도망갔고 조직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소말리아 연방정부로 탈
출하려다가 체포되어 숙청당했다.52) 한 달 후 고다네의 부하들은 알 샤바브
의 가장 뛰어난 외국인 전사인 미국인 오마르 하마미를 숙청했다.53) 이러한
권력투쟁과 연합군 공세로 알 샤바브는 세력이 약화되어 시골과 산악 지역

48)
49)
50)
51)
52)
53)

Abdi Guled(2012).
The Daily Star(2012); BBC(2012).
Mahmoud Mohamed(2012).
All Africa(2013); Garowe(2013); BBC(2103).
Daily Nation(2013).
Nicholas Kulis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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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으로 후퇴해 전력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권력투쟁과 숙청을 통해 가장 급진적이고 무자비한 지도자인
고다네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고다네는 살라피 지하디스트이
면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광신의 진정한 신봉자이고 알 카
에다 연계를 통한 세계적 지하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다네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9월 케냐 쇼핑몰 테러를 실행한 것이다. 이 테러는 고다네
가 소말리아와 주변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지하드를 착수하기 위한 의지
표시이면서 조직 내부에서 자신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들에게 지
도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MISOM과 정부 연합군 공세는 알 샤바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경제적 지원 문제 때문에 공세가 중단되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를 제공해주었다. 2013년 6월에 AMISOM은 확보한 지역을 확실히 지배하
고 통제하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작전을 강화했다.54) 점령지 민사
작전은 주민 보호를 위한 반란진압의 중요한 작전이지만 정부군과 AMISOM
연합군이 알 샤바브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깊이 개입하면 전선 확대로
수복 지역조차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오히려 알 샤바브에 역습과 반격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54) Williams(2013),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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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알 카에다 네트워크와 지하드
1. 알 카에다 동아프리카 지부
알 카에다는 아라비아 반도에 지부(AQAP: Al 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를 설립해 주도적인 이슬람 무장 그룹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조직
능력을 강화하면서 이라크 알 카에다(AQI: Al Qaeda in Iraq)와 마그레브
(AQIM: Al Qaeda in the Islamic Maghreb)까지 지부를 확대시켰다. 각 지부
가 지역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부들은 서구 이익에 대한 어떤 공격에
착수하는 것을 요구받았다. 알 샤바브와 같은 단체 지도자들은 연합전선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 카에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충성 맹세를 공개적
으로 표명해야 한다.55) 당연히 알 카에다와 연계된 단체들은 그들 모두가
각자의 지역에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아라비아반도 알 카에다(AQAP)는 2009년 크리스마스 날 디트로이트행
비행기 폭탄테러 실패, 2010년 10월에 화물기를 폭발시키기 위한 계획 실패
에서 보여주었듯이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 테러리스트 공격 확대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알 카에다 이라크지부(AQI)는 2007년에 발생했던 런
던과 글래스고 폭탄테러 계획에 개입했다.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은 유럽과 미
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공격 목표를 확대했다. 2008년
뭄바이 공격은 이슬람 세계의 적을 공격하는 알 카에다 사상이 과거 인도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라시카르 에 토이바(Lashkar-e-Taiba)와 같은

55) Farall(2011),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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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슬람무장 단체들 사이에서 비옥한 거점을 발견한 사례이다.56)
2010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Boko Haram)은 수도인 아부자(Abuja)의 유
엔 빌딩에 자동차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했다.57) 보코하람은 그 공격에 성공
한 후 다름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유엔은 무슬림들의 압제에 앞장서고 있는 서구 제
국주의 세력의 세계적인 파트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신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유엔의 어젠다를 영구화하기
위한 앞잡이다. 우리는 유엔은 전 세계의 무슬림에 대한 세계적 압제의
수호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58)

2012년 2월에 알 샤바브는 알 카에다와 공식적인 제휴를 발표했다. 그러
나 초기에 오사마 빈 라덴은 합병을 원하는 알 샤바브의 제안을 소말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압력을 우려해 거부했다.59) 그러나 빈 라덴이 사망
하자 2012년 2월 알 카에다의 새 지도자 셰이크 아이만 알 자와히리(Sheikh
Ayman al Zawahiri)와 알 샤바브의 지도자 고다네가 두 조직의 공식적인 합
병을 알리는 비디오를 발표했다.60)
양 조직의 동맹이 유지되고 있지만 알 샤바브는 알 카에다 이름을 채택하
지 못했고 양 조직의 관계는 알 샤바브 지도부 내부에 알력과 불화를 일으켰
다. 2012년 4월에 알 샤바브의 최고 지도자 아웨이스는 지하드는 많은 다른
56)
57)
58)
59)
60)

Peter Bergen Bruce, Hoffman and Katherine Tiedemann(2011), p. 74.
Daniel Egiegba Agbiboa(2013e), pp. 65-84.
The Punch(2011).
Moshe Terdman(2012), pp. 3-5; BBC(2012).
Lahoud(21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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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많은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알 샤바브와
알 카에다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아웨이스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
를 주장했다. “우리는 알 샤바브이지만 그 운영은 아주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 알 샤바브의 원리와 알 카에다 원리가 무슬림 전체
세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양 조직은 무슬림 세계의 단지 일부이다.”61)
알 샤바브는 또한 예멘에 거점을 둔 AQAP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알 샤바브 지도부는 AQAP와 협력하면서 알 카에다와 왕래할 수 있는 통로
로 이용하고 있다.62) AQAP는 알 샤바브 전사들을 예멘에서 훈련시키면서
소말리아로 무기 공급과 밀수를 중계하고 있다.63) 그 예로 2012년에 AQAP
가 알 샤바브에 보내는 무기 수송선이 미국에 의해 소말리아 북부 해안에서
나포되었다.64)
알 카에다와 그 연계 세력과 협력하는 것 외에 알 샤바브는 아프리카 뿔
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야망을 보여주었다. 알 샤바브
와 연계된 극단주의 조직들이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
했는데 케냐의 무슬림 청년조직(MYG: Muslim Youth Group)과 탄자니아의
안사르 청년센터(AMYC: Ansar Muslim Youth Center) 등이 있다. 더욱이 케
냐군이 2011년 10월에 소말리아를 침공한 이후 알 샤바브는 케냐의 보안군
과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테러 공격을 빈번하게 가했다.65)
알 카에다가 알 샤뱌브와 같은 분산된 구조와 지부에 어느 정도의 명령과
61)
62)
63)
64)
65)

Reuters(2012).
Thomas and Roggio(2012), pp. 1-4; Clint and Andrew(2012), p. 4.
Greg Jaffe and Karen DeYoung(2011).
BBC(2012).
USA TODA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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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알 카에다는 그 지부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 위계질서적인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알 카에다는 절대명령의 수준이
항상 분명하지 않는 권한이 위임된 네트워크의 위계질서로서 운영되고 있
다. 전사들 사이에 인간적 유대가 중요하고 때로는 핵심, 지부, 그리고 프랜
차이즈 사이 명령구조를 초월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통합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알 카에다의 요구는 일상적인 명령보다는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을 착수하기 전에 알 카에다와 연계
된 집단은 알 카에다 중앙지도부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이 요구된다. 그 목적
은 케냐 쇼핑몰 테러 공격과 같이 알 카에다의 전략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다.67)
알 샤바브의 계속된 테러리스트 활동은 보코하람, 안사루(Ansaru), 알 카
에다 북아프리카 분파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에서 다른 지하드
집단의 활동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알 카에다와 연계된 다양
한 지하드팀들의 협력을 위해 관련 군대가 지원하고 있어 폭력적인 공격이
보다 정교해지고 파괴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지하드 집단에 대해 보코하람에 대한 나이지리아군
의 공격, 말리에서 알 카에다와 연계된 집단에 대한 프랑스군의 공격, 소말
리아에서 알 샤뱌브에 대한 케냐군, 에티오피아군, 그리고 AU의 공격처럼
군사력을 앞세운 분쇄작전은 선동적이고 역효과를 내어 이슬람 테러리즘을
축출하는 데 실패했다(그림 참조).

66) Farall(2011), p. 133.
67) Daniel Egiegba Agbiboa(2013c),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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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프리카 알 카에다 네트워크

자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13760&cp=nv
(검색일: 2014.7.4).

2. 알 샤바브의 지하드
2014년 9월 현재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중남부 오지와 산악 지역에 거점
을 두고 AMISOM과 정부군과의 교전을 되도록 피하면서 수도 모가디슈와
다른 주요 도시에 요원들을 은밀하게 침투시켜 세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투 능력을 수시로 과시하고 있다. 알 샤바브의 주요 전술은 요인 살해, 수
류탄 투척, 급조폭발물 사용(IEDs: Improvised Explosive Devices)이다. 알 샤
바브는 게릴라전과 자살 순교 테러작전을 병행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알 샤바브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AMISOM과 정부 연합군과는 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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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전을, 도시에서는 자살 테러작전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알 샤바브가 전술로서 자살 폭발테러를 채택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알 샤바브는 남부 도시 바이도아에서 허술한 차량급조폭발
물(VBIED: Vehicle-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을 가지고 TFG의 당
시 대통령이었던 압둘라히 유수프 아메드(Abdullahi Yusuf Ahmed)의 암살에
성공하지 못했다. 2008년 10월에 알 샤바브는 소말릴란드 하르게이샤
(Hargeysa)에서 세 차례, 푼틀란드 부사소(Boosaaso)에서 두 차례에 걸친 거
의 동시적인 폭발로 다양한 VBIED 작전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알 샤바브는 2009년 2월과 9월에 수도 모가디슈에서 두 차례의 정교한 공
격으로 폭탄조끼 사용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인간 이용 급조 폭발물과
VBIED의 결합으로 채택한 두 차례 작전은 간접 발화장치에 의한 것이었
다.68) AMISOM군 사령부에 대한 9월 17일 공격에서 두 개의 VBIEDs가 보
안 경계를 통과해 폭발함으로써 부사령관을 포함해 17명의 평화유지군이 살
해되었다. 폭탄조끼를 착용한 두 명의 테러범이 마지막 순간에 VBIEDs로부
터 내려 빌딩 안에 들어가 폭발시키기 전에 살해되었다.69) 이 폭탄조끼 안의
폭발물들은 테러범이 폭발에 실패했을 경우에 원격 폭발 안전장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바일 폰과 네트워크화 되어 있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알 샤바브가 PBIED의 긴급 탈출 단추(chicken switch)를
사용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2010년 7월 11일 캄팔라 테러 공격은 몇 가지
요소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것이었다. 이것은 원격 폭발 IED뿐만 아니라 안

68) M. Bryden, A. Laloum, and J. Roofthooft(2010), p. 51.
69) CN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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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치를 가지고 조끼에 맞는 폭발물을 채택하고 격발장치로 모바일 폰을
채택하면서 다양한 목표물에 대한 거의 동시적인 테러 공격이었다.
2010년 이후 알 샤바브는 케냐에서만 30차례 이상의 테러 공격을 전개하
면서 소말리아 주변 국가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70) 이 사건에는 대부분 수류
탄, 지뢰 또는 IEDs가 사용되었는데 이것들은 보안 검색대를 거의 무사통과
할 수 있었다. 알 샤바브가 주도한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두 가지 국제적
테러 공격은 2010년 6월 캄팔라 테러와 2013년 9월의 케냐 쇼핑몰 테러이다.
이러한 주요 특징적인 테러 공격은 알 샤바브의 자살 순교여단의 변화와 테
러 전술, 기법, 그리고 절차(TTPs: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의 발
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 제공한다.
2008년 이후 알 샤바브는 서구와 소말리아 외부에 있는 인식된 적들의 전
초기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할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2008년 10월에 알 샤바브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건물, 에티오피아 영사관과 다양한 정부 사무실을 강타하는 5차
례의 자살 폭탄공격을 조직해 수십 명을 살해했다.71) 2009년 10월에는 모가
디슈에 주둔 중인 AMISOM 부대에 포격을 가해 20명 이상을 살해하고
AMISOM을 지원하던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72)
2010년 7월의 캄팔라 테러와 같이 2013년 케냐 쇼핑몰 테러공격은 알 샤
바브가 사전에 시험했던 TPPs의 혁신적인 결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알 샤
바브가 케냐 쇼핑몰 테러부터는 자살 폭탄테러보다는 자살특공대의 직접 공
70) Kenya National Assembly(2013), pp. 12-15.
71) Ali Noor(2008).
72) Agbiboa(2013b), pp. 4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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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알 샤바브는 2009년에 자살폭탄
공격과 경무장 전사가 개입한 복합공격의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전술
은 AMISOM 군 사령부에 대한 9월 17일 공격에서 제한된 성공으로 채택되
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지하드 전사는 저격용 소총이 아니라 PBIEDs를
휴대하고 있었다.
알 샤바브의 두 번째 복합작전은 2010년 8월에 모가디슈의 무나 호텔
(Muna Hotel)을 목표로 했는데 그곳에서 정부 보안군으로 위장한 무장전사
들이 빌딩을 습격해 테러범 중 적어도 하나가 폭탄조끼를 폭발시키기 전 두
시간 동안 교전했다. 그 공격으로 국회의원 몇 명을 포함해 투숙객의 3분의
2가 살해되었다.73)
알 샤바브의 대변인 라게(Ali Mohamud Raghe)가 주장했던74) 그 테러 공
격의 분명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 샤바브는 2년 이상 동안 또 다른 복합테
러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2012년 말에야 후속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그
때 알 샤바브는 새로 선출된 소말리아의 대통령 하산 셰이크 모하메드
(Hassan Sheikh Mohamud)와 다른 정부 고위 관리를 살해하기 위해 모가디
슈의 자지라 호텔(Jazeera Hotel)에 대한 테러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소말리아와 AMISOM 보안군이 강화된 호텔 경비원들이 알 샤바브의 공격
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75)
알 샤바브의 이러한 테러 공격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40명 이상의 사상자
를 발생시켰다.76) 2013년 7월 유엔감시그룹(UN Monitoring Group)은 2012년
73) Mike Pflanz(2012).
74) Hassan Mohamed Olad and Malkhadir M Muhumed(2010).
75) Abdirahman Yusuf Al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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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과 2013년 3월 사이에 남중부 소말리아 지역에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61.7회 또는 하루 두 차례 정도로 발생한 수많은 폭탄테러와 자살테러공격
사고는 알 샤바브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발표했
다.77) 이 테러사건의 대부분은 주로 AMISOM 보급선에 대한 매복 공격 또
는 도시 지역, 특히 모가디슈에서 IEDs와 수류탄을 사용한 공격과 암살 공격
이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알 샤바브 자살순교작전의 공통적 특징은 자살폭탄테
러였다. 자살순교테러가 채택되었을 때 다른 전사는 보안검사를 통과하거나
폭탄테러범이 목표물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해주면서 지원 역할을 한다. 자
지라 호텔의 테러 공격 실패 직후에 알 샤바브는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위해
자살폭탄테러범을 이용해 혼란을 조성하는 사이에 소총과 수류탄을 휴대하
거나 때로는 폭탄조끼를 착용한 전사들이 대부분의 살해를 책임지는 것으로
공식을 수정했다.
이러한 정교화된 TPPs는 2013년에는 대법원 청사, 그 다음에는 모가디슈
에 있는 유엔 청사에 대해 충격적인 효과를 가지고 채택되었다. 같은 해 4월
14일의 대법원 공격은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VBIED가 채택되어 그곳을 통
과해 소총을 휴대한 소규모의 무리와 그 중에 몇 명은 폭탄조끼를 착용하고
살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 속에서 진입했다.78)테러범을 포함해 35명이
그 작전에의해 살해되었고79) 그 테러 공격은 알 샤바브의 순교여단이 주도

76)
77)
78)
79)

Daveed Gartenstein-Ross and Appel Henry(2014).
Lauren Ploch Blanchard(2013), pp. 2-4.
Abdi Guled(2013).
Michelle Shephar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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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80)
2013년 6월 19일 유엔 청사에 대한 테러 공격은 늦은 아침에 복합건물 정
문 밖에서 VBIED를 폭발시켜 소규모의 무장 대원이 들어가게 하는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었다.81)그 테러 공격으로 4명의 유엔 직원, 4명의 지역보안요
원, 그리고 모든 테러범을 포함해 3분의 2가 살해되었다. 알 샤바브는 그 테
러 공격을 자살 순교여단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82)
이 과정에서 2013년 9월 고다네가 주도한 케냐 쇼핑몰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알 샤바브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소말리아 전문가인 Menkhaus는 케냐 쇼핑몰 테러
리즘을 알 샤바브의 자포자기식 공격이라고 주장했다.83) 그러나 다른 전문
가들은 그 사건은 알 샤바브가 세력 약화를 은폐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라기보다는 조직의 건재함과 세력 과시의 표시라고 주장한다.84)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하드를 두고 알 샤바브 현 세력과 전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알 샤바브 지하드는 생존을 위한 재편성
전략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것은 알 샤바브가 세력 부흥을 목표
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망할 정도로 소말리아 대중들의 지지가 폭락했
기 때문이다. Matt Bryden이 주장했듯이 최근의 알 샤바브 세력과 전략 약
화, 그리고 대중들 지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급진적 개혁과 전략, 전술
변화는 생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알 샤바브는 단기적 목표는 생존이
80)
81)
82)
83)
84)

Harakat Al-Shabaab Al-Mujahideen(2013).
Sabahi(2013).
Mike Pflanz(2013); HSM(2013).
Ken Menkhaus(2103).
HS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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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기적으로 종족들의 분열을 이용한 세력의 복원과 강화가 목적이다.
2013년 봄과 2014년 여름 사이에 소말리아 보안군, 친정부 군벌, AMSOM
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한 소규모 작전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고다네
의 목표는 알 샤바브가 여전히 소말리아연방공화국에 위험한 안보 위협 세
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
샤바브가 케냐 쇼핑몰 테러 공격 이외에 실행한 가장 두드러진 테러 사건들
로는 모가디슈에 있는 법원 청사(2013년 4월 14일), 유엔 복합건물(2013년
6월 19일), 터키 대사관(2013년 7월 27일),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 본부 근처(2014년 2월 27일), 소말리아 대통령궁인 빌라 소말리아
(Villa Somalia)(2014년 2월 21일), 소말리아 의회 빌딩(2014년 5월 14일)에
대한 폭탄테러 등이 있다. 알 샤바브의 최근 테러를 분석해보면 알 샤바브는
케냐군과 동맹 군벌 세력이 키스마요를 장악한 2012년 10월과 2014년 2월
사이에 한 달에 대략 15건의 테러 공격을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5)
알 샤바브는 자살폭탄테러와 자살부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술 변화를 모
색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의 분쟁과 국내 문제를 초국적화하기 위
해 2014년 5월 24일 지부티의 한 식당에 테러 공격을 가하였다. 이 테러 공
격으로 테러범 두 명과 터키 국적자들이 살해되었고 서구 군인들 몇 명이
부상을 당했다.86) 이것은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테러
공격을 채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85) Pual D. Williams(2014), p. 910.
86) The Gurdi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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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네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알 샤바브는 규모는 축소되고 세력은 약
해져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와 연계된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많은 거
점 지역을 상실했지만 조직과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활동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위한 거점은 확보하고 있다.87) 알 샤바
브는 AMISOM, 케냐군, 에티오피아군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에 관해서 소말
리아 각 지역에서 우려와 의심, 그리고 종족들 간 분열을 이용해 AMISOM,
소말리아 연방정부 기관과 정부군 내부로 계속 침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가 모가디슈 교도소로 알 샤바브 세력이 장악해 사실상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88)
더 나아가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동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 AMISOM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그리고 주요 국제
협력자인 미국과 영국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글로벌 지하드 네트워
크를 계속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9) 결국 고다네 주도로
통합되고 디아스포라들의 초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알 샤바브는 국내 전술
변화와 세계적 지하드를 목표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은 알 샤바브 문제가 케냐 내의 논
쟁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알 샤바브와 전쟁 2.0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사건
이 알 샤바브가 주도한 최초의 초대형 테러 공격은 아니었지만 테러범 소탕
작전은 알 샤바브의 존재와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 관해 국제사회의 집중적
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90) 이 테러 공격은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서 새롭고
87) Somalia and Eritrea Monitoring Group(2013).
88)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4), pp. 12-13.
89) Jamal Osma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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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추진
력을 부여해주었다. 이것은 2013년 11월 12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2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24)의 채택에 의해 AMISOM과 소말리
아 정부군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작전이 수립될 수 있었다.91)

Ⅴ. 국제사회의 알 샤바브와 전쟁 2.0
1. AMISOM 위상의 강화와 역할 전환
2014년 9월 현재 알 샤바브는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연합군의 공세
강화로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의 많은 거점을 상실했다. AMISOM과 정부연
합군의 초점은 전투와 군사적 전략 전술보다는 지역 주민을 안정시키고 지
배구조 강화를 통해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사작전의 강화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전략은 AMISOM와 소말리아 정부군의 지속적인 전투력과 민사작전
능력, 의지 부족을 고려할 때 쉬운 과업은 아니다.
특히 이 전략은 소말리아 공화국의 안정과 알 샤바브의 재기와 회복 기회
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소말리아 정부군이 알 샤바브
가 통제하고 있던 수복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
90) Guardian(2013).
91) Paul D. Williams, op. cit.,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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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와 의욕, 능력의 부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AMISOM 내 정치적 리더
십의 부재, 병력 파견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전략적 이
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수복 지역 안정화를 위한 민사작전이 큰 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92)
AMISOM은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TFG)와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국가
로 인정받은 소말리아 연방공화국을 위한 방어 전략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
인 공세 강화로 알 샤바브의 거점 지역인 대부분의 중남부 지역을 탈환했다.
2012년 9월 케냐군과 소말리아 정부군이 키스마유 항구의 장악 이후
AMISOM은 가동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 보급, 대우 문제를 내세워 주로 방
어 전략을 유지했다. 2013년 4월과 6월 사이에 아프리카연합(AU)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AMISOM의 요구사항을 몇 차례 주장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아프리카 위원회(AU Commission) 의장은 AMISOM의 능력과 의지, 그리
고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공세 작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알 샤바브가
통제하고 있는 더 많은 지역을 수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93)
AMISOM은 알 샤바브를 계속 압박하는 대신에 확보한 거점과 보급선 유지
와 보호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말리아 정부군은 AMISOM이 수동적인
방어 전략으로 일관해 알 샤바브가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격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과 휴식을 주었다고 비판했다.94)
AU와 유엔이 1990년대의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작전(United Nations
92) Ibid., pp. 222-47.
93) AFRICAN UNION(2013), paras 27, 72 and 16.
94) Paul D. Williams, op. cit., p.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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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keeping Operation in Somalia)을 벤치마킹해 AU-유엔합동임무(Joint
African Union-United Nations Mission)를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95)
2013년 8월 26일부터 2013년 9월 6일 사이에 실행된 이 벤치마킹 임무는 만
약 AMISOM 방어 작전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수복했던 많은 지역을 알 샤바
브가 다시 회복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 안보 상
황에 대한 문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96)
이것은 AMISOM이 1990년대와 같은 유엔 평화유지작전으로 재배치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고이면서 알 샤바브에 대한 공세 재개를 허용하도록 AU의
임무 강화와 그러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형태의 소말리아군
강화를 권고했다. 그리고 AU-유엔합동임무는 군사적 공세 재개와 함께 알
샤바브로부터 수복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실행 가능한 대안적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AMISOM과 소
말리아 정부군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민사작전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
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권고했다.97)
이러한 과정에서 2013년 9월의 케냐 쇼핑몰 테러 공격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내에서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안팎에서 주요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테러 공격은 미국이 아프리
카 뿔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 초기 결정의 정당
성을 확인시켜주었다. 2013년 6월 미국은 2012년 9월 리비아 벵가지 미 대
사관 공격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동아프리카 대응군
95) Ibid., p. 914.
96) Ibid., p. 914.
97) Ibid., p.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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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F: East African Response Force)을 창설했다.98)
2013년 12월 14일 미국은 최초로 동아프리카 대응군(EARF)을 남수단 주
바(Juba)에 미 대사관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파병했다. 미국의 EARF 창설은
2013년 10월 AMISOM고 소말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대
략 24명 정도의 군사고문단 배치를 포함해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서 여러 아
프리카 행위자들을 지원하고 능동적 작전(kinetic operations) 속도를 가속화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99) 미국은 2013년 10월 알 샤바브의 거점인 바로
웨(Barawe)에서 고위 지휘관 체포 시도 실패를 포함해 산발적인 공습과 특
수부대 작전을 실행했다.100)
미국은 케냐 쇼핑몰 테러공격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소말리아에서 이룩한 정치적 발전과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서 군사
적 승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벤치마킹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경고했다.101) 그 결과로 미국은 2013
년 11월 12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24를 채택해 2014년 1월부터 에티오
피아군이 새로운 개념의 AMISOM에 참가하게 만들었다. 결의안 2124는

98) 동아프리카대응군(EARF)은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작전 지역은 부룬디, 지부티, 에
레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를 포함하고 있다. 미 아
프리카 사령부(AFRICOM)의 사령관은 3개의 신속대응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ARF는 2013년 10월에 창설된 콜로라도 포트 카슨(Fort Carson)에 기지가 있는 특
수부대(CIF: Commander’s In-extremis Force)이다. Kristina Wong(2013); 이와 함께 2013년
5월에 창설되어 스페인 모론 공군기지(Moron Air Base)에 임시 주둔하고 있는 북서 아프
리카를 담당하는 500명의 특수위기대응부대(500 strong Special-Purpose Marine Air Ground
Task Force Crisis Response unit)가 청설되어 있다. John Vandiver(2014).
99) Craig Whitlock(2014).
100) Nicholas Kulish and Eric Schmitt(2013).
101) Paul D. Williams, op. cit., p.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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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OM의 임무를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몇몇 지역에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했다.102) 또 이 결의안은 소말리아에서 유엔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유엔 소말리아 지원임무(UNSOM: UN Assistance Mission in
Somalia)와 AMISOM 지원을 위한 유엔지원 사무국(UNSOA: UN Support
Office for AMISOM)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
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규정은 AMISOM 설립 당
시 초기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결의안은 2013년 6월
에 채택된 결의안 2093였지만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결의
안 2124는 소말리아 주요 세 지역에서 AMISOM의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첫째, 그 결의안은 18~24개월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통한 병력의
증강과 다양한 가용병력과 복합적 전투지원병력을 요구했다. AU-유엔 벤치
마킹 검토는 6,235명의 병력 증강이 포함되어 AMISOM 전체 병력은 2만
3,966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숫자에는 840명의 경찰과 AMISOM에 편재되어
있었던 1,000명 정도의 경계부대가 포함되었다.103)
2013년 10월 10일에 AU의 평화와 안보위원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가 이 병력 증강을 승인해주었다.104) 그러나 유엔안보리 이사회가 4,395명
의 병력 증강만을 허용해 AMISOM 병력은 2만 2,126명으로 구성되었다. 병

102) Ibid., pp. 52-60.
103) AMISOM의 경계부대는 원래 2010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 부
대는 국제사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에게 안전, 호송,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경제부대의 다양한 공식화는 그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2036과 2124, 그리고 2013년 10
월 14일자 문건 S/2013/606을 포함해서 논의되었다. Ibid., p. 915.
104) Ibid., p. 915.

23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력 증강은 2014년 1월부터 AMISOM 임무를 시작한 에티오피아 때문에 이
루어진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AMISOM의 병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새
로운 유엔 경계부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임했다.105)
유엔안보리는 추가적인 병력 증강 외에 12대 군용헬기로 구성된 AMISOM
의 항공 능력 확대와 다양한 가용병력, 복합병력 증강을 계속해서 요구했
다.106) 이것은 우간다가 투입한 6대의 군용헬기 중 2012년 8월에 소말리아
로 귀환 도중 3대가 케냐 산(Mount Kenya) 능선에서 추락한 후 나머지 헬기
를 철수시킨 후 15개월 만이다.107)
이러한 병력 증강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24는 AMISOM이 추가 병력
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AMISOM을 위한 유엔지원국(UNSOA: United Nations
Support Office for AMISOM)은 병참지원 패키지를 확대했다. UNSOA는 전
반적인 전략 개념하에서 AMISOM과 함께 합동작전에 참가한 소말리아군을
위한 식량과 식수, 연료, 수송, 텐트, 그리고 야전 의료수송시설을 제공하도
록 숭인했다. 소말리아군에 제공된 지원은 대부분의 UNSOA와 같이 유엔이
평가한 평화유지 예산으로 충당된 것이라기보다는 유엔신탁기금이 제공한
자금이다.
이 자금 제공 결정이 유엔에서 논쟁이 되었다. 자발적인 기부에 의거해서
신탁기금의 사용이 기금 예측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

105) Ibid., p. 915.
106) Ibid., p. 916.
107) 우간다는 AMISOM에 3대의 공격과 전술용 헬기, 두 대의 다목적용 헬기, 그리고 의무수
송용 헬기를 배치할 것을 AU와 UNSOA 사이에서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그 헬기들은 병
력의 공중 엄호, 운송호송, 구조 비행, 그리고 철수 임무와 병력 공중투입(airdrop forces)을
제공한다. Ibid.,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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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AU-유엔의 벤치마킹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에 비추어, 2013
년 10월 10일 AU위원회 의장은 AMISOM에 대한 후속 지원은 소말리아 정
부군에 제공된 모든 지원과 같이 유엔이 평가한 기부를 통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108) 4일 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평가한 기부를 통
해서 이 패키지에 자원을 조달하는 것은 안보리가 소말리아 반란 사태를 종
식시키기 위한 소말리아인들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분명한 정치
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109)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UNSOA 지원패키지 강화 측면을 위한 자금 제공은
유엔신탁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원칙을 정했다. 소말리아군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통제 부족을 고려할 때 이 결정은 그러한 조항이 유례 없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신뢰성에 관해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일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특히 미국과 프랑스)에서 제기한 것
이다.110) 결의안 2124를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에서 유엔 소말리아 대표는
더 많은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한 기금의 지원을 호소해 신탁기금 증액을 구
체화 할 수 있었다.111)
세 번째 형태 강화는 AMISOM의 관리 구조에 제안된 변화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안보리는 AMISOM 전투부대와 AMISOM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인도주의와 인권법하에서 의무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
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위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108)
109)
110)
111)

Ibid.,
Ibid.,
Ibid.,
Elmi

p. 916.
p. 916.
p. 917; WHAT’S IN BLUE(2013).
Ahmed Duale(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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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뿐만 아니라 작전의 새로운 개념을 위해 적절한 강화된 계획과 전략
적 관리 능력을 요구했다.
소말리아에 국제적 개입의 이러한 구조 변경에 맞추어 AMISOM은 4가지
전략적 목적의 성취의 관점에서 2014년 새로운 개념 작전을 채택했다. 알 샤
바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소말리아 주권과 영토 통합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말리아가 국가 안보의 완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말리아 국가안보군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AMISOM이 알 샤바브로
부터 수복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소말리아에서 2016
년 총선거 개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112)
유엔 결의안 2124를 통한 에티오피아군 합류로 전력이 증강된 AMISOM
은 소말리아 중남부 전 지역에 걸쳐 알 샤바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우기가 시작된 2014년 4월에 AMISOM은 알 샤바브의 12
개 거점 지역을 회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AMISOM이
이 수복 지역들에 정통성 있는 행정기구, 지배구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민사작전을 성공시켜 지역을 평화적이고 안정된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113)
AMISOM의 민사작전 문제점은 안정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약한 경
찰력과 전문 민간인의 부족을 가지고 동시에 군사작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MISOM의 이러한 노력은 소말리아군으로부터 상당한 압

112) Paul D. Williams, op. cit., p. 917.
113) Ibid., pp.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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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민사작전 능력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AMISOM의 증강과 영향력 확대는 소말리아군에 재원
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AMISOM에 무게중심이 집중될 수 있
다고 소말리아 연방공화국과 정부군이 계속 제기해왔던 우려였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114)
이와 함께 AMISOM의 장기적 주둔과 증강으로 인한 군기문란과 악행 사
건의 증가는 소말리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14
년 9월 8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 입증되
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MISOM의 일부 군인들이 소말리아 현지 여
성들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벌이고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또 이 보고
서는 AMISOM은 수도 모가디슈를 비롯해 알 샤바브로부터 수복된 중남부
지역에서 성폭행, 착취, 학대, 납치를 통해 주변 국가로dml 인신매매까지 개
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15)

2, 소말리아 정부군의 전력강화
2012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AMISOM이 현상유지 방어전술을 채택한
부분적 이유는 소말리아 정부군의 증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에 있었다. 2013년 10월 AU 위원회 의장은 “AMISOM의 알 샤바브와의
전쟁은 소말리아군 전력 증강의 실패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라고 주장
했다.116) 소말리아 정부군의 전력 증강은 알 샤바브 세력을 약화시키고

114) Ibid., pp. 917-918.
115) Human Rights Watch(2014), pp.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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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OM의 목표인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
운 소말리아 정부군 창설과 증강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쉬운 과업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가지고 소말리아 안보영역 능력을 개혁하고 강화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소말리아 정부군의 적절한 규모의 증강과 훈련, 무
기, 장비에 관련된 기술적 장애, 그리고 경제적 보상 지원 약속이 선행되어
야 하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소말리아 정부군의 증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
고 어려운 것은 출신 종족에 대한 충성심과 고질적인 부패와 같은 정치적
문제 해결이다. 정치적 권리가 없이 구성된 군대는 단일 목표와 목적을 가지
고 싸울 가능성도 없다. 정부군은 모든 종족과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소말리아라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한
종족 이익의 도구로서 군에 대한 인식이 소말리아 불안정의 원인이 되어
왔다.
소말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어떻게 지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국가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높은 시도이다. 소말리아 정부군에 가장 긴급
한 정치적 문제는 부분적으로 특정 종족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종족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운영될 수 있는 단일의 연합된 군대를 만들어 하나의
소말리아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소말리아 정부군 설립 과정에서 종족
주의 문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말리아 정부군이 국가 이익보다는 특정 군벌과 종족을 대표하는

116) Ibid., p.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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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AMISOM과 정부군이 중남부 지역에
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만을 통제할 수 있어서 새로운 병력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종족들의 소규모 부분 집합에서 충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소말리아 정부군 병사와 고위 장교의 대부분은 하위예(Hawiye) 종
족 출신이고 현 대통령인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역시 하위예 출신이다.
두 번째 문제는 소말리아 중앙정부인 국가 제도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들
의 출신 종족과 하위 종족에 일차적인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개별적 충원
경향과 관계가 있다. AMISOM,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훈련프로
그램에 연계되어 있는 외부 행위자들은 병력 충원을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
된 전투부대로 편성하고 훈련 동안에 가족과 종족의 보스로부터 떨어져 있
게 하면서 억제와 상징적 표시(임시헌법과 다른 국가적 서류를 통한 충원을
제시하고 소말리아 국가 앞에서 국가를 부르는 것)를 통한 국가적 충성심을
주입하려고 노력했다.117)
또 다른 문제는 정부군이 소말리아 전역의 특정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통
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수많은 무장단체와 파벌 중 단지 하나의 세력이라
는 것이다. 소말릴란드 군대와 푼틀란드 방위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
면에 소말리아 중남부 지역에서 무장파벌의 영역은 훨씬 더 유동적이다. 특
정한 거점 주위에서 부상했던 많은 소규모 자기방어적인 군벌을 넘어서 이
러한 집단들은 하이만(Himan)과 히브(Heeb), 알루 순나 왈 자마(ASWJ: hlu
Sunna wal Jamaa), 이시올로(Isiolo) 군벌, 그리고 주바랜드 임시정부군
(Jubbaland Interim Administration)을 대표하고 있는 전사들이 포함된다. 어

117) Tristan McConnell(2014).

24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떤 독립적 군벌은 원칙상 소말리아군과 제휴해 활동하고 있다. 어떤 군벌은
소말리아군과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군벌은 지역의 관할 다툼과
자기 방어에 일차적인 우려의 추구를 위해 상황에 따라 알 샤바브와 정부군
사이에서 충성 목표를 자주 바꾸고 있다.
Ken Menkhaus는 이러한 동맹들은 알 샤바브를 패배시키는 것보다는 영토
장악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Menkhaus는 “소말리아 정부와 외
부 동맹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 행위자들은 알
샤바브와 싸우지만 소말리아인들은 주로 귀중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는 주로 종족에 기반 한 무장단체들이다”라고 주장했다.118) 따라
서 새로운 소말리아군 병력 충원 과정에서 종족 정체성은 정치적 요인이 되
고 있다. 예를 들면 로우어 샤벨(Lower Shabelle) 지역의 일부 종족 원로들은
자신의 영역으로 소말리아 정부군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알 샤바브를 축
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신의 종족과 하위 종족 영토 확대 목적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
다양한 무장파벌의 합종연횡은 소말리아 내의 이상하고 복잡하게 혼재된
동맹 형성 역동성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에 소말리아 정부군은 키스
마유 장악을 위해 주바랜드 임시정부(Jubbaland Interim Administration) 총독
인 아흐마드 마도베(Ahmed Madobe)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친 알 샤바브 무
장 세력인 바레 히라레(Barre Hiiraale)와 동맹을 형성했다.119) 다른 최근 사
례로는 대표적인 친정부 정부 동맹 세력인 살라피 무장세력 ASWJ는 알 샤

118) Ibid.
119) Matt Bryden, op. cit.,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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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와의 전쟁 수행 방법 차이 때문에 소말리아 중앙정부와 관계가 악화되
었다.120)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폭력의 정당한 도구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 진정
한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무장단체들을 새로운 소말리아
정부군으로 통합하거나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장세력 대부분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소말리아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군으로
통합되거나 자진해서 해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121)
이 과정은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보다 큰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해체된 무장세력들이 정상적인 민간인 생활로 복귀하거나 소말리아 정부군
으로 재통합되는 데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헌
법과 제도의 보완을 위한 많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현재 능력과 의지, 자금 부족,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부족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122)
소말리아 중앙정부로서는 적절한 재정 지원 없이는 무장 파벌 전사들을
정상적 사회생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고, 이 전사들에게 일
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만이 있는 개인들을 반정부 세력을 만들
거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범죄단체에 의존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종족과 지
역 주민들을 소말리아 정부군으로 충원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
과 지역, 종족, 이슬람 사회 지도자들의 더 많은 협조와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족주의 문제가 소말리아 정부군내에서 근절될 수 없는 한 이러한
120) Hamdi Salad(2014).
121) Daniel Kebede(2013).
122) Paul D. William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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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종족 출신들로 구성된 군부대 창설에 많은 강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범종족 접근의 가장 중요한 예는 군
인들이 종족의 소속보다는 장점으로 선발된 다나브 선진보병부대(Danab
advanced infantry)를 설립하기 위한 시도와 서로 다른 종족 출신에서 충원한
사람들을 혼합하고 훈련 동안에 종족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정부
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지부티군의 노력이다. 비록 부대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비밀이지만 일명 방패부대인 알파그룹 특별작전부대(Alpha Group
special operations unit) 훈련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소말리아 정부군과 AU. AMISOM, 유엔, 미국, EU와 같은 다양한 국제 협
력자들 역시 소말리아 국가안보 전략을 생각할 때 단기적 우려와 장기적 우
려 사이에서 애매한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소말리아는 알 샤
바브를 축출하기 위해 AMISOM과 협력하고 새로 수복된 지역에 안정화 정
책을 촉진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2014년 9월 현재 소말리아 연방정부
는 대략 22,000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적인 관점에서 알 샤바브의 전통적인 위협이 현저하게 약해졌지만 게릴라전
과 자살폭탄테러를 중심으로 비대칭 테러 전술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소
말리아 군대는 민사작전,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과 경계,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대칭적 전술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지원 자금이 갈수록 축소되기 때문에 소말리아는 자신
의 자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군대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소말리아 군대는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어야 하고 대신에 더 많은 재원이 경찰과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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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에 부
담이 되지 않는 군대를 현재 어떻게 설립해야 할 것인지에 문제가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새로운 소말리아 군대 구성에 직면하고 있
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의 시
간, 재원, 그리고 여러 무장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협력을 고려하고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만약 정치적 장애가 해결된다면 헌신적인 외부 협력자들의
지원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말리아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
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술적 훈련, 안보 영역의 강화 또
는 개혁을 한다 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 문제는 바레 정부 당시 소말리아 군대에 대한 좋지 못했던 전통과 중앙
정부 없이 20년 이상 보낸 것에 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유산
문제는 이제 40세 이상이 된 바레 정권 시절의 이전 소말리아군 출신으로
소위 회색군(gray soldiers)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수적인 문제는 군대
를 단결시킬 수 있는 중간 계급인 부사관들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또 다른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과 입장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정부군
의 정확한 병력 tn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123)
정부군이란 분명한 신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군인인지조차 추적하
거나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말리아 정부군은 탈영병과 도주병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모가디슈 시장이 2009년 8월 봉급

123) Mohamed Mubarak(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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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6,000~7,000명의 정부군이 있었는데 전투하려 갈 때는 단지 2,000~
3,0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을 때 확인되었다.124) 일부 군 관계자들
은 부패를 조장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혼란의 상태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
고 있다. 알 샤바브는 정부 시설과 정부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 혼란 상태를
계속 활용해 왔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식별시스템이 제공되
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시스템을 실행하고 강요할 필요가 있다. 소말리아 정
부군과 국제협력자들 사이의 논쟁과 관련된 점은 소년병이 지속적으로 존재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소년병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시스템은
소년병 충원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25)
소말리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무장하는 것은 그 이상의 기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소말리아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다양
한 국제적 노력들 사이에서 협력이 부족했지만 AMISOM, EU, 에티오피아
와 터키가 실행한 훈련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최근까지 소말리아 정부군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소말리아 밖에서 운용되었다. 최근 모가디슈
에 EU 훈련단이 도착하고 에티오피아가 AMISOM에 참가함으로써 소말리
아 정부군을 위한 다른 수준과 전문분야를 위한 협력된 형태의 항공, 병참,
지뢰 제거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정부군이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서 AMISOM
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동시에 노력하면서 주요 훈련프로그램을 검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상적인 목표는 아니다. 소말리아 정부군은 모든 형태

124) Paul D. Williams(2014a), op. cit., p. 921.
125) 김석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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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량과 통신장비, 군사장비에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전기와 통신
장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소말리아에 대한 UN의 무기금수 조치의
부분적 철폐로 소말리아 정부군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무기류와 탄약,
군사장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말리아 정부군은 여전히 기본적인 현대무기가 부족하고 보유하
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종족이나 개인들의 소유이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
하는 것은 제공된 무기 유용과 전용 문제이다. 소말리아와 에레트리아에 대
한 유엔 모니터 그룹(UN Montoring Group on Somalia and Eritrea)은 최근
소말리아 정부가 새로 구입한 일부 무기가 종족의 이익을 촉진하거나 경제
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했다.126) 이것 역시 소말리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2008년 유엔모니터그룹은 TFG에 제공된 무기와
장비류의 80%가 암시장과 알 샤바브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127)
더 나아가 2010년의 보고서는 모가디슈의 바카라(Bakara) 시장에서 TFG
장비의 불법 판매를 주목했다.128) 직접적인 결과로서 AMISOM은 식량과 카
트(qat)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FG 군인들에게 탄
약의 보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할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인한 탄약
부족은 알 샤바브와 전투할 수 있는 정부군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많은 군인
들은 탄약이 떨어지면 전선에서 탈영했다. 이 모니터 그룹의 최근 주장에 대
해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따라서 소말리아 정부군의 설
립과 증강에서 탄약과 무기의 부족과 관리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126) Ibid., p. 921.
127) Ibid., p. 921.
128) Ibid., p.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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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정부군은 막사와 의료시설과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정부군들이 전용 군용막사 없이 지역 주민들의 집을 막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적대세력들에 의한 부패, 협박, 침투를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
했다. 이 문제는 모가디슈와 도시 근처에서 다양한 군용 막사를 건설함으로
써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소말리아 정부군을 위한 병원 건설도 군의 사
기 유지에 중요한 일이다. 전투원를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사기를 올리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병사들에게 요청하
는 것은 어려운 일 것이다.
만약 소말리아 정부군이 전업과 임시직에 따라 그의 역할에 맞는 합리적
인 봉급 체계를 확립한다면 전투력과 사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소말리아 정부군의 봉급은 미국과 이탈리아가 일부 군대에 추가적인 급료를
지불했지만 나머지는 소말리아 연방정부의 책임이었다. 이것은 소말리아 정
부군의 병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말리아 정부군 내 서로 다른
계급 서열과 역할에 따라 분명하고 지속적인 봉급 체계를 위한 회계와 재정
관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
다. 지구화의 과정은 국경을 가로지르고 국경을 넘어서 2013년 9월 케냐의
쇼핑몰 테러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즘의 확산을 촉진해 국내와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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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테러리즘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알 샤바브와 같은 테러
리스트 집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적
어도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함의는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힘을 더 잘 이해하고, 명령하고 세
계적 지하드 네트워크와 관계를 통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함의는
소말리아와 같이 테러와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정보와 민간 제도를 강화하
고, 법의 지배를 촉진하며 이슬람 단체들을 급진화하고 국경 없는 테러리즘
을 촉진하는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조건을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조직인 알 샤바
브는 유엔, AU, 미국, EU와 같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20년 동안 국제사회의 기억에서 망각되었던 소말리아가 해적활동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자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해결한 사례에서 증명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말리아 연방공화국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라진 후에도 중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
지해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알 샤바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소말리아의 내전, 혼란, 분열이
중단되어 단일 국가로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말리아는 이미 독립을 선
언한 북부의 소말릴란드, 자치국가인 동북부의 푼틀란드, 수도 모가디슈와
AMISOM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 지역, 케냐군과 에티오피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친정부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만 통제하고 있는
소말리아 연방공화국, 알 샤바브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주바 임시정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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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종족 중심의 무장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
서 알 샤바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제2, 제3의 다른 알 샤바브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셋째, 국제사회가 지원한 외부 세력이 역사적‧지리적으로 소말리아와 악
연이 있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 샤
바브 세력을 소말리아에서 축출한다 해도 주변 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
은 난민캠프와 디아스포라 사회를 거점으로 두고 지하드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2012년부터 알 샤바브 세력을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알 카에다 지부
구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넷째,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에서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아프리
카 뿔 전 지역으로 세력을 확신시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알 샤바브는 SN 모델을 활용해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을 위해 소말리아인과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케냐, 우간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에레트리아, 지부티
에서도 이슬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알 샤바브와의 전쟁 초점은 수복된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
본적 서비스, 행정, 그리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소
말리아인들과 디아스포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던 알 샤바브가
주민들의 실망과 민심 이반으로 국내정치 세력으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
다. 더욱이 알 샤바브의 계속적인 테러 공격과 무차별한 주민 살해, 엄격한
이슬람 교리의 강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과 같은 지지를 받고 부활할 가
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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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 샤바브는 국내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고 생존해서 강
력한 알 카에다 동아프리카 지부로 발전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알 샤
바브의 장기적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케냐의 소말리아 난
민캠프의 탄압과 강제 송환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 수복 지역에서 중앙정부
의 거번너스 실패, 소말리아 정부군, AMISOM의 착취와 억압 등 탈선행동
때문이다.
알 샤바브가 소말리아 국내정치 세력의 중요한 행위자에서 배제되었기 때
문에 헌법을 완결하고 모가디슈를 넘어서 연방주의와 자율적인 지방분권화
를 실행하는 법을 제정해 지배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AMISOM, UNSOM, 미국, EU, 그리고
다른 국제협력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촉
진시키기 위해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광범위한 합의 없이 소말리아가 2016년에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
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연방지배구조에 대한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알 샤바브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되어
등장하면 지금까지의 노력, 시간, 지지와 지원,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피해
는 막대할 것이고 소말리아를 위한 새롭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상국가
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또다시 내전, 해적, 테러국가의 악순환
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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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과 의의
마다가스카르는 그린란드, 뉴기니, 보르네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농업 국가이다.
마다가스카르 농업은 GDP의 28%, 수출액의 40%, 그리고 농업인구가 70%
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주요 농업 생산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바닐라, 커피 등이고, 이 가운데 바닐라 생산은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한다.
마다가스카르는 1970년대 식량수출국이었으나 현재는 식량수입국으로 전
환하여 국제농업개발 및 협력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해 있으며, 2013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오랜 과도정부 체제를 청산하고, 합법 정부가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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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 인도, 유럽 여러 국가들이 마다가스카르와 농업개발 및 협력을 추
진하려고 검토 중이다. 또한 국가재건을 위하여 국토의 70%에 달하는 미개
발 경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할
경우 한국과의 농업협력과 관련 기업 진출 가능성도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농업발전은 유통시스템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의 효율성이 제고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 가치사슬을
보면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유통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물인 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가치사슬
실태를 진단하고 그를 근거로 효율적인 농업협력과 진출 전략을 모색해 보
기로 한다.
아직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두 나라 사이에는 구체적인 농업협력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본 연구가 두 나라 사이에 농업협력을 포함한
민간 기업의 진출을 위한 판단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목적
한국의 농업 부문 해외진출은 다양한 목적을 지니면서 현재 활기를 띠고
있다. 민간 기업은 국제 곡물시장의 잠재적 이윤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유
망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삼는다. 여기에 정부는 식량 자주율 제고를 목적
으로 삼고 민간 기업의 해외 농업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 자원이 풍부한 마다가스카르의 현재 농업 상황을 진단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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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농업협력 가능성, 아울러 민간기업의 진출 방안을 검토하여 양국간
발전적인 농업협력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1.3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쌀의 경우 마다가스
카르 국가경제와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었다. 아
울러 다른 작목에 비해 자료의 가용성이 큰 것도 이유이다. 쌀 산업은 국가
적 중요성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이지만 1차 혹은 2차 자료의 가용성이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옥수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조사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서 재배
할 수 있는 적합 품목으로 추천된 사실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주요
수입 곡물이고 옥수수 수급대책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감안
하였다.
주된 연구방법은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다. 인터넷 매체나 여타 출
판 매체에 의한 자료 가용성이 한정적이어서 현장 주요 인사, 단체, 정부 관
계자 등을 면담하고 가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1) 이를 여타 2차 자료들과
1)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 도움을 준 현지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
-Rolland Jules Etienne, Minister, Ministry of Industry and Development(산업부 장관)
-Panja Ramanoelina, President, University of Antananarivo, former minister, Ministry of
Agriculture(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총장, 전 농업부 장관, 전 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농학부 부장 및 식품공학 전공 교수)
-Eric Robson, Vice CEO,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Madagascar(마다가스카르 경제개
발원 차관)
-Rakotonoely Haja, Manager, RN Transport(쌀 옥수수 등 곡물 수집 및 운송업체 관리인)
-Rakotonoely Etienne, CEO, Enterprise Individuelle(쌀 도정업, 옥수수 등 곡물운수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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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분석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Ⅱ. 마다가스카르 농업 현황
2.1 농업 및 정책 현황2)
마다가스카르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의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 부문은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데 총 경작가능면적 900만ha 중 290만ha(32%)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
다. 농업 생산품의 81%가 식용작물이며, 농업 생산품의 20%를 해외로 수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40%에 해당한다.
2010년 기준 쌀(473만 7,966톤), 카사바(300만 8,006톤), 감자(919만 127
톤), 옥수수(411만 914톤) 순으로 작물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상업용 작물 재배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벼는 전체 농가의
-Bruno Andrianaivo, 전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연구원(쌀
육종학자)
-Ratsimbarison, CEO, Rizier-Transporteur(쌀 도정업, 옥수수 등 곡물 운수업체 대표)
-Jean Rasoarahona, Director, University of Antananarivo(국립 안타나나리보 대학교 농학부 부
장, 식품공학 전공 교수)
-Rafalimanana Tsiferantsoa, Chief, Sakay Seed Multiplication Center(옥수수, 쌀 육종 및 종자
보급소 소장)
-Tina Lalaina, Manager,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Ambatoby(Ambatoby 광물개발 회
사 대외전략담당 매니저)
-김권일, 법인장, 대우로지스틱스 마다가스카르 현지 법인
2) 2009년 과도정부 이후 정부기능 마비로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에 제시된 정책과 목표는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의 현안 과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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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카사바는 54%, 옥수수는 29% 순인데, 쌀은 현지인들의 주식으로 1인
당 연평균 소비량이 200kg가량으로 나타난다. 현재 농산물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업이 산업 구조상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업부에 할
당된 정부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 자금
유입이 중요한데 이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 결과 농
업 관련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산지에
서 소비지로의 물류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반시설에 대
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다가스카르 농업부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업 분야 실태조사, 식품안전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에 두고 있다. 그리고 세부 실천 사항으로 식품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준 설정, 농민 소득 증대, 농업 자재산업 진흥 및 자재 공급
확대, 농산물 무역수지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달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Marc Ravalomanana 정권 시기에 마련된 국가개발 로드맵(MAP:
Madagascar Action Plan 2007-2012) 중 농촌개발과 관련된 6가지 항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와 시설안전
② 농촌 재정지원 개선
③ 녹색혁명(쌀 생산성 증대)
④ 시장 활동 촉진
⑤ 영농 다각화
⑥ 농업 부가가치 향상 및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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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현대화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계획은 민간과 공공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파트너
십을 통한 농업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황
이다. 특히 2009년 이후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해외(미국, 유럽, 국제기구)로
부터의 긴급지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정부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황이라
실질적 정책 수행은 없다.

2.2 쌀 산업 현황
가. 연도별 지역별 쌀 생산 현황
쌀은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의 주식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쌀 생산은 지역적
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가 소비형 소규모 가족농’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11년 기준 연간 430만 톤(ha당 약 3.4톤의 수량을 보임)의 쌀 생산량을 기
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17위의 쌀 생산 국가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수위의 쌀
생산 국가이다.
지역별 쌀 생산량을 보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중앙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쌀 생산량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소규모 자가
소비용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북부의 Boeny와 동부의
Alaotra Mangoro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영농을 함으로써 수도권 도시지
역으로 쌀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표 2-2, 그림 2-1 참고).
연도별 쌀 생산량을 보면 2009년부터 뚜렷한 생산성 향상을 보이는데 이는
쌀에 대한 ‘집중적 생산성 향상시스템(SRI: System de Riziculture Intensive, or
Intensive Rice Farming System)3)’ 도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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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도별 쌀 생산량
(Unit: MT, ha, MT/ha)
연도

2005

생산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392,459 3,487,930 3,595,755 3,914,175 4,540,435 4,737,965 4,300,185 4,550,649 3,610,626

경작면적 1,249,426 1,260,670 1,272,039 1,283,570 1,295,186 1,307,043 1,266,131
생산단수

2.72

2.77

2.83

3.05

3.51

3.62

3.40

n.a.

n.a.

n.a.

n.a.

자료: FOFIFA(2013), Rice Production by Year.

표 2-2. 지역별 쌀 생산량
(Unit: MT)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알로아트라 망고로 435,204 448,250 461,320 470,900 504,900 520,740 425,350 506,810 342,888
아모로니 마니아

102,267

105,335

108,400

131,680

152,750

167,340

148,585

162,462

135,534

252,325

292,700

289,965

234,315

281,178

301,118

278,307

286,660

295,010

아날란지로포

95,549

95,415

101,280

106,350

124,510

130,315

105,395

119,018

128,861

안드로이

24,705

23,770

26,190

27,400

31,780

32,900

40,710

40,122

29,198

아노시

58,549

62,210

62,060

74,470

86,390

93,310

134,375

94,063

74,100

아치모 안드레파나 150,443 161,010

59,470

183,390

212,730

217,060

196,300

158,947

139,370

아치모 아치나나나 116,119 110,600 123,090 116,935 135,640 127,825

90,765

86,264

47,935

아날라망가

아치나나나
베치보카
보에니

117,486

121,010

124,535

130,760

171,970

169,895

112,185

99,396

96,385

90,662

92,980

96,100

110,520

131,270

136,945

141,200

141,200

72,752

170,685

177,810

180,925

217,110

261,850

272,880

334,000

247,689

129,782

3)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세계적인 쌀 육종학자 Dr. Bruno Andrianaivo가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와 협력하여 개발 보급한 다수확성 품종과 재배방식을
의미한다. 이 품종과 재배방식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종개량, 작부체계 개
선, 심경(深耕) 유지, 수자원 관리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재정여건상 실행이 불가
능하여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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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봉골라바

123,999

127,720

131,440

138,010

160,090

165,910

199,090

238,908

200,645

디아나

104,514

107,650

110,780

99,710

115,660

113,860

94,910

105,792

78,104

하우테 마치아트라 236,776 243,880 250,980 307,690 356,920 392,575 331,315 366,517 222,726
44,521

45,860

47,190

41,830

48,530

47,540

42,790

41,125

21,072

이타시

203,975

210,090

216,210

227,025

263,350

272,910

299,825

346,081

377,243

멜라키

52,848

54,430

55,775

64,140

74,405

79,370

65,445

75,474

55,053

메나베

85,618

88,100

90,750

104,370

121,070

129,330

139,120

149,736

108,211

사바

151,591

155,040

160,690

159,180

154,830

188,975

155,070

177,387

130,035

소피아

282,462

292,940

299,410

344,320

416,410

426,670

392,070

383,522

143,274

바키나카라드라

278,578

286,940

295,290

416,180

485,980

552,335

487,755

585,306

661,255

바토바비
피토비나니

187,601

190,230

198,860

189,880

236,700

209,315

129,615

143,653

115,085

Total

3,392,459 3,487,930 3,595,755 3,914,175 4,540,435 4,737,965 4,300,185 4,550,649 3,610,626

이호롬베

자료: FOFIFA(2013), Rice Produc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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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별 쌀 생산량 분포

주: 2013년 기준.
자료: FOFIFA(2013). Rice Production by Year.

(단위: 톤)

바키나카라트라

661,255

이타시

377,243

알로아트라 망고로

342,888

아날라망가

301,118

하우테 마치아트라

222,726

봉골라바

200,645

소피아

143,274

아치모 안드레파나

139,370

아모로니 마니아

135,534

사바

130,035

보에니

129,782

아날란지로포

128,861

바토바비 피토피나니

115,085

메나베

108,211

아치나나나

96,385

디아나

78,104

아노시

74,100

베치보카

72,752

멜라키

55,053

아치모 아치나나나

47,935

안드로이

29,198

이호롬베

21,072

합계

3,610,626

나. 쌀 수급구조
마다가스카르 국민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약 200kg으로, 연간 400만
톤을 상회하는 쌀을 생산해야 소비를 충족할 수 있다. FOFIFA(마다가스카
르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쌀 생산량은 약 40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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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2/13
년에는 평년보다 비가 늦게 내리기 시작했고, 12월과 1월 사이에 가뭄이 드
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의 영향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18%가량 떨어진
360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들어 남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메
뚜기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생산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남서부 지방의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마다가스카르 전체 생
산량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현재 FAO와 마다가스카르 정부 공동
으로 메뚜기 방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40만ha에 달하
는 지역에 살충제 살포를 마쳤고, 2016년까지 총 150만ha에 달하는 지역에
방제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소비국가로서 국내수요 충
족을 위하여 수입을 해야 한다. 1970년대까지는 쌀 수출국이었으나 그 이후
로 쌀 수입국이 되었다. 1973년 이전에는 수출안정펀드에 의해 수출보조금
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출보조금은 금지되고 쌀 수출은 감소하였다. 또 식
량보호 목적으로 정부는 쌀 수출금지 법령을 제정하였다. 쌀 수급구조가 초
과 공급에서 초과 수요로 역전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구 증가에 따르지 못하
는 쌀 생산성 개선이라고 한다. 향후에도 획기적인 투자가 따르지 못하고 쌀
수량이 증가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역조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쌀 수입국으로 전환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인구 증가 대비
쌀 생산량 증가가 낮았다. 기존 쌀 농가에 대한 무거운 조세 부담적 정책이
있었고, 관개시설 악화 등도 이유 중 하나이다. 운송시스템의 결함과 국가의
쌀 생산 및 유통 독점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낮은 쌀 수익성 때문
에 동부지역에서는 커피, 바닐라, 정향, 사탕수수와 같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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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작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화학비료 등 투입재 가격 상승도 쌀 산
업 위축의 요인이 되었다.
인구증가 쌀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는 4배
증가하였으나 쌀 생산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전통적인 영농방식 고수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쌀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쌀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은 11월~3월
중 수도권과 해안가 마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되며, 인도, 파키스탄,
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다(표 2-3 참고).

표 2-3. 연도별 쌀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연도

수출
수입

2003

350

2004

364

2005

204

2006

128

2007

1,967

2008

51

2009

22

2010

37

2011

32

2012

44

2013

5

254,300 151,388 303,676 136,673 180,207 157,302 109,482 123,003 182,781 183,890 155,279

자료: Malagasy Custom(2013), Rice export and import by year.

한편 쌀 국내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운송
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시장의 유통망 부족, 공급자와 수요자
파악의 어려움, 지역별 시장에 대한 가격 및 품질과 물량 정보 부족 등으로
지역간 가격 격차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쌀 수입 가격과 국내 소매가격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기복을 보이면서 장
기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그림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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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쌀 수입 가격
(단위: Ariary/kg)

자료: FAO(2014), Food price data and analysis tool.

그림 2-3. 쌀 소매 가격
(단위: Ariary/kg)

자료: FAO(2014), Food price data and analysis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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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옥수수 산업 현황
가. 연도별 지역별 옥수수 생산 현황
옥수수는 쌀과 카사바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옥수수 재배에는 화학비료(NPK, Urea 등) 투입이 적다. 오직 옥수수 재배 농
가의 6%만이 적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단수가 1.3톤/ha로 매우 낮은
데 종자개량, 충분한 비료(유기비료, 미네랄 비료), 엄격한 생산관리(작물 윤
작 및 주기적인 잡초 제거) 등이 수반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단수(6~8톤/ha)
까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2013년 기준, 마다가스카르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21만ha이며, 연간생
산량은 40만 톤 수준(단위면적당 생산량 0.69~1.90톤/ha)이고 전량 국내 소
비하고, 일부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다. 옥수수 국내 소비는 1960년 11만
5,000톤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3
년 42만 5,000톤에 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는 149%
로, 이는 생활수준 개선으로 인한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생산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향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표 2-4 참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옥수수 가격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Kg당 평
균 631아리아리(Ariary)로 미 달러 환산액이 톤당 315달러 수준이다.4)

4) 1$=2,000 Ariary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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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도별 옥수수 생산, 소비, 수입 현황
(단위: 1,000ha, 1,000MT)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면적

79

128

105

177

128

140

145

180

185

195

210

210

생산량

117

122

105

122

127

153

160

180

160

350

412

400

소비량

115

118

101

118

122

153

143

180

162

353

400

425

수입량

0

0

0

0

0

0

0

0

2

3

7

10

자료: USDA(2014), Madagascar Corn Production, Import and Consumption by Year.

표 2-5. 지역별 옥수수 생산 현황
(단위: 톤)

지역

생산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날라망가

9,450

9,900

10,290

13,420

11265

10705

바키난카라트라

78,034

78,060

92,080

110,780

130525

81340

이타시

43,748

44,010

51,620

62,110

76580

76580

봉골라바

14,779

14,870

17,440

20,980

15785

15785

하우테 마치아트라

22,664

22,560

24,860

29,580

26,578

25,249

아모론 마니아

17,242

17,390

19,160

22,800

20865

19822

바토바비 피토비나니

1,930

1,880

2,070

2,465

2102

2166

이호롬베

4,262

4,230

4,660

5,550

5097

4905

490

470

520

620

751

874

아치나나나

6,205

6,240

5,950

7,080

6730

7405

아날란치로포

1,578

1,590

1,510

1,800

2050

2250

알로아트라 망고로

6,945

6,980

6,660

7,925

9530

10320

보에니

25,551

26,330

30,570

36,370

29070

31700

소피아

19,205

19,790

22,970

27,340

23325

23325

베치보카

12,379

12,755

14,810

17,620

15205

16720

아치모 아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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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지역

생산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멜라키

5,835

6,010

6,980

8,310

7595

8115

아치모 안드레파나

65,466

66,040

77,410

92,120

56303

45043

안드로이

20,998

21,180

24,830

29,550

22519

18015

아노시

6,742

6,800

7,970

9,490

9320

7619

메나베

18,277

18,440

21,610

25,720

23282

23355

디아나

6,726

6,790

6,940

8,260

7876

8664

사바

2,396

2,420

2,475

6,945

2801

3517

390,902

394,735

453,385

546,835

505,154

443,474

마다가스카르

자료: FOFIFA(2013), Corn produc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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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역별 옥수수 생산량
(단위: 톤)

바키난카라트라
이타시
아치모 안드레파나
보에니
하우테 마치시아트라
메나베
소피아
아모론 마니아
안드로이
베치보카
봉골라바
아날라망가
알로아트라 망고로
디아나
멜라키
아노시
아치나나나
이호롬베
사바
아날란지로포
바토바비 피토비나니
주: 2010년 기준.
자료: FOFIFA(2013), Corn production by year.

아치모 아치나나나
합계

81,340
76,580
45,043
31,700
25,249
23,355
23,325
19,822
18,015
16,720
15,785
10,705
10,320
8,664
8,115
7,619
7,405
4,905
3,517
2,250
2,166
874
443,474

나. 옥수수 수급구조
옥수수 생산량은 기후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따라서 기상상태가 옥수수 국
내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옥수수는 남부 지역 주민의 쌀 대체식품으로 쌀 가
격과 동조현상을 보인다. 아울러 인접 인도양 주변 국가로 잠재 수출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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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특히 Reunion섬은 연간 12만 톤의 옥수수를 필요로 한다. 2007년
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수출량이 증가하였다(표 2-6 참고).

표 2-6. 옥수수 수출입량
(단위: kg)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옥수수 수출 1,596,485 3,282,920 824,703 1,439,963 2,893,140 3,597,787
옥수수 수입
종자 수출

18,300

21,950

-

7,000,000
0

0

4,000

-

1,999,124
10,000,000

0

0

자료: USDA(2014), Madagascar Corn Production, Import and Consumption by Year.

옥수수 생산 전량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 사료용 옥수수 증가: 가금류 사료수요 증가. 주된 소비 증가 가금류는
닭고기(계란 및 육계 동시 증가), 푸아그라 생산을 위한 오리 사육 증가
- 맥주용 옥수수 수요 증가: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맥주 제조에 옥수수를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식량 및 가축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
터 종자, 옥수수 전분, Soft Corn, 기타 옥수수 제품의 수입량은 조금씩 증가
하고 있다(표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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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
[표 2-7]에서 보듯 해외투자유치는 광산 관련 업종이 가장 크며, 농업 관련
해외투자유치는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물 분야 투자를 보면 암바토비
지역에 니켈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이 주
요 투자국이다(표 2-8 참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은 수출입은행의 금
융을 통하여 마다가스카르에 진출하였다.
표 2-7. 마다가스카르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단위: 달러, %)

분야

2009

2010

증가율(’09~’10)

1,058,167,950

695,275,196

81.2

제조업

50,934,020

21,216,118

3.3

원유 유통

33,424,333

29,753,689

2.9

재정

30,510,312

29,344,703

2.8

원격 통신

43,868,797

8,435,324

2.4

민간 및 공공 건설

16,318,518

27,402,022

2.0

호텔 및 레스토랑

19,166,079

18,455,467

1.7

어업

9,616,269

17,739,742

1.3

상업

15,812,398

9,406,664

1.2

부동산 및 기업

3,864,912

5,367,933

0.4

운송

5,567,314

1,457,011

0.3

농업

7,233,929

-429,435

0.3

132,920

117,583

0.0

기타

81,797

-35,786

0.0

총계

1,294,699,549

863,506,232

100.0

광물산업

천연가스, 전기, 수자원 생산 및 유통

자료: Central Bank of Madagascar(2010), FDI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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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마다가스카르 해외직접투자국
(단위: 달러)

국가

2008

2009

2010

216,931,929

348,721,409

244,960,439

일본

62,164,519

236,429,353

173,344,623

한국

57,540,228

239,583,653

166,298,327

프랑스

43,960,032

57,539,135

73,395,329

1,287,777

9,013,016

61,192,273

모리셔스

29,092,059

130,134,045

28,132,564

이탈리아

234,141

15,781,724

17,465,056

스위스

2,868,231

1,610,380

14,346,125

리유니온

1,404,848

2,121,612

11,447,241

룩셈부르크

2,868,231

15,740,826

10,136,525

영국

616,142,873

229,604,409

7,883,432

기타

145,284,687

8,419,987

-626,656

총계

1,179,779,556

1,294,699,549

807,975,278

캐나다

중국

자료: Central Bank of Madagascar(2010), FDI status.

Ⅲ.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과 협력 전략
3.1 농업환경 진단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물류사업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마다가스카르 물류인프라 구
축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마다가스카르 대부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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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이 현재 열악한 물류인프라 환경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서부해안지역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서부해안지역 항만
개발 및 물류인프라 구축사업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열악하지만 상당한 발전 잠재력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기적으로 마다가스카르 서부해안지역의 항만개발 및
물류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국토균형 개발, 국부창출 등의 다양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을 서해안 지역 농업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농업 생산과 물류체계의 보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업 경
영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신항만은
대규모로 생산된 농산물로 고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여 항만운영 자체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신항만을 통한 대외 무역 확대로 경제성장에 기
여할 것으로 보았다(해양수산개발원(2013. 6), 마다가스카르 항만개발 및
물류인프라 구축사업).
한편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두 번에 걸쳐 마다가스카르 농업환경조사
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재 한국의 민간기업 대우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
영농사업에 진출하여 시험 영농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환경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우로지스틱스가 추진 중인 4개의 임차지역 중 2개 지
역(멜라키, 메나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현지 기상, 토양, 지형 등의
환경이 옥수수 재배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이 지역의 경우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일반적 영농 장애요인인 산림파괴, 환경훼손 문제가 비교적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 종합모형으로는 영농과 함께 사료가공,
부산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목축까지 확대 가능한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2013. 11), 마다가스카르 농업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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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협력 과제 도출
가. 과제도출 모형
그림 3-1. 마다가스카르 곡물 부문 농기업센터(ABC: Agri-Business Cente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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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쌀 산업과 옥수수 산업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의 진출 전략
을 도출하기 위해 통합 밸류체인 모형인 농기업센터(ABC: Agri-Business
Center) 접근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서 농기업센터는 방대한 밸류체인을
하나의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권을 가진 가상의 농기업센
터는 밸류체인의 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밸류체인 지점별로 통제 순위를
달리한다고 본다. 이는 방대한 밸류체인을 일시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없다고 전제한다.
우선 쌀과 옥수수에 대한 밸류체인에 입각한 농기업센터 모형을 설정한
후 주요 밸류체인 지점별 진단을 수행해나가기로 한다. 세 가지 부문(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성된 ABC 모형을 최종 목표 모형으로 간주하고 각 부문
별 마다가스카르의 일반적 여건을 살펴본다. 그 후 부문간 진입여건의 상대
적 용이성을 고려하여 진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진입 모형을 결정해보기로
한다(그림 3-1 참고).

나. 과제도출을 위한 진단

1) 생산 부문
이 부문의 주체는 기업과 현지 농민이다. 현재 생산 부문의 주요 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다가스카르는 광대한 경작가능 미개발지를 가진 국가이다. 전체
경작 가능지 900만ha 가운데 290만ha(32%)만이 현재 경작 중이다. 이 경우
진출 기업의 경우 개발지 취득 모델과 미개발지 취득 모델 간에 선택이 가능
하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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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요 미개간지의 개간비용은 다른 주요 국가 한계 농지 개간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3-1 참고). 특히 옥수수의 경우 많은 지역
이 간단한 초기 경운 작업을 거친다면 파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간지 획득에 따른 기존 소유권자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개간
지 취득 모형이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
자료의 제약상 충분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몇 나라의 한계지 개발에 따
르는 추계된 비용과 비교해보면(표 3-2 참고) 마다가스카르의 미개간지 비
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마다가스카르 농지개간 비용 산정
(단위: 달러)

구분

작업
난도

추정
비용

산림벌목

하

40

구획 내 존재하는 수목, 잡초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

평탄화

하

20

지형상 기복이 있는 지역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구획정리

하

-

전체 지구를 편의상 몇 개의 구획으로 구분하는 작업. 농로,
배수로를 설치할 때 고려하도록 반영

용수로

하

-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강우 시 영농을 계획하고 있어
제외

배수로

중

140

강우 시 유출수를 배제하기 위한 시설

농로

중

300

포장에 접근, 기계화 작업을 위한 농로 시설

기타

중

100

표지판, 휴식처 등

계

비고

600

주: 멜라키, 메나베 주 주요 미개발지 대상.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3), 마다가스카르 농업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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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국가 농지개간 비용 산정(참고)
(단위: 달러)

국가

추정 비용

비고

라오스

U$2,500/ha: 초벌개간 U$1,500/ha,
밭갈기 $500/ha

에코프라임, 해외농업개발사업 매뉴얼

앙골라

U$6,300/ha (나무크기 약 5m, 직경 0.3m)

EDCF 사업,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현장 자료

DR콩고

U$2,500/ha

Terra사 Lubanda 농장 대차대조표

미국

U$12,500/ha: 그루터기 제거 및
정지비용

Robert W. Martin, Massachussetts

둘째, 소규모 자급자족형 생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 필지 수의
99%가 1.5ha 미만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표 3-2 참고). 이는 기계
화의 부진과 결부되어 소규모 영농구조로 정착된 상태이다. 이 경우 대규모
영농을 위해서는 경지 정리와 다수의 관계 농민과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쌀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규모 상업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계화
정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쌀의 경우 대규모 영농 시 파종기 트랙터 정도
만 이용하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과정을 노동력에 의존한다. 옥수수의 경우
쌀에 비해 노동력 의존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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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경작면적별 쌀 재배 필지 수 현황
(단위: ha)
경작면적
지역
0.25 이하

0.25~
0.49

0.5~
0.74

0.75~
0.99

1.00~
1.49

1.50~
1.99

2.00~
4.99

총계
5 이상

아날라망가

1,188,607

48,389

11,517

3,721

2,353

586

718

103

1,255,994

바키난카라트라

1,548,482

63,923

13,217

3,790

2,087

474

773

102

1,632,848

이타시

498,617

63,829

17,068

5,152

3,667

1,064

914

235

590,546

봉골라바

261,712

76,196

22,882

8,190

6,427

1,520

1,461

268

378,656

하우테 마치아트라

532,171

58,365

16,303

6,921

4,982

1,753

1,408

157

622,060

아모로니 마니아

528,706

52,838

10,999

4,185

3,412

586

267

40

601,033

바토바비 피토나니

572,487

102,307

37,681

11,248

18,216

6,349

7,421

400

756,109

이호롬베

108,002

22,326

4,955

1,999

1,585

382

533

-

139,782

아치모 아치나나나

307,620

80,454

18,708

4,648

3,844

838

757

57

416,926

아치나나나

265,374

84,500

33,292

13,368

14,923

4,763

5,255

222

421,697

아날란지로포

387,902

93,129

22,825

8,142

5,861

3,148

3,108

242

524,357

알로아트라 망고로

186,138

43,945

24,499

14,634

17,780

4,754

5,896

445

298,091

보에니

60,919

39,472

22,940

14,614

13,502

5,428

3,817

483

161,175

소피아

310,178

94,843

40,487

19,688

16,898

6,298

4,806

115

493,313

베치보카

102,327

22,708

13,111

6,546

5,338

2,516

1,224

121

153,891

32,432

22,788

13,313

6,694

5,328

1,729

1,495

224

84,003

아치모 안드레파나

289,100

106,394

38,013

17,663

12,742

4,733

3,879

389

472,913

안드로이

215,976

53,743

13,529

4,477

3,575

967

344

45

292,656

아노시

173,995

46,947

13,878

4,878

4,070

1,068

1,174

41

246,051

메나베

56,316

43,367

26,354

15,924

12,014

4,107

4,011

380

162,473

디아나

54,353

34,811

18,909

9,002

10,267

3,474

4,597

353

135,766

217,007

92,790

34,246

14,503

11,945

3,286

2,468

62

376,307

7,898,421 1,348,064

468,726

199,987

180,816

59,823

56,326

멜라키

사바
총계

4,484 10,216,647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of Madagascar(2013), Initiative card à Madagascar pour le développement riz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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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토지 소유제도는 국가 소유로서 개인은 이용권만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직접 진출 모델로서는 계약영농(Contract Farming), 합작영농(Joint
Venture Farming), 위성계약 모델(Out-grower Model), 그리고 혼합형 등을 고
려할 수 있는데 구체적 방안은 가공 부문과 유통 부문 현황과 연계하여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공 부문
쌀의 경우 현재 도정 중심의 단순 가공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품질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쇄미 비중이 25~30%를 차지할 정도로
정미 수준이 매우 낮다. 별도의 건조 시설은 없고 대부분이 야외 건조를 거
친 후 도정공장으로 입고되는 현실이다.
옥수수는 현재 맥주 제조와 가금류 사료용 가공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외국계 자본5)이 진출하여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 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데 원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옥수수 생산
과 연계된 사료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은 것 같다.

3) 유통 부문
쌀 농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가 소비형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
북주의 Boeny와 동부의 Alaotra Mangoro 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상업
농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벼가 도시지역으로 판매되어 정미
과정을 거쳐 수도권 도시민에게 공급되는 실정이다.
5) Agrivet(인도, 파키스탄계 자본), LFL(모리셔스계 자본)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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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유통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➀ 생산에서 재래식 정미소를 거처 자가 소비로 연결되는 전통적 유통경로
➁ 생산에서 산지 수집상을 통해 정미소를 거쳐 도‧소매업자를 통해 소비
자로 연결되는 유통구조

여기서 산지 수집상은 보통 8~10톤 규모의 트럭을 소유하고 지역을 순방
하여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미소는 보통 소비지 지역에 위치
하며 50명 규모의 산지 수집상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6)에서부터 2~3명 규모
의 산지 수집상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정미소7)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옥수수 역시 전국에 산재하는 소규모 경영이 특징인데 역시 트럭을 이용
한 산지 수집상이 수집한 후 사료 혹은 맥주 가공공장으로 납품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통방식이다. 옥수수 역시 품질 규정은 없다. 현재 많은 전
문기관에서는 국내소비뿐만 아니라 인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큰 품목임
을 고려할 때 옥수수 품질 규정 도입과 품질 관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
어야 할 것으로 관측한다.

3.3 민간 기업 진출 모형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쌀과 옥수수는 주요 곡물이지만 가공과 유통 기능의
미비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충분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생

6) 연간 정미 능력 2만 5,000톤 규모.
7) 연간 정미 능력 7,000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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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에게는 판매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 증대와 품질 향상의 유인이
없다. 그리고 소비자는 충분한 국내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수입 곡
물(특히 쌀)을 소비해야 함으로 가격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곡물 생산 농가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곡물을 매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치사슬 가운데 현재 가장 병목현상을 보이는
유통 부문을 시작으로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영업모델을 완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➀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서 곡물 거래를 중개한다.
➁ 생산농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건조, 정선, 포장, 저장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며 판매를 연결해준다.
➂ 미개간지 확보를 통한 핵심 농장(nuclear farm) 경영을 시도한다.
➃ 가공 분야 진입을 통한 수직통합을 시도하면서 취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핵심농장(nuclear farm) 경영과 위성농장(out-grower farm) 활용을
연계한다.
⑤ 장기적으로 인근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 등 국제 시장을 목

표로 하는 생산, 가공, 무역을 연계한 수직 통합형 농기업 모델을 완성
해나간다.

가. 곡물 수집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대규모 원료 곡물 수요자8)는 제한된 숫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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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집중적이라서 생산자에 비해 파악이 용이하다. 따라서 수집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우 생산지 중심으로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우선
생산 밀집 주산지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소규모 농가가 경영하는 구조이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물량9) 이상인 경우에 거래대상으로 하고 그 물량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단체(group)를 형성하고 대표자(Key Contact Person)를 선출
하면 대표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곡물 거래가 발생될 때 소규모 다수의 생산자를 대신
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계약주체가 되어주고 각종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
고 농민이 회사에 옥수수를 입고하여 저장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히 보면 다
음과 같다.

농가에서 생산된 고물은 지역 집합소(aggregation center)를 거쳐 회사에
도착한다. 도착과 동시에 예비표본검사를 수행하고 입고가 결정되면 세척
(clean), 건조(dry), 등급판정, 저장, 판매의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최종적으로
금액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물적‧제도적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8) 정미업자, 사료가공업자, 기타 식품 가공업자 등.
9) 예, 옥수수 물량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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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집합소(collection point): 지역 내 적합한 장소에 적정 개수의 집합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되어 있어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농민은 탈곡한 곡물을 이곳에 집적한다. 이곳은 경
우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수확 후 관리 등 간이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
능할 것이다.
➁ 예비표본검사: 사전에 경험dl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특정 등급(예,
1, 2 등급)에 미치지 못할 곡물을 육안으로 구별하여 입고철회를 결정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농민의 의식제고를 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예비표본검사는 지역 집합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까지
의 운반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역 집합
소의 숫자에 따라 경험 있는 검사인력의 추가적 고용이 요구되는 단점
이 있다.
➂ 등급판정(grading): 현재 마다가스카르 국내에 곡물 관련 품질기준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에는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생산자에게 품질제고 인식을 확산해나간다. 중장기적으
로는 동아프리카곡물협회(East African Grain Council) 기준 등을 적용
하고 마다가스카르 해당 정부기관(예, Bureau of Standard)의 관리하에
회사에서 곡물 등급을 판정한다. 이는 향후 수출 등을 고려하여 국제
시장 기준의 활용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
- 부패, 변색, 충해, 이물질, 유기재배 여부, 파손율, 다른 곡종 포함
률10) 등을 고려하여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 그 후 특정 등급(예,

10) 병작하는 경우 다른 곡종이 섞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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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만 저장으로 연결되어 구매자를 찾고 다른 등급(예, 2등급)품
은 가공용(예, 제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곡물 판매
이제 수집 저장된 곡물을 판매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우선 가격협상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회사가 농업인을
대신해서 구매자와 가격협상을 대신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수의 농
업인을 대표해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협상은 농민(농민 대표)과 구매자가 하고 계약은 농민을 대신해서 회사
와 구매자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가격협상에 개입하지 않고
다만 협상에 필요한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소규모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구매자가 계약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보
완하는 방법이면서 구매자에게 물량확보 및 거래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회
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또 회사는 자신이 저장 보유한 물량으로 가공업자 등
구매자의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접 판매 농민을 찾아서 연결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곡물 판매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가 회사방문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전달한다.
둘째, 회사는 적합한 저장 곡물의 소유자(혹은 농민단체 대표자)를 구매자
에게 연결해준다.
셋째, 양자는 가격 협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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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협상이 성공하면 농민을 대신해 회사가 구매자와 함께 계약서에 서
명을 한다.
다섯째, 판매대금을 회사가 수령한다.
여섯째, 회사는 소요비용(cleaning, drying, bagging, storage 등에 따르는 비
용)을 제한 후 잔여금액을 농민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곡물 거래가 확대될 경우 예상 구매자로는 우선 국내 업자11)가 있
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와 주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수
행하는 국제 구호기관12)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웃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업자도 잠재적 거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 대금 정산
상업적 곡물 거래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판매대금 정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신용
을 구축해야 하는 중개업자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 주변 몇
나라의 거래 관행을 참고해볼 때 곡물 거래가 이루어진 후 정산과정은 다음
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농민과 구매자 간의 직접적인 정산절차는 피한다. 이는 중개에 따른
회사의 수수료 등 제반 중개비용 정산이 추후에 이루어질 경우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1) 도정업자, 중간상인, 가공업자 등.
12) 예, WFP: World Foo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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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사가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
을 먼저 제한 후 개별 농민 혹은 단체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다. 단, 개별농민
이 서명 동의한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계좌로 개별 농민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라. 생산 및 가공 연계
먼저 이러한 곡물 거래 경험을 통해 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곡물 물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현지 곡물 생산 환경과 현황,
곡물 가공 및 소비 환경과 현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곡물 시장에서 활동하는 생산자, 중개업자, 가공업자, 소비자, 금융업
자 등 주요 곡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확대되었을 때 직영 ‘핵심 농
장(nuclear farm)’ 개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기존 농
민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직영 농장 물량을 우선 취급함으로써 기존
의 지역 농업인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주변 지역 농업인
은 위성계약형태(out-grower contract)로 직영 농장 물량과 동일한 지위를 보
장해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직영 농장의 개발 대상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대한 미개발지
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가져오
고 많은 경우 지역 정부가 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개간지 개
발은 중앙정부 역시 우선적으로 원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 국
내 여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방법이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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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지의 개방 비용이 관건이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앞에서 한
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조사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성 있는 개발 대상지
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어촌공사(2013), 마다가
스카르 농업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수집과 중개를 매개로 취급 물량확대를 통해 핵심-위성영농모형
(nuclear-out grower farming model)이 진전되면 가공업으로의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옥수수 영농과 사료 가공 모델을 우선
적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금융(융자)지원제도(WRS: Warehouse Receipt System)의 실시13)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수집, 판매, 생산, 가공 단계로 수직 통합을 추구하
는 전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병행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서 융자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의 근본 골격을 보면 농민은 회사에
곡물을 맡긴 후 회사로부터 보관 물량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
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창고증명융자제도(WRS:
Warehouse Receipt System)라고 할 수 있다(그림 3-4 참고). 이 방식은 실제
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간다 민간 곡물
(옥수수) 유통기업, Agroways Ltd가 있는데, 이 기업은 우간다상품거래소
(UCE: Uganda Commodity Exchange)의 허락과 지휘하에 옥수수 생산 농가
와 옥수수 실수요자 사이에서 옥수수를 매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3) 2013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우간다 농가공 전략수립 기본계획작성’을 위한 현
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함. 농업 발전 단계가 유사한 마다가스카르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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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회사에 곡물을 입고하고 회사는 담보용 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이
후 융자와 상환은 은행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다. 원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
고 제도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융자지원제
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경우 지역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생산자와 금융권 간의 연결 고리 마련을 통해 자급 투자형
순환 농업에서 현대적 의미의 금융투자 지향형 농업으로 이끌 수 있다. 이
같은 선도적 제도 도입과 확산은 생산자, 금융업자, 당국 모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사업의 현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단기적 예상 어려운 점
수집 판매 중심의 진출 모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경우 소규모 분산형 경
영구조임을 감안할 때 수집의 효율성 제고와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집합소
(collection point) 설치가 요구된다. 이는 지역별 중요 거점 몇 군대를 확보하
고 다수의 인근 생산자가 그곳에 물량을 집하함으로써 트럭 등의 운송을 편
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집합소는 관할 농업인에게 간단한 수확 후
관리 교육 전시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품질과 관련된 기준이 전무한
실정에서 선도 농가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수확 후 처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집합소는 이를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범 및 교육은 ODA
사업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종자, 투입재, 금융 등과 같은 전후방 산
업이 열악하고 이들 산업 간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개별 주체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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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전체 가치사슬 혹은 전후방 산업 참여자 간 상
호 의존적 연결인식 부재는 앞의 개별적‧부분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
다. 따라서 곡물 산업 가치사슬 혹은 전후방 산업 참여자 전원에게 상호 의
존적 연결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곡물산업 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별 중요 가치사슬 혹은 전후방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동시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 혹은
전후방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동시 교육 역시 ODA 사업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3-2. 금융(융자)지원제도
1. 옥수수 입고

농민

회사

5. 융자금 전달

3.증명서
발급

2. 융자
신청

4.융자
6. 판매 후
융자금 상환

은행

자료: 2013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우간다 농가공 전략수립 기본계획 작성’을 위
한 현지 조사를 통해 구축한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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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 부문 국제협력 방안
앞서 제기한 단기적 예상 어려운 점 가운데 공공 부문 국제협력 방안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는 민간 기업 진출을 도울 수 있
는 보완적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의 중대한
병목 부문을 완화시킬 수 있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
인다.

가.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
마다가스카르 곡물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최대의 취약점은 수확 후 관리
기술의 미비이다. 이는 곡물 품질의 저하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의 유통과정 폐기율을 증가시켜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따라
서 곡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 전수는 공적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다가스카르 현지 교육과 국내 초청 견학, 실습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선도 농업인과 지역 농업지도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
여 이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교육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철저히 마다가스카르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확후관리기술
(appropriate post-harvest technology)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선진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과 물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사전 조사 연구
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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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용 시설이 요구되
는데 이는 민간 부문 진출모형을 검토할 때 언급한 지역 집합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지역 집합소 설치에 교육용 시설을 공적개발원조로
보조함으로써 민간진출에 보완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PMCA(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교육 실시
앞에서 본 대로 마다가스카르 농업인들의 또 다른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
가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연결된 경제 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부가가치 증가 기회를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이들에게 상호 연계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전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2005년 국제감자센터(International Potato Center)가 우간다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도한 PMCA(Participatory Market Chain Approach) 모델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 모델의 접근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품목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
(stakeholders)를 규명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들의
역할과 기능, 다른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규면한다. 다음으로는 지역
별 근접성이 있는 이들을 한자리에 집결하도록 하고 서로의 당면 과제와 협
력 사항을 토론하고 합의를 유도하도록 한다. 물론 이때 주요 가치사슬 단계
별 대표적 활동자를 선정하되 가능한 대로 많은 단계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대결과는 무엇보다 상호 이해 도모 및 신뢰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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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상이한 이해 관계자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
져온다. 이는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 농업 부문에서는 보기 힘든 주체간 연
대의식을 고양함으로써 특정 주체의 타 주체에 대한 착취(exploitation) 제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심화될 경우 생산자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공업자는
또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밝혀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여 관련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형 합작회사(business joint venture)를 유도해갈 수도 있다ㅍ14)
유도과정은 품목합의를 본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며
이를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단순한 계획을 뛰어넘는 실행단계 진입이 있는
것이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사전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해
가는 과정이다.

마다가스카르 곡물 부문의 일반적 유통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재공급자

생산자

운송인(주로 트럭 운송)

중개인, 중간상인(broker, middlemen)
시장 (슈퍼마켓, 지역시장 등)

소비자

여기서 중개인, 중간상인의 주된 역할은 산지수집 기능을 수행하는데 곡
물의 경우 가공업자가 위에서 중개인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쌀의 경우 대표적 가공업자는 정미업(miller)을 예로 들 수 있다.

14) 우간다의 경우 약 3년 정도의 프로젝트 시행 결과 고구마, 파인애플, 신선채소 등에서 실제
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그러나 실제 벤처(venture) 활동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 지원
과 활동이 요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까지만 진행하더라도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의 협력과 시
장 채널 이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간다에서 나타난 PMCA 교육 전후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소비 위주의 소량 생산에서 상업적 판매를 고려한 생산 규모
확대이다.
둘째, 생산에서 품질 등 상업적 고려가 없었는데 상업적 고려를 하게 되
었다.
셋째, 종자를 생산 판매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은 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분야를 발굴15)하고 시장과 연결한다.
넷째, 정보부재로 중간상인에게 착취를 당했는데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이런 현상이 없어졌다.
이 가운데서 PMCA 교육의 대표적인 장기 기대 효과로는 전문화의 진전
이다. 전체 가치사슬 참여자의 참여를 통한 PMCA 활동은 추후 가치사슬의
특정 부문에 전문화하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농업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예를 들면 종자생산 부문, 가공 부문 등 특정 세분화
분야로 전문화되면서 사업으로 연결되어가는 것이다. 보통 각 세부 전문화
부문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농민은 지역 농민들 가운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선도 농민들이고 이들은 새로운 소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작물 생산에서 종자생산 부문으로 특화하여 몇 개의 종자 회사와 계약

15) 예로는 종자 발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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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고 종자생산에 전문화함으로써 종전보다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PMCA에 참여한 중간 상인의 경우 이전보다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이다.
첫째, 신뢰증가 효과이다. 단순한 중간 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예를 들
면 기상과 관련된 시장정보16)를 제공하여 신뢰 구축에 힘쓰게 된다.
둘째, 취급물량 증가로 인한 혜택 증가이다. 참가한 중간 상인은 신뢰 형
성을 통해 시장에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의 물량 위탁이 증가
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 수확 후 관리 교육과 PMCA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이상의 수확 후 관리 교육과 PMCA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시설과 전문
인력이 공적개발원조의 구체적 지원 대상이 될 것이다. 적절한 커리큘럼 개
발과 거기에 적합한 한국의 전문인력 공급, 적정시설 제공이 주요 원조의 내
용이 된다.
이때 커리큘럼은 철저히 현지 적정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적
정기술은 가능한 현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속적인 유지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은 가능한 현장 활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교육 따로, 현장 따로 식의 시설보다는 가능한 현장에서 활용되
는 교육시설이 중요하다. 그러한 가능성의 하나로 민간진출 모형에서 검토
한 지역 집합소가 지역의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16) 기상과 연계된 판매 시점 정보, 일부 기술적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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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농업용 교육기관 혹은 공공기관
(예, 종자보급소) 등을 PMCA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설 자체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되 교육 목적의 최소한의 추가적 시설은 공
적개발원조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시설 활용과 원조의 보완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마다가스카르는 국내 정변에 의해 2009년 이래 정상적으로 정부 기능 수
행이 어려웠다. 정변에 따른 해외 주요 원조 중단 등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정부 기능 중단 사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선
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올해 출범함에 따라 정부 기능의 부분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개혁 요구 조건을 수
용할 경우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요인과는 별도로 마다가스카르의 농업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한국농어촌공사(2013), 마다가스카르 농업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아울러 도서 국가로서 잠재적 국제 물류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
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3), 마다가스카르 메인티라노 항만개발 및 물
류인프라 구축사업).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과 마다가스카르는 공
공 부문과 민간 차원에서 농업협력과 상업적 교류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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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업 부문의 경우 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곡물 생산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소규모 분산 경영이 주된 영농양식인데 쌀
과 옥수수의 가공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가금류 소
비 증가에 따른 사료 제조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은 마다가스카르 곡물 분야의 수집, 판매 부문을 통한
진입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수의 트럭 수집상이 활동하고 있는 분
야인데 농업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약간의 물류 시설과 금융(융자) 지원제도
를 병행할 경우 경쟁력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수집과 판매를 통해 곡물 부문에 대한 학습효과를 거친 후 생산과
가공을 연계하는 수직 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은 주민과 당국
간의 갈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대하게 분포되어 있는 미
개발지를 개발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마
다가스카르 미개발지는 개발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수집
과 생산 등을 통한 곡물 취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가공업으로 연계해갈 수
있다. 특히 사료의 경우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수요도 증가함을
고려할 때 중요한 수출품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공공 부문의 농업협력은 마다가스카르
농업 부문에서 최대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과 가치
사슬 참가자들의 상호 연계성 의식교육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치사슬 참가자들의 상호 연계성 의식교육은 PMCA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공적개발원조는 한국 기업의 농업 진출과 보
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두 나라 모두에 긍정적 효과
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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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는 여전히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과 국제사회의 개혁요구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풍부한 농업 자원은 한국의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인 해외 농업개발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 최근
2014년 5월 마다가스카르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산업개발 분야 협
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며 양국간 경
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역량 있는 국내기
업들의 현지 농업개발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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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발협력에서 보건 분야 사업은 성과지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 분야 중 하
나이다. 보건은 수원국마다 제도가 있으며 의료법과 전략개발에 따라 운영
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며 인력, 예산, 장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보건 분야는 생활습관, 전통,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 건강에 대한
이해와 질병 관리 방법이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MDGs 4, 5의
아동사망률 감소와 모자보건 향상은 국가와 민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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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법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다.
보건 분야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인과관계 설명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이
다. 시행된 사업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변수가 많
아 성과 중심의 접근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은 인간의 생명과 관
계되고 보건사업의 질은 인간개발과 연관되므로 보건사업은 개발협력의 가
장 기본적인 분야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보건
의료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equitable)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
평성(equability)은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와 역량에 따른 공평한 접근이 요구된다.
OECD/DAC에서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
향력, 지속가능성의 5대 원칙으로 사업수행을 권고한다. 적절성, 효율성, 효
과성은 사업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사업 종료 후에도 수원국에서 지속적인 보건사업으로
운영하여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Olsen
1998).
WHO는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
하며 2014~2019년 사이의 WHO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는 지속가능성 확보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재정적 보호를 통하여 수원국 보건사업이
제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보건서
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지 못하면 건강상태 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여 빈곤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빈곤은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이 자산으로 개발도상국
에서 건강한 국민 확보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력이다(Todaro & Smi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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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크게 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
로 하는 무상협력과 수출입은행 중심의 EDCF,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업이 있으나 각각 적용받는 법률과 운영 주체
가 상이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보건지표 향상에 기여함이 요
구된다.
보건사업은 수원국이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법,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
으며 적용도 국가별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업이라해도 수원국
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먼저 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용하여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1.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보건사업 분포

자료: 국제보건의료학회(2013).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보건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초기는 물자공여, 연수생, 의료단, 봉사단 파견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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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는 기초보건 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KOICA의 사
업은 기초보건 기반 시설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다. KOFIH의 사업
은 병원 현대화 사업,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 기초 보건시설 지원과 수술 지
원으로 직접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4). 접
근성 향상을 위해 기초보건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초기에는 좋은 사업으로
필요하지만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수원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보
건관리, 기초보건 의료 지원, 영양, 보건교육 등의 프로그램형 사업이 요구
된다.
프로그램형 사업 수행과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
원국이 보건의료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제도에 적합한 사업을 공여국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공여국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보건의료의 조직과 자원의 미스매치를 초래
해 비효율적 원조가 된다.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은 수원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재와
미래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 자본, 물적 자본, 인적 자
본, 사회 자본을 포함하며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보건전략 속
에서 모든 자원과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이규태 등 2010). 보건의료사업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개도국의 자주권을 기반으
로 한 인간과 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조 및 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
으로 수원국의 오너십과 시스템 활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종수
2013).
보건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이유는 욕구(need), 잠재욕구(unmet
need) 등 욕구 분석과 현황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원국의 제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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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영향 및 기존의 성공한 보건사업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수행 현장화를 강화하
여 수원국 중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의 제도, 정책, 문화, 관습 및
대상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수원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연결하여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원조 종료 후 수원국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으로 수원국
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기술전수에서 벗어난 개발 효과성 지속
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최빈국으로 개발도상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가
지고 있으나 개발이 미진한 국가들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지역으
로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우간다는 ODA 중점협력국이다. 우간다는 출산율이 세계
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출산율 조절로 인구정책과 경제개발을 함
께하고자 우간다 보건부는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ODA 공여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향상된 서비스가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국 내 보건의
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공여국의 지원이 체계적
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병목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Uganda
Minister of health 2013). 2011년 우간다 정부는 National Insurance Incorp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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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NHIS)를 통과시켜 15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
여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한다(KAKOOLE 2013).
우간다는 전형적인 농촌 중심의 국가로 수도와 농촌 간의 경제적, 문화적
지역격차가 심한 국가이다. 보건정책이 지방에 전달되지 못함을 파악하고
보건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제도 향상을 위해 지역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HIP 2013),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으로 우간다 보건의료체계 강
화사업(UHSSP: Uganda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이 모자보건사
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Uganda Minister of Health 2013). 우간다의
MDGs 달성을 위해서는 공여국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농촌거주자에게 체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지역단위
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이 프로그램 설계 단
계에서 요구된다.
우간다 보건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출산율이 지역평균보다 높
으나 피임률, 산전수진율, 시설분만율은 지역 아프리카 평균과 유사하고, 의
료인의 수는 지역평균보다 낮아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낮춰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우간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많은 나라로 언급하였다(U.S. Mission Uganda
Interagency Health Team 2011). 또한 우간다 정부도 보건의료 부문을 국가개
발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보건 분야 연구를 통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제도와 농촌의 현지화된 보건의료
제도를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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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마을건강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 파
악, 서비스 제공 능력 보유, 모니터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성평등적 접근
을 통한 시민사회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U.S. Mission
Uganda Interagency Health Team 2011).
우간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이 높은 나라
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간다의 보건의료제도와 우간다에서 성공한 보건사
업을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우간다 모자보건사업에 적용하여
우간다 MDGs 5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자보건사업 모형을 파
악하고자 한다.

Ⅱ. 우간다의 보건 현황
1. 우간다 보건 현황
우간다 인구는 3,600만 명으로 인구 증가율은 3.4%, 출산율은 6명이다
(WHO 2014). 세계에서 36번째로 인구가 많고 1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3번째로 2020년에
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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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간다의 인구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그림 3. 인구증가율(1995~2025)

.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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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임신가능 여성 1명당 6명으로 아프리카 지역 평균인 5명보다 높
고 세계 평균인 2.5명보다는 훨씬 높다(Nalwadda1 2010). 그러나 피임실천율
은 30%로 아프리카 지역 평균인 27%보다 높고 산전수진율 48%(지역평균
47%), 숙련된 의료인에 의한 출산비율 58%(지역평균 48%), 홍역예방접종
82%(지역평균 73%)로 지역 평균보다 높다. 청소년 여성 결혼 비율은 20%,
남성은 1.8%이며 18세 출산율은 33%이고 청소년 출산율은 146(1,000명 여
성)으로 청소년 결혼 및 출산율이 높다(WHO 2014).

그림 4. 우간다 의료서비스 현황

자료: WHO(2014), Uganda health profile.

우간다는 지형 특성상 농촌이 많고 인구의 88%가 농촌지역(68%)에 거주
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구 성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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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나라 중 하나로, 청년층이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농업 인구 중 여성이 8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서 여성 노동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우간다는 농촌 근대화가 시작되어 국민의 70% 이상이 지역보건소와의 거
리가 5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줄어들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의 지원이 보건 부문에서 줄어들
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는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ODA 공여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향상된 서비스가 직접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하며,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정부재정을 지원하며 병원의 분만시설
증가와 지역 의료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er of Health Uganda
2014).
우간다 국민의 28%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2.3%가 질병으로 인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으로 42%의 국민만이 정부의 병원과 클리닉을 이용하고 있다(KAKOOLE
2013). 보건의료 인력은 낮은 수당으로 인근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 있어 정
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으로 의사, 간호사, 조산
사의 비율이 아프리카 지역 평균보다 낮다(W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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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간다 의료인력 현황

자료: WHO(2014), Uganda health profile.

우간다 정부는 보건 분야 전략 III 2010/11-2014/15를 통해 생식 건강, 아
동 보건, 보건 교육 증진, HIV/AIDS·말라리아·결핵의 통제 및 예방, 보건 시
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우간다의 보건예산은 전체
대비 9.4%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가구당 52달러이고 가계부담은 42%로 우
간다 정부의 기초보장에 못 미치고 가계부담이 높아 효율성과 자원분배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인력 충당은 58% 수준이
며 보건의료의 인적자원과 기술 장비의 적절한 배치는 효율성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국가
전략과 일치한 공여국 프로그램 지원, 의료시스템 강화 및 모성보건증진 등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건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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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간다 보건의료정책
우간다 보건부의 비전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국가 성장으로 건강하고 생
산적인 국민’으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완화 및 재활 서비스를 가능한 높은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of Republic
of Uganda 2014). 모자보건이 열악하고 소외열대질환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으며 농촌 보건의료가 저조하다. 특히 상위 소득 20%와 하위 소득 20% 간의
보건수준의 격차가 심각하고, 모성보건에서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
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균형 있는 보건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 우간
다 정부에서도 모자보건을 중점정책으로 지정하고 있다(Minister of Health
of Republic of Uganda 2014). 우간다 보건의료정책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이다. 우간다의 탈중앙화 정책은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
고 중앙 보건부는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정책수립, 감독 및 훈련을
담당한다.
우간다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공여국의 지원이 우간다 국내에서 보건의료
체계,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여국은
보건사업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있으나 병목 현상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쏠
림이 발생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탈중앙화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17개 국립병원, 27개 지역보건소, 2
개 지역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현대화와 의료인력 능력 향상이
주된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우간다 국민에게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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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보건부는 정책 개혁을 통해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부문을 국가개발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공
여국과 함께 모성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며,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제도와 지역
사회의 현지화된 제도를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하여 보건부는 지방정
부가 지역주민의 요구 파악,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남성의 참여
를 이끌어냄으로써 성평등 관점적 접근을 통한 시민사회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U.S. Mission Uganda Interagency Health Team 2011).

나. 보건의료제도 개혁
2011년 우간다 정부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National Insurance Incorporating
Health Insurance(NHIS)를 발표하고, 15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통
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다.
NHIS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우간다 특성에 맞게 현장화한 것으로, 시행전
략은 4단계로 구분되며 정부의 전 국민 보장 계획은 [표 1]과 같다(KAKOOL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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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HIS 개요

단계

보험대상

연도

혜택 국민(%)

1단계

공무원

3년

10

2단계

250명 이상 종업원 규모의 회사

4년

30

개인사업자

7년

48

의료급여대상자(취약계층)

10년

22

모든 국민

15년

100

3단계
4단계

자료: KAKOOLE(2013), Exte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Rural Areas Of
Uganda.

우간다 정부는 국민의료 향상을 국가발전 우선정책으로 선정하여 보건부
주도로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ICB)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4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전략 수립을
통하여 보건 분야의 리더십 확립 및 관리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
다.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지역까지 적용되는 NHIS 시행 전략이 중
요하다. 우간다 정부에서는 인구 수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7단계(Health
Center Ⅰ, Ⅱ, Ⅲ, Ⅳ, General Hospital, Regional, General Referral Hospital)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에 차이를 두고 전달체계를 이용한 보건 의
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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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HIS 7단계

level of Health Unit

level

Population

Service

Health Center Ⅰ
(마을 건강원 수준)

Village

1,000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서비
스, 마을 건강원 또는 유사 형태로 제공

Health Center Ⅱ

Village

5,000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외래진료, 가정
방문, 응급분만

Health Center Ⅲ

Village

20,000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외래진료, 산과
병동 및 분만서비스

Health Center Ⅳ

Health
Sub-District

100,000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외래진료, 산과
병동 및 분만서비스, 응급수술, 수혈 및
임상검사 서비스

General Hospital

Health
Sub-District

500,000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외래진료, 산과
병동 및 분만서비스, 응급수술, 수혈 및
임상검사 서비스, 보건의료인력 훈련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구

Regional Referral
Hospital

Health
Sub-District

2,000,000

General Hospit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3차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National Referral
Hospital

-

Regional Referral Hospital 제공 서비스
외에 연구와 교육 서비스 제공

자료: KAKOOLE(2013), Exte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Rural Areas Of Uganda.

다. 우간다 보건 ODA
우간다는 ODA가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 및 인구(23%),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23%), 기타 사회 분야(18%), 생산 부문(10%), 프로그램 지원(8%), 인도적
지원(7%), 교육(7%), 기타(4%) 순으로 지원되었다.

3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그림 6. 우간다 분야별 ODA 지원 현황 2007~11년
(단위: %)

자료: OECD/DAC(2013).

보건 ODA는 부분별(SWAp) 접근으로 파트너십을 중요시한다. 우간다에
지원되는 공여규모는 미국, 글로벌 펀드, 덴마크, IDA, 아일랜드 순이다. 양
자협력에서는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순이며, 다자협력에서는 글로
벌 펀드, IDA, AfDF, GAVI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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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진 공여국 보건 ODA 현황

공여기관

지원 분야

지원 현황

미국

지속가능한 보건서비스의 효과적 이용 증가(보건서비
보건 및 영양 향상 스의 질 향상, 보건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 증
대/향상)

덴마크

인적 개발

물과 위생, HIV/AIDS, 보건지원

아일랜드

HIV/AIDS

DFID와 HIV 프로그램 지원, UN AIDS 프로그램 지원

스웨덴

보건

HIV/AIDS 감소, 보건 관련 시민사회 지원, 보건부 역
량강화 지원, 보건관련 정책 수립 지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우간다국가협력전략2013-2015｣.

라. 다자원조기관의 우간다 ODA
USAID와 우간다 보건부는 개발도상국가가 가진 부족한 의료 인프라 체
계로 인하여 국민에게 적정한 시기에 의약품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
간다 지역의 45개 지방지역에서 SURE(Securing Ugandan’s Right to Essential
Medicine)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필요한 약품을 중앙, 지방 정부에 공급
함으로써 분절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시행
되는 SURE 프로그램은 지도력 관리체계 확립, 투명한 재정체계 구축, MIS
시스템 구축, 의약품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World Bank의 의료체계 강화프로젝트는 모자보건사업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종사자 능력 향상, 모자보건사업 인프라 확충 및
정착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HIP(Platform for Health Insurance for the poor)에서는 우간다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분절화되어 지방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파악
하고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제도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Cordaid의 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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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남서부지역의 Mutolere, Nyakibale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저소득 농촌지역 거주자의 건강수준 향
상을 위하여 Mutolere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였다(HIP 2013). HIP에서 시행
된 지역건강보험제도는 농촌 거주 저소득 주민과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시행
된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은 건강관리를 적정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 병
원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되지 않도록 함, 저소득층‧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함, 건강보험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 1차 진료와 의료전달체
계를 통합하고자 실시되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를 위한 지역건강보험제도
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된다(Awoonor-Williams et al. 2013).
World Bank는 Uganda Health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모자보건사업
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건의료는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자보건사업 종사자 능력 향상, 모자
보건사업 인프라 확충 및 정착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 보건 분야 ODA
우리나라는 ODA 규모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였다. 보건 분야 ODA는 EDCF에 의한 병원 건립, 기자재 지
원 등 대형사업 중심의 유상사업과 KOICA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 단기초
청연수, 의료봉사단 파견 등의 무상사업, KOFIH의 통합 모자보건,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무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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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전략은 한국의 개발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를 중점지원하는 것
으로 우위 분야는 모자보건요원을 이용한 모자보건사업,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 보건 정책 및 제도 구축, 기생충‧결핵 퇴치 등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예
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 분야이다. 향후 보건 분야 아프리카 전
략은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 관리 강화, 안전한 식수지원으로 요약된다.
요구되는 보건사업은 수원국 보건의료 현황에 근거한 국가별 맞춤형 사업
을 장기간 프로그램화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지속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원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활용한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접근으로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보건사업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기관과 수원국
보건제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즉 포괄적 보
건 ODA 접근으로 수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적 모델
을 공유하고자 한다(국제보건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4). 보건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공여국과 민간단체는
적은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수원국의 요구보다는 공여국이 원하는 사업에
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국은 자국의 보건의
료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공여국은 제도변화를 원하므로 자주 충돌이 발생한
다. 또한 하나의 사업을 공여국 또는 다자기구가 맡아서 수행하면 원조 종료
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 한국의 모자보건 ODA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KOICA 모자보건 Index K를 만들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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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모성사망비 5세 이하 아동사망률, 초등학교
증등학교 소녀/소년 등록률, 영양실조 비율을 합하여 개략적인 현황 파악에
사용하고 있다. Index k의 점수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 필요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우간다는 2단계로 적극적인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필요한 국가에 속한
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적절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일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모자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질
은 충분하지 못한 국가로 여성의 의사결정 환경이 열악하다. 지방의 보건센
터는 기능하지만 하부 단위는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이므로 취약한 모자보건
부분을 세부 모듈별로 접근하고 파트너십으로 참여하여 일부를 담당하는 것
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4. 국가별 모자보건 Index-K
중점
협력국가

모자
보건
Index

일반협력국
(KOICA
사무소)

모자
보건
Index

동티모르

10

케냐

10

파키스탄

9

탄자니아

10

9

세네갈

9

적극적인 나이지리아
모자보건
방글라데시
프로그램이
캄보디아
필요한
국가
라오스
(B)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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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8*
8

대략적인
모자보건 상황

접근
방식

정부의 보건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만 적절한 기능
은 하지 못함. 일부 모자보
세부
건 서비스 가능, 일부 지역 모듈별
에만 접근 가능, 서비스의 취약 부분
질이 충분하지 못함, 중등
접근
도의 영양실조 상태, 열악 (파트너십
한 여성 의사결정 환경, 군 내에서의
단위 보건센터는 일부 기
접근)
능하나 그 하부 단위는 기
능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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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모자보건 Index-K
중점
협력국가

모자
보건
Index

일반협력국
(KOICA
사무소)

모자
보건
Index

볼리비아

7

이라크

6

네팔

7

모로코

5

모자보건
가나
프로그램이
몽골
필요한
국가
솔로몬군도
(C)
파라과이

6
6
5
5

인도네시아

5

페루

4

알제리

3

4

에콰도르

4

콜롬비아
모자보건이
비교적 아제르바이잔
양호한 우즈베키스탄
국가
필리핀
(D)
스리랑카
베트남

4

이집트

3

4

엘살바도르*

3

4

과테말라*

4

4

요르단

2

3

팔레스타인

4

대략적인
모자보건 상황

접근
방식

국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모자보건
보건시스템 구축 및 적절 프로그램
한 기능, 일부 모자보건 서 내에서
비스 불가능, 일부지역에 선정된
는 접근성 떨어짐, 서비스 지역 및
activity별
의 질이 충분하지 못함.
접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국내의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적극
2차
적인 기능, 대부분의 모자
병원급
보건 서비스 가능, 비교적
이상의
양호한 접근성, 서비스의
모자보건
질이 양호하지 못함, 첨단
기술 전수
서비스 불가.

주: KOICA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국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1), ｢모자보건 ODA 프로그램 모델 연구｣, pp. 47~49.

나. 한국의 우간다 ODA
우간다 지원전략은 기존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이루면서도 비교적 적은
규모의 원조로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무상으로 1,177만 달러가 지
원되었으며 연도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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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지원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그림 8. 보건 분야 지원실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지원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보건의료 지원실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형태는 프로젝트, 물자지원, 긴급원조, 국내초청연
수, 전문가 파견, 협력의사, 의사, 해외봉사단 파견, NGO 사업이다. 우간다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원형태에서 통합적 지원전략이 없고, 원조기
관 간 협력이 부족하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으로 종료 후 사후관리 시스템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수원기관의 자립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Ⅲ. 보건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접근
1.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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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Harlem Brundtland가 “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세대
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비교와 무관하게 현재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정의하였다(Olsen 1998).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보
건 분야에서는 1980년대 공여국의 개발원조 삭감, 외채 증가, 정부의 보건
부문 예산 삭감 등이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건강 수준이 저하되고
HIV/AIDS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아프리카를 중
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건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의료체계의 개혁으
로 추진하려 한다.
World Bank에서는 재정적 독립에 지속가능성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농촌과 지방에서의 불균형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하였
다. 1990년대에는 재정적 독립을 지속가능성으로 보려는 시각이 퇴조하고
공여국의 위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 분야 프로젝트에서 사업종료
시점을 정해놓고 외부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의 능력 향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
다. WHO에서는 일차보건의료는 국가적 책무이자 알마알타 선언에 따른 사
회적 정의 실현으로 간주한다.

가. 지속가능성의 정의
보건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성은 사용자나 이해
관계자에 의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하여 충분한
자원으로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UNCEF에서 사용한 정의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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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캐나다일차보건협회(CPHA: The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5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운영지속가능
성이 그것이다. UNICEF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대신 문화적 지속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Stefanini와 Ruck(1991/92)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는 서비스를 통
하여 산출물(output)을 내는 것으로 시간 자원, 정치적 지원이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결과(outcome)를 내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내부과정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
요하다. 조직, 숙련된 기술과 조직 운영, 필요한 자원으로, 이것들은 측정지
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내부과정이란 투입되어 변환과정을 거쳐 결과를 내
고 결과의 효율성‧효과성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진행되는 동적인 상태로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을 계속 거
친다. 보건사업에서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은 체계이론으로 설명된다. 투입
에서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변환은 체계 속에서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산출이다.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가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한다.
체계이론은 Bronfenbrenner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개인과 환경 사이에 발
생하는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행동은 환경 내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체계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 조직, 제도
이념, 정책, 문화적 가치 등 일반화된 형태의 거시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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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집단은 체계의 구조와 본질이 유사한 경향이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 인종, 종교집단, 지역사회에서는
환경이 가지는 체계가 다르므로 다르게 반응한다.
체계이론에서 지역사회는 구조와 본질이 유사한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상황적 배경
(context)이 중요하고, 개인이 관계된 환경 내에서의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
형 간의 상호작용과 인간과의 연결성이 해당된다. 직장, 가정을 둘러싼 외부
환경,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준,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가는 개인의 건강행
동에 영향을 준다. 체계이론에 따른 건강행동은 사회적 정책, 문화적 가치
등에 영향을 받고 효과적인 중재를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La Fond(1995)는 지속가능성을 ‘최소한의 외부투입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a Fond의 정의는 공
여국의 책임보다는 자국의 의료제도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시각이
다. Chen과 Singh(1995)는 지속가능성은 공여국이 중단하였을 때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야 하므로 보건의료제도 내에서의 수원국의 보건사업이 지속될 때 지속가능
성으로 보았다.

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개인적 또는 대중적 건강요구와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자원인 인력, 기술, 정보, 재정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적절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때 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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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
경(context), 행위(activity), 조직의 역량( organizational capacity) 등이 필요
하다.
3개의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환경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경에
는 개방체계에서 전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
치적 이슈, 경제적 여건, 규제 등이 포함된다. 배경을 고려한 접근은 보건서
비스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건서비스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Olsen 1998).
행위는 주어지는 서비스로 보건조직과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의사결정
자의 선호도와 자원보유정도, 기술력에 따라 주어지는 서비스를 결정하게
된다.
조직의 역량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직은 서
비스의 실현을 위해서 기술력이 요구되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조직의 역량은 의사결정 능력, 과정, 업무분화, 업무 조정의 역할
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와 조직의 역량이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건강서비스는 상황적 배경에서 행위와 조직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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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황적 배경, 행위, 조직의 역량과의 관계

자료: OLSEN(1998).

2. 상황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 문화적 접근 필요성
가. 생활습관과 건강행위
질병은 시대의 건강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의학적 모형에서는 건강을 질
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는 과거 특정균이나 바이러스
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그러나 현대는 질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할 수 없는 다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시대이다.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과 질병은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생활
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
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전후배경, 주거환경,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 생활습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서는 개별적인 개입과 집단적 개입이 있다. 개인적 개입은 교육을 통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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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과 행동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집단적 개입은 재정지원,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WHO(2002)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한다. 생활습관
개선은 질병 발생 전에 개입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우수하지만 개인의 동기
부여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 생활습관
은 성별, 신념, 가치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
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은 지역사회에 속한 구성원은
서로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상호작용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통
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기존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새
로운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집단은 문화적 친밀감이 있어 집단
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행위가 결
정된다. 문화적 친밀감은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독특한 자조성이 형성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생활행태를 변화
시킨다.

나. 보건 분야 ODA 사업에서 상황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접근
보건 분야 ODA 사업에서 생활행태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MDGs 5 모자
보건 증진이다. 피임률, 청소년 출산율, 가족계획 요구 일치도는 상황적 배경
을 고려한 사회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사회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
된 생활행태와 관계가 깊다. 가족계획은 사회적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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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관계된다. 지역사회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치체계와 태도 행위에 따라 임신과 출산 및 가족계획 행동이 정해진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남성 위주의 사회로 남성이 성생활에서도 주도권
을 가지게 된다. 아프리카 여성은 문화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수동적
으로 행동하므로 가족계획에 의견을 나타내지 못한다(Paek, Lee, Salmon and
Kim 2008). 사회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
문화적 기준을 바꾸어야 하므로 어렵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스트레스이다. 사
회와 맞서서 행동하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계획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집단적 인식
변화로 개인의 생활형태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생활행태를 따라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은 개방체계로 환경과 개인이 교류하는 과정에
서 개인 인식이 변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족계획에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긍
정적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은 사회관계에 의해 생기므로 개인과 지역사회 사
이에서 거시‧미시적 교류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관
계에 의해 생겨나고 생활행태에 영향을 준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건강에 긍정
적으로 형성되면 생활행태가 건강에 긍정적으로 변화한다(Paek et al. 2002).
보건 ODA 사업은 지역사회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
이다. 건강과 질병은 행동과 연관되므로 건강위험행동을 하는 집단은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에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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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건 분야 사업에서 상황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접근

3. 우간다에서의 모자 보건의 필요성
그림 11. 우간다 출산율의 변화
Total fertility rate(births per woman)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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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간다 모성사망률 추이
Maternal motality rate

자료: http://www.unfpa.org/sowmy/resources/docs/country_info/profile/en_Uganda.

우간다는 ODA 수원국으로 합계출산율이 5명이고 모성사망률은 310명(당
해연도 가임기 여성의 연앙인구 100,000명당)으로 세계 36위이다. 우간다 보
건부 모성사망 원인 규명 위원회는 산전관리가 모성 사망까지 연결되므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원하는 임신과 임신에 따른 산
전관리가 모성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파악하였고, 피임과 가족계획
을 통하여 MDGs 5를 달성하고자 한다(The Republic of Uganda 2013).
특히 청소년 출산율이 높다. 가족계획 부문은 여성의 1/3, 남성의 1/2이 가
족계획 피임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하여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
나 가족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가족계획 정책이 요구된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생식보건, 특히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은 지역의 문화적 영
향을 받으므로 인지변화를 통한 정책이 요구된다. HIV/AIDS는 성생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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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질환이므로 우간다의 HIV/AIDS 성공경험을 가족계획에 접목하는 것
은 국가 내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접근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우간다에서 성공한 지속가능 보건사업
표 5. 우간다 MDGs 진행 현황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A: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ACHIEVED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day
Target 1.B: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NO TARGET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Target 1.C: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ON TRACK
suffer from hunger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Target 2.A: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SLOW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Target 3.A: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ON TRACK
tion, pref-erably by 2005, and in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Target 4.A: Reduce by two thirds, between 1990 and 2015, under-five moON TRACK
tal-ity rate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A: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maternal
STAGNANT
mortality ratio
Target 5.B: Achieve, by 2015, universal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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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Target 6.A: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REVERSAL
HIV/AIDS
Target 6.B: Achieve, by 2010, universal access to treatment for HIV/AIDS
ON TRACK
for all those who need it
Target 6.C: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ON TRACK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A: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country poli-cies and programmes and reverse the loss of environmental re- SLOW
sources
Target 7.B: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SLOW
duction in the rate of loss
Target 7.C: Halve, by 2015,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ON TRACK
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Target 7.D: By 2020, to have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NO TARGET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B: Address the special needs d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LOW

Target 8.D: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 debt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make ACHIEVED
deb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arget 8.E: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ON TRACK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Target 8.F: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available the benON TRACK
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자료: THE REPUBLIC OF UGANDA(201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for Uganda
2013, 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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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2013년 MDGs 진행보고서(2013)에서는 MDGs 중 유일하게
HIV/AIDS 확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Target 6.A), 세부목표 6
의 HIV/AIDS 관련 치료접근성은 지속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간다는 HIV/AIDS 관련 MDGs 달성에 성공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HIV/AIDS 질환관리를 정책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반한 인식변화를 활용
하여 경제 성장까지 이룬 나라로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를 위한 정책
이 잘 된 나라이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현재도 HIV/AIDS 유병률이 높
은 상태이나 10년 전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이다.
WHO 발표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노동생산성 인구의 대부분이
HIV/AIDS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수직감염으로 인하여 어린이들도
HIV/AIDS로 사망하고 있다. 2010년에는 2,600만 명이 HIV/AIDS에 감염되
었고 이 중 2,500만 명이 사하라 이남 인구이다. 성인 유병률은 8.8%이고 이
중 여성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의 나라
는 HIV/AIDS 감염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보츠와나는 35%, 짐바브웨는
25%를 상회한다. 그러나 우간다는 현재 유병률이 8.3%이고 10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이다. HIV/AIDS 감염률이 줄어든 이유는 대중인식개
선과 공공정책으로 해석된다.

5. 상황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HIV/AIDS
가. HIV/AIDS로 인한 우간다 사회 경제적 변화
우간다의 HIV/AIDS 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첫째, 인구증가율의 변화이다.
인구증가는 성행위와 관계되며 여자가 이른 나이에 성행위를 시작하면 그만

∙ 340

수원국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큼 임신 가능성이 높아져 인구가 증가한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HIV/AIDS
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연령이 낮아지며 이것은 출산
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HIV/AIDS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Smith 2003).
둘째, 종족보존에 대한 기본욕구이다. 우간다에서는 HIV/AIDS가 고아를
양산하고 노동생산력이 왕성한 나이에 HIV/AIDS로 사망하면 어린 자녀와
노인만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이를 받쳐줄
사회 안전망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녀 생산을 원하는 전통으로 고아가 양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mith 2003).
셋째, HIV/AIDS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저축
과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되지 못하였다(Smith
2003).
넷째, 도시 빈민층의 증가이다. HIV/AIDS가 유행하면 이민 및 도시의 비
정상적인 부분(informal sector)이 증가한다. HIV/AIDS는 15~49세의 남성에
게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젊은 남자가 도시에서 노동하면서 무분별한 성행
위를 하므로 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HIV/AIDS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제
공자가 되었다(Smith 2003).
다섯째, 여성의 지위 하락이다. 여성의 감염은 농사일과 집안일도 붕괴시
켜 시장경제를 어렵게 한다. 실질적으로 여자들은 농사일을 하나 경제적으
로 무능력하여 성행위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하고 이는 성적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건강위험 생활행태는 HIV/AIDS를 양산하게
되고 다시 저급의 노동력으로 추락하게 하며, HIV/AIDS가 급속하게 전파되
었다(Smit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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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간다의 HIV/AIDS 정책
우간다 정부는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경제향상과 인간개발을 이루고자
HIV/AIDS 관리를 건강행태 개선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간다는 배
경을 고려한 HIV/AIDS 관리 정책을 실시하였다(Walker et al. 2003). 우간다
는 질병 발생이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연결되었음을 파악하여 정부에서 거시
적으로 건강에 유익한 행태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공공정책을 실
시하였다. Ugandan AIDS Commission Secretary가 주체적으로 정책입안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보건조직의 탈중앙화로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이
용한 관리방법을 수행하였다.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에는 정책의 실패로
공여국의 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지표변화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인식을 변
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표향상을 나타내 공여국에서도 HIV/AIDS 퇴치 자
금을 우간다에 주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Smith 2003).
둘째, 우간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간다 내에서 재산 취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경제정책은 HIV/AIDS로 인한 경제손실을 만회하
기 시작하였다. 셋째, 민간단체를 활용한 효과성 향상이다. 우간다 자원봉사
단체가 가족지원 및 상담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
문화를 고려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집단적 인식 개선을 실시하였다. 우간
다 정부는 HIV/AIDS를 예방할 수 있는 성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
에서 콘돔 사용을 장려하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건강한 성행위
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티셔츠에 로고를 만들었고, ‘love carefully’라
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수 있도
록 청소년들을 유도하였으며 산전검사에서 HIV/AIDS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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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2003).
다섯째, 문화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우간다 남자들은 혼자 HIV/AIDS에 걸
리면 억울해서 여자들을 강간이라도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자식 없이 죽는
삶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를 통한 인
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위험집단을 선정하
여 교육을 실시하였다(Smith 2003).

Ⅳ. 다중균형모형(Multiple Equilibria Model)
HIV/AIDS는 생활행태와 관련된 질환으로 우간다에서 성공한 HIV/AIDS
정책을 다중균형모형(Multiple Equilibria Model)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간다
정부에서는 HIV/AIDS 관리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접근으로, 집단적
인식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행위, 남성과 여성의 역
할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다. 즉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
대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다중균형모형을 적용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행위를 기대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
도록 유도하였다. 여러 명의 섹스파트너, 콘돔 미사용, 자신만 HIV/AIDS에
감염되었다는 억울함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성행위는 문화적으
로 용인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집
단 인식교육으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면 자신의 행위에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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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다중균형모형에 따르면 여전히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은 주변 많은 사람의 생활행태가 바뀌어 있으므로 변화를 위한 심한 압박을
느끼게 되며 결국 행동이 변화하게 된다.
우간다 정부의 집단 인식 변화교육은 다중균형모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였다. 즉 생활행태가 집단 인식교
육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는 방향과 일
치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생활행태를 취하게 된다. 기존의 생활행태를 취하
는 사람은 행동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자신의 생활행태가 더 이상 사회
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자
신의 생활행태를 조심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균형점이 이동하여 사회 전체
가 원하는 생활행태를 취하게 된다. 문화 자체가 변화하는 것으로 성행위에
대한 문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가 변화하게 된다.
집단 대중 인식 교육을 강화하면 문화가 변화하고 의식이 변화하여 스스
로 생활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행위가 변화한다. 의식변
화 후에는 집단 인식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회에서 원하는 행위
를 하게 된다.

1.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다중균형모형
사회 문화적 상황은 보건사업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사회 문
화적 영향은 집단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 집단 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생활행태에서 다중균형모형은 시간 엄수(punctuality)와 지각(tardiness)
을 문화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론화되어갔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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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일 수도 있지만 집단에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시간 엄수와 지각의 균형점이 움직일
수 있다. 집단에서 균형점이 이동하면 개인이 가지는 지각 습관이 없어지고
시간 엄수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균
형점이 이동함으로 개인의 행동이 반응하게 된다(Basu & Weilbull 2002).

2.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다중균형모형 적용과 MDGs 5
우간다의 높은 출산율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이 필요하
다. 가족계획은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행위이다. 예로 우리나라에
서는 남아선호사상의 문화로 1960년대 가족계획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 원
인을 분석하면 전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유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므로 남아 출산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여자에게도 유산
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차별적 정책을 개선하며 인식개선사업
으로 남녀 차별의 불합리함을 사회마케팅을 이용하여 홍보하였다. 남아선호
사상의 균형점을 이동시키고 나서 가족계획이 이루어졌다.
우간다에서는 HIV/AIDS가 정책과 인식변화로 성공한 사업이다. 모성보
건은 피임이 보급되고 피임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출산율과 청소년 출
산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HIV/AIDS 사업의 성공과 이
를 기초로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중균형모형
을 적용하고자 한다.
가족계획은 미시적으로는 가족 내의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이지만 거시적
으로는 인구정책으로 국가의 경제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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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만나 가족이 형성되면 자녀의 수에 따라 그 가족의 생활이 결정된다.
자녀의 수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것이지만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나라는 청소년기에 가족의 개념과 함께 원하는 자녀의 수, 가족계
획의 의미, 수태조절 방법을 교육한다. 그러므로 가족계획은 외부로는 가족
의 특성을 나타내고 건강행위를 반영한다.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집단의 체계적인
행동양식의 표현이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하는 자녀 수를 미리
계획하여 원하는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조절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보
장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따른
출산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저질의 노동력으로 가족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족계획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나타낸다. 집
단적 차이가 문화에 따른 차이, 종교적 차이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 중요하다. 조
상을 잘 모시는 것은 집안의 번영과 관계되므로 제사를 모시는 남자는 집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여자가 결혼하였을 때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집안의 번영과 관계되므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하는 것은 규례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는 것이 관습인가? 가족의 문제인가? 이것은 균형
(Equilibrium)의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중요하다. 문화적 영향은 집
단 또는 국가 내에서의 차이는 적고, 집단 간, 국가 간의 차이는 크다. 이것
은 가족계획이라는 행위자체를 집단 또는 국가 사이의 문화적 영향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 또는 국가에서 다른 사람이 가족계획이라는 행동을 하느
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타인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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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가족계획 행동을 기대하면 가족계획의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
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은 빈민가의 문화를 빈민가에서는 그대로 답습
하게 되는 것으로 빈민가에 속한 사람이 빈민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계획의 행
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족계획의 행동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족계획의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림 13. 다중균형모형과 사회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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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서 S커브는 사람들의 인식과 개인의 행동 간의 관계를 나타낸
다. 즉,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나의 행동 의지도 올라가
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의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다가 사람들의 의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인식보다 내 행동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일정 수준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내 행동의 변화
가 둔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은 남들이 인식하는 행동과 내 행동이 일
치할 때 발생한다. 그림의 45도 직선은 개인의 실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좋
다고 인식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하는 점들인데 균형점은 이 직선 위에서 발
생한다(Basu & Weilbull 2002). [그림 13]에서 균형점은 두 선이 만나는 D1,
D2, D3 등 세 점에서 발생하는데 이 균형점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균형점에
서 S곡선이 45도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 이 균형점은 안정적 균형점
(D1, D3)이며, 곡선이 45도선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 이 균형점은 불안정적
균형점(D2)이다(Todaro & Smith 2012). 안정적인 균형점의 경우 사회가 균형
점에서 벗어나더라도 곧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반면 불안정적인 균형점
에서는 사회가 균형점을 벗어날 경우 균형점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
어 사회가 D1 균형점의 왼쪽의 S곡선상에 위치할 경우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적으로 인식되는 행동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대가 개인의 행동에 따
라 상승하게 되고 사회는 D1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회가 D1 균형점
오른쪽의 S곡선상에 위치할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기대보다 낮아
사회적 기대가 하락하게 되어 사회는 D1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D1 균형점은 안정적이다. 같은 이유로 D3 균형점도 안정적이다. 그러
나 D2 균형점의 경우 사회가 조금이라도 이 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이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지게 되는 불안정적인 균형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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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사회가 D2 균형점의 왼쪽 S곡선상에 위치하게 되면 사회적
기대 행동이 실제 개인의 행동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가 실제 사람들
의 행동에 맞추어 하락하게 된다. 즉, 사회는 더욱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비슷한 이유로 D2 균형점의 오른쪽에서 사회는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을 출산율에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고 실제
사람들도 많은 아이를 낳는다면 이 사회는 균형점에 있다. 이점을 D1이라고
하자. 이 균형점에서 사람들은 가족계획에 대한 행동이 없으며 따라서 사회
도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대가 변화할 이유
도, 사람들이 사회적 압박을 느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이유도 없다. 이
균형점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또는 사회적 기대가 조금 변하
더라도 사회는 곧 다시 D1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든지 사회가 가족계획이 잘 되고 있는 D3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또한 안정적인 균형점이기 때문에 사회는 지속적으로 가족계획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가족계획을 하게 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또 사람들이 가족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가 D1 균형점에 있을 경우 D2를 넘어서 D3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계기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가 D1 균형점에 있고 가
족계획이 안 되어 출산율이 높은 균형점에 있다면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을
인식개선사업과 정책으로 D2 점을 넘어서 D3으로 변화시켜 가족계획에 대
한 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향후 이 균형점에서 안정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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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출산율이 정상
을 벗어난 행동으로 취급받게 되어 사회적 변화가 발생되면 인식개선사업으
로 형성된 우간다 보건의료정책에 의한 출산율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고
무적인 현상은 사회가 D3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균형점이 안정적인
균형점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강
력한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가 D3 균형점으로 이동하였다면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것만으로
도 이 균형점은 유지될 수 있다.

Ⅴ. 결론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가로 인간개발지수가 161위이고 농촌이 많은 나라
이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농촌에서 이주한 농민이 도시빈민을 형
성하고 있다. 출산율은 6명으로 아프리카 지역 평균보다 높고 세계 평균인
2.5명을 휠씬 상회한다. 청소년 임신율이 상승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간다는 공여국의 지원이 지역사회로까지 도달하지 않는 병목현상이 발
생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현상을 해결하고자 탈중앙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현
장화하는 것으로 NHIS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15년 내에 국가적으로 정착
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7단계로 인구 수에 따른 의료시
설을 구분하여 전달체계를 이용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가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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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직은 마을의 건강원 수준으로 마을 내의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양성하여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여국의 보건의료 사업은 우간다의 NHIS 체
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여
국의 보건사업은 제도 내에서 이루어져 수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공여국의 사업이 수원국의 제
도와 상충되게 이식되면 보건의료체계의 교란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수원국
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단기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
가 풍부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지표향상을 이룰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저하시킨다.
이는 삶의 질과 연관되어 인간개발을 하락시키고 MDGs 달성을 방해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배경에 기반
한 사회문화적 접근, 행위, 조직의 역량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서로 유기
적인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질병 발생은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영향에 따라
다르고 질병에 대한 인식도 지역적 편차를 보인다. 현대의 질병은 다요인 발
병으로 행위와 습관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느
냐에 따라 질병관리방법이 다르게 표현된다.
상황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개발협력 사업은 모자보
건사업으로 사료된다. 모성건강은 임신 출산과 연결된다. 임신과 출산은 지
역사회의 전통적 인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상황
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 문화적 접근으로 임신과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가족
계획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우간다의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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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성 건강 향상 및 후속세대의 우수
한 인간자원 확보는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우간다는 HIV/AIDS 관리를 국가정책을 우산으로 하여 우간다의 전반적
인 상황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집단적 인식변화와 전통을 변화시켜
HIV/AIDS 사업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다중균형모형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다중균형모형은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HIV/AIDS 성공경험을 모자보건에 대입하여 임신과 출산을 조절할 수 있
는 가족계획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가임여성 1명당 5명의 출산율의
균형점을 집단인식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간다 정부의 목표치로 이동시키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활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역주민이 느끼게 하여 행위변화를 이끌어낸다. 균형점이 이동한
후에는 스스로 가족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균형점 이동을 위한 방법은 우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NHIS Level 1 수준의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서
비스에 해당된다. 인구 1,000명 이하의 단위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켜 마을건강원을 중심으로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행할 수 있는 가족계획사업과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
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실시된 HIV/AIDS 사업을 가족계획사업에 접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접근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족계획 사업
이므로 향후 우간다 ODA 사업에서 다중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적 ODA 사
업 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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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임 기 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HK연구교수)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마그레브 이슬람 테러 집단의 간략한 역사
Ⅲ. 최근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 이슬람 테러집단의 특성 및
동향
Ⅳ.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
Ⅴ. 나가면서

Ⅰ. 들어가는 말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세속 정권이 무너지면서 마그레브 일대의 테러 양상
은 더욱 빈번해지고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해안과 산악 지대는 물론 사
하라 일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말리와 알제리, 리비아와 같이
정치적인 불안정을 지닌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
주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테러 집단의 형태를 보이면서 갈수록 대
형화되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사하라 일대 이외의 지역(주로
지중해 인근과 산악지대)에서는 주로 소규모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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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슬람 테러 집단은 리비아, 알제리, 말리를 중심으
로 반정부, 반외세를 통한 이슬람제국 건설을 주창하고 있지만 갱단 수준의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테러 집단의 이합집산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런 행위들은 지역 안전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위험을 드러내고 마그레브
는 물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유럽 남부지역까지 위협할 기세이다.
국내에서 이 지역의 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한 분석은 늘 대형 테러 사고가
발생할 때에서야 주목을 받곤 한다. 게다가 그런 내용조차 주로 서구 사회나
중동 지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우리만의 시각에서 바
라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시각에서 현재 이 지역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최근 테러 집단 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 지역의 이슬람 테러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내용은 이곳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의 동향이다. 왜냐하면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의 테러 집단은 마그레브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족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
이며, 이들이 가장 거대한 삶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베르족
은 마그레브 일대에 다양하게 분포해 있지만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의 양상
을 보이는 곳은 알제리의 음자브(M’zab) 일대 및 사하라 지역이다. 모로코의
리프 지역과 알제리의 카빌리(Kabylie)의 경우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주장하는 반
정부적 성격의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여 종교적 신념에 기반 한 ‘테러’로 규
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은 이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사하라와 사하라 북부의 음자브, 사헬 지대까지 아우르는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테러 집단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여러 정치 사회적

∙ 358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불안 요소들에서도 기인한다. 지난 4월 17일 치러진 알제리 대통령 선거 등
은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되고, 반정부 투쟁의 명분을 테러 집단
스스로가 갖게 한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악화(출혈성 궤장), 4선 연임
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마그레브의 알제
리가 비교적 테러 집단들에 대해 대응을 잘해 온 국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치적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다. 리비아의 경우 경호업체 블랙워터(Black
Water)가 사하라 인근 주변 경비를 맡으면서 반군과 정부군의 대립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말리의 경우 프랑스군이 말리에 파견되어 치안 안
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안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튀
니지까지 이슬람 테러 집단의 새로운 근거지로 주목받고 있어 사하라 일대
국가들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런 여러 불안 요소 이외에도 부족 간의
내전 양상으로 심각한 대립을 해오고 있는 음자브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가장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벨목타르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고, 지역 내
의 내전 양상이 향후 테러 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은 사하라 사헬 지대와 더불어 지역 내
의 불안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본고
에서는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에서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현황 분석, 그리고
정치 지형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테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1)

1) 마그레브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2013~14) 동향에 관한 연구(논문, 서적 등)는 국내외적으
로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어진 이슬람 테러 집단과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
은 연구자의 현지 조사와 각종 언론 매체, 해외에 거주하는 지역 전문가들과의 이메일 서신
교환을 통해 종합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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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그레브 이슬람 테러 집단의 간략한 역사
마그레브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족 중심의 정체성과 종교적으로는 ‘이슬
람’이라는 부족 이상의 큰 단위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마그레브에서도 프랑스의 식민통치와 그에
맞선 독립 전쟁, 서구식 문물 도입, 아랍민족주의 정책 등이 종교에 대한 의
식을 개혁할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이런 와중에 새로 건립된 중앙정부의 정
책 실패나 정치인들의 부패는 이슬람 개혁운동을 넘어 폭력적 양상을 보이
게 한다.
몇 년 전 중동의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마그레브 지역에도 변화를 몰고 왔
다. 모두 서구식 민주화가 이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테러는 이슬람이
이 지역의 안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벌
어진 일련의 극단적 행동들이 모두 이슬람과 관련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말리와 알제리, 튀니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은 마
그레브 지역은 물론 유럽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2) 이들은 최근 들어 리
비아에서 튀니지를 거쳐 알제리와 모로코까지 마그레브 지역에 이슬람 신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하였다.3)

2) 튀니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슬람 테러 집단이 많은 활동을 해오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많
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테러 집단 근거지가 밝혀지면서 마그레브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France 24 2014. “Tunisie: au moins 14 soldats tués dans une
attaque sur le mont Chaamb” (Jul 17). (검색일: 2014.07.21)
3) 튀니지 언론 Kapitalis 2014. “Un mythe jihadiste: L’établissement d’un califat au Maghreb”
(Apr 23). (검색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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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브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국가별로 약간은 상이하게 나
타나지만, 여기에서는 과격 테러주의 집단의 온상이자 극단적인 행동을 보
이는 지역 알제리를 축으로 한 사하라 일대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
면 알제리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역사적으로 독립 투쟁과정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과격한 투쟁을 통해 획득하게 했으며, 독립 이후에는 아랍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도한 정부 정책에 편승하여 기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면서 정부의 부패와 내부 문제로 인해 극단적 투쟁을 서슴지 않으며 마그레
브 전체의 테러 집단 규합을 주도해가고 있다. 다른 한편 대 테러 관련하여
알제리는 사하라 일대의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마그레
브 테러 집단과 관련, 프랑스와 미국이 테러집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
알제리가 중요한 국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이유이다. 이 두 국가는 현재
까지 리비아, 튀니지 북서부 및 남부, 알제리 남부 등에서 테러집단의 활동
을 알제리가 주도적으로 진압하고 약화시켜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알제
리의 오랜 반테러 정책이 서방국가들에까지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4)
중동 아프리카 전체를 볼 때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내
부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재편되어 구성된 국가이다.5) 특히 유일 정당 ‘민족
해방전선(FLN: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이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으로
‘이슬람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국가 정책을 만들어갔다. 사회의 새
로운 엘리트층으로 등장한 군부와 FLN 간부들은 프랑스 석유회사 등의 국
유화, 계획경제, 협동 경영, 복지 향상, 무상 치료, 무상 교육 등을 받아들였

4) Algérie Presse Service(APS)(2014), “Washinton réaffirme: l’Algérie, ‘un partenaire-clé’ dans la
lutte antiterroriste.”(Apr 30). (검색일: 2014.5.21)
5) 아이라 M. 라피두스(2009), p.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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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랍어 정책을 통해 알제리에 아랍어 교사들을 대거 들여왔다. 이들 대
부분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에서 초청했다는 사실도 알제리가 채택한 사
회주의 노선과 관련이 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의 경우는 군사
엘리트가 국가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도입하였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주
로 정치 종교조직체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6)이 가장 활발
했던 국가들이다.7)
이렇게 사회주의 노선과 이슬람 전통주의 노선을 따르는 ‘무슬림 형제단’
의 영향으로 점차 알제리 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
간이 생기게 되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후 알제리 내 수많은 지부를 거느
리게 되고, 서구식 모델을 찾는 엘리트층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겨냥하여 이
슬람을 설파하였다. 공식적인 지부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룹을 이루어 일
부는 아랍어 교육을 담당하면서 사회의 하위 계층과 젊은이들에게 파고들었
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적으로 국가에 정면으로 맞서 1980년대부터 폭력적
양상을 보이는 단체로 발전하거나 이슬람 테러 집단과 협력하였다.8) 게다가

6) 하산 알 반나(1906~49)가 1928년 창설한 ‘무슬림 형제단’은 서구열강으로부터의 해방과 이슬
람의 초기 가르침을 준수하고 순수한 이슬람 정부를 수립하려는 정치운동단체이다. 2차 세
계대전을 전후하여 반식민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중동지역에서 이 단체는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독립 후에도 서방 국가들에 동조하는 이슬람 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자
행하여 이집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창립자 하산 알 반나 또한 암살되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1954년 낫세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해체되지만, 이후 비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며 이집트의 주요 테러 사건에 연루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다트
대통령 암살 사건(1981년), 이슬라마바드 주재 이집트대사관 폭파 사건(1995년), 무바라크대
통령 암살미수 사건(1996년) 등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이집트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과 테러
를 자행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의 덕이라 하지만 무바라크를 축출한 후 ‘무슬림 형제
단’이 이집트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7) 아이라 M. 라피두스(2009), p. 1371.
8) 아이라 M. 라피두스(0009), p. 1019.

∙ 362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상당수의 젊은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슬람 전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이들이 198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알제리 경제정책의 실패, 자본주의와 다당제
에 따른 혼란, 알제리 사회 내의 부패한 관료주의로 인해 이슬람 테러 집단
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
게다가 1980년대 알제리는 이른바 ‘베르베르의 봄(Printemps de berbère)’이
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독립 후 알제리는 탈식민화 정책을 통해 프
랑스 문화를 일소해버리려 했다. 동시에 알제리 내 소수어와 소수문화까지도
억압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아랍 이슬람식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토착
문화인 베르베르 문화까지 억압하면서 반발을 사게 된다. 소수문화와 언어에
대한 억압으로 발생한 ‘베르베르의 봄’은 베르베르어권인 카빌리에서 주로
일어났다. 가수나 작가와 같은 문화 예술 종사자들, 지식인들, 일반 주민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문화적 독자성을 요구하기 시작했
다.9) 정부는 카빌리의 티지우주(Tizi-Ouzou)10)대학에 치안 병력을 파견하고,
대학을 점령하여 지역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들의 일부가 반정부 세
력에 가담했고 지금까지도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계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11) 당시 카빌리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알제리 내 최대 분
9) 당시 그들이 주장한 핵심적인 요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Nous revendiqons: la
reconnaissance de la culture et de la langue berbère comme partie intégrante du patrimoine
culturel national”(우리는 민족문화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베르베르어와 문화의 인정을 요구
한다). B. Stora,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Casbah, Alger, 2004. p. 299.
10) 카빌리는 대(大)카빌리와 소(小)카빌리로 나뉜다. 티지우주는 대카빌리 지역의 중심지로 카
빌리 전체로 볼 때도 가장 큰 도시이다. 지형이 험준하여 각종 대정부 투쟁의 온상이 되다
시피 하고, 정부는 이 지역의 치안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11) 알제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를 AQIM과만 연관 짓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다. 자세한 내용은 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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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지역이 되고 있는 음자브 지역에서까지 반아랍에 대항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현재도 역내 최대 분쟁지역이 되고 있다.12)
젊은이들과 사회 하층계급의 이탈, 소수민족의 저항, 국가 정책의 실패 등
은 알제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보여주었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
행기인 1988년 10월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따른 유혈사태는 군의 투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300여 명
이 목숨을 잃었으며 샤들리 벤제디드 대통령(Chadli Bendjedid 1929~2012)은
즉각 민주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2월 샤들리 벤제디드가 대통령에
재당선되었고, 1989년 2월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 새 법률은 사회주의 색채
를 지우면서 이슬람주의자와 일반 정당이 만나는 다당제 시행이 주 골자였
다.13) 같은 해 가장 큰 이슬람 정당인 ‘이슬람 구국전선(FIS)’이 창당되었으
며, 그 영향력은 서부와 수피즘이 번성했던 남부의 부분적인 지역을 제외하
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1990년 지방선거에서 FIS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
리를 거둔 데 이어 1991년 12월 전국의회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었
다. 1992년 1월 결선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는 것이 확실해지자 일부 여
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부가 개입하여 선거를 무효화했다. 이에 반발하여
무장 이슬람그룹 GIA(Groupe Islamique Armé)가 창설되었고, 이후 서로서로
죽이는 암흑의 10년, 즉 ‘알제리 내전’을 맞이하게 된다. 20세기 가장 잔인한
12) 음자브에서 아랍인과의 큰 충돌은 1980년대 2회, 1990년대 1회, 2000년대 3회가 발생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된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다. 2014년 2월까지 11명
사망, 200여 명 부상, 7명이 혼수상태에 있었으며, 6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한 상황이며 사
망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l Watan 2014. “Le M’zab en perpétuelle agitation manifeste
pour la paix” (Jan. 14). (검색일: 2014.01.21)
13) 같은 기간 모로코와 튀니지가 이슬람주의 정당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지 않은 것과는 대비
되는 부분이다.

∙ 364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내전 중 하나로 기록되는 알제리 내전은 이슬람 정권을 부정한 군부와 GIA
사이의 경쟁적인 잔혹 행위로 15만~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
다. 애초 이슬람주의 정치조직인 이슬람구국전선(FIS)의 무장조직으로 출범
한 GIA 내의 강경세력들은 내전을 잦아들게 한 1999년 알제리 정부의 대사
면령을 거부하고, 이슬람주의 국가 건설 투쟁을 계속했다. 2004년 대사면령
때는 많은 극단주의자가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GIA 내의
강경파들은 이후 ‘전도와 전투를 위한 살라피스트 그룹(GSPC)’으로 분화된
뒤 2006년 10월에는 알카에다와 결합해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
로 조직을 공식적으로 개편하고 활동 중이다.
알제리에서 AQIM이 형성되기까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역사를 간략하
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알제리 이슬람 테러 집단 연표14)

연도

단체

1964

Al Qiyam al islamyya(이슬람의 가치) 탄생

1970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알제리 상륙

1983

무스타파 부얄리에 의한 ‘알제리 이슬람 운동(MIA:
Mouvement Islamique d’Algérie)’ 탄생

1983

이슬람 가치법 ‘개인의 지위와 가족법’의 하원 통과

비고

알제리 최초의 이슬람 무
장단체

최근까지 가장 논란이 되
는 여성 관련 법

14) 알제리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역사에 대한 도표는 알제리 역사학자 벤자민 스토라의 저서를
토대로 도표화했다. B. Stora,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Casbah, Alg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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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연도

단체

비고

1988

이슬람 극단주의 폭동으로 300여 명 사망

1989

다당제 실시, FIS 창설, Al Qiyam을 만든 압바시 마다
니가 의장이 됨

1990

FIS 지방선거에서 승리

1991

FIS 전국 의회선거에서 승리

1992

군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를 무효화

1992

무장 이슬람그룹 GIA(Groupe Islamique Armé) 이슬
1992년에만 3만 여명 학살
람 국가 건설을 기치로 창설

벤제디드 대통령 재선

Air France 8969 납치 마르세유에서 4명의 프랑스인
FIS의 지도자 석방 요구
사살
1994

- 5월 알제리 수도 알제 카스바에서 두 명의 프랑스인
신부 살해
- 8월 알제시에서 프랑스 대사관 직원 두 명 살해
- 카빌리에서 프랑스인 신부 3명 살해

1995

파리 생미셸 광장에서 테러. 8명 사망, 수백 명 부상

1998

살라피스트 선교전투 그룹(GSPC) 결성

1999

알제리 내전과 관련 프랑스의 불간섭을 요구하며 지 유럽, 미국, 마그레브 지역
하드 선언
에 지부 설립

2006

10월 GIA, GSPC와 알카에다의 결합으로 AQIM 탄생

자료: 주석 14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저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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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 이슬람 테러집단의
특성 및 동향
최근 1~2년 사이 마그레브 이슬람 테러집단은 크게 4개의 형태로 집약되
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지역 정세, 테러집단 내 지도자의 운명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어 테러집단 간의 차이를 정확히 규정하기
가 쉽지 않다. 하지만 테러집단이 추구하는 노선과 활동 지역이 나름은 일정
정도의 틀을 갖고 있기에 그에 따른 특징과 활동 상황은 살펴볼 수 있다. 마
그레브 이슬람 테러집단은 대개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로 집약되었지만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러집단은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베르
베르족(투아레그나 모자비트족)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다. 투아레그족은
대개 사하라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기에 마그레브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AQIM과는 구분된다.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적 형태를 띤다는 면에서는 같
을 수 있지만 투아레그족과 같이 베르베르족 국가 건설을 내세우고, 심지어
‘이슬람’과 무관한 세속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집단도 있다는 면에서는 그 차
이를 드러낸다.
이들 이슬람 테러집단은 리비아 내전 이후 알제리 인질 사태, 말리 내전
등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왔다.15) 이들 단체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정

15) 리비아 내전의 경우 현재에도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이다. 본 논문이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 사하라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리비아의 경우
내전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말 현재 리비아 내전은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카다피 축출 무장 세력과 과도정부, 이슬람주의자, 세속주
의 세력 간에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주도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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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회, 종교가 이들 극단주의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드러난 무장단체는 5개로 나타난다.16) 안사르딘
(Ansar Dine),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MNLA:
Mouvement National pour la Libération de lAzawad),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
운동(MUJAO: Mouvement pour l’unicité et le jihad en Afrique de l’Ouest), 그
리고 최근 들어 마그레브 전 지역에 가장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테러집단
알무라비툰(al-Murābiṭūn)까지가 포함된다. 통일된 조직으로 서로 간의 이권
다툼으로 분산됐던 테러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를 키우자는 취지로 결
성된 알무라비툰의 급부상을 눈여겨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각각의 이
슬람 테러집단을 살펴보면서 서로 간에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와 차
이를 보고자 한다.

3.1. 안사르딘(Ansar Dine)
안사르딘(‘종교의 수호자들’이란 의미)은 최근 들어 거의 활동을 하지 않
고 있지만, 핵심 인물만큼은 이 단체의 활동 여부를 떠나 늘 언급되고 있다.
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야드 애그 갈리(Iyad ag Ghali, 1953 혹은 1954~)이
다. 말리 북부의 투아레그족 출신으로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안사르딘’을 이
끌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 투사, 외교관, 협상가 등 다양한 경력의 갈리
는 투아레그 부족 내 이포가스(Ifhogas) 가문 출신이다.17) 유목민이었던 부
16) 5개의 무장단체는 일시적인 집단이다. 하지만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이들 단체는 특별한
분화 없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5개의 단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17) 이포가스는 말리 북부와 알제리 남부의 사막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다. 전통적으로 낙타와
염소, 양을 기르며 생활해왔다. 이포가스 가문 출신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중에는 마그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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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밑에서 낙타 경주를 즐기며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정부군의 탄압과
가뭄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리비아와 알제리 일대의 사하라 사막을 떠
돌았다.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신의 집권을 강화하
고 반정부 세력을 일소하고자 투아레그 청년을 용병으로 모았다. 갈리도 용
병에 지원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1990년대 투아레그족
을 위한 국가 건설 투쟁에 뛰어들었다. 말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투아레
그족은 말리가 1963년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 북부의 자치권을
요구하며 독립운동을 해왔다. 이들 투아레그족의 독립운동은 알제리 사하라
지역으로까지 확장해가며 알제리, 말리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였고 존
재를 부각시켜갔다. 이 지역에서 갈리의 독자 세력화가 가능했던 것은 무기
구입이 절대적이었다. 그는 2011년 카다피 몰락 이후 리비아군의 각종 무기
를 획득하여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알제리 국경 근처에서 힘을 키워나갔다.
갈리는 인질 협상에도 능한 인물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AQIM이 관광
객을 납치하곤 할 때에도 알제리 정부를 상대로 협상 주체로 참여했고,
AQIM에 있는 사촌과의 친분을 이용해 AQIM과 유럽 국가 간의 협상을 중
재하기도 했다. 2003년 알제리 사하라 사막을 관광하던 독일인 등 16명이
납치됐을 때도 이슬람 강경단체인 GSPC와 독일 간의 협상을 주도했다.
2006년 투아레그족의 평화적인 협상, 유럽국가와의 협상 등을 인정받은 갈
리는 2008년부터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말리 대사로 부임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체류가 오히려 그에겐 악재가 되고 말았다. 말리 대사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이슬람 전통주의를 따르는 ‘와하비
이슬람 테러 집단의 핵심 구성원들이 있다. AQIM에서도 가장 극단적 테러리스트로 추정되
는 알제리 출신 아부드 제이드(Aboud Zeïd), 안사르딘의 갈리가 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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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빠져 극단 이슬람주의를 추종하기 시작했고, AQIM 등의 인사와도 자
주 만났다. 이를 의심한 사우디 정부는 그를 테러조직 연루 혐의를 들어 대
사로 인정하지 않고, 말리 정부 또한 대사직을 박탈하게 된다. 말리로 돌아
온 2011년에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면서 용병으로 참여했던 투아레그족 병
사들이 대거 말리로 돌아오자 갈리는 이들을 흡수하여 새로운 조직을 결성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슬람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갈리에 위협을 느낀 다른
투아레그족은 자신들이 오히려 아자히드 민족해방운동(MNLA)을 결성했고,
MNLA에서 밀려난 갈리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따르는 이슬람 무장세력
‘안사르딘’을 창설했다.
갈리는 각종 협상으로 축적한 재력을 바탕으로 병사들을 모집, 1,500명의
정예부대로 2013년까지 5000~1만 명의 병사로 추정되는 부대를 이끌고 있
다. 안사르딘은 이렇듯 MNLA에게는 밀렸지만 AQIM과 일정 부분 관련을
맺은 이슬람 급진 테러 단체로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신정정치를 꿈꾼다. 그
결과 갈리는 점령지역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했으며, 불륜을 저지르
거나 결혼하지 않은 동거커플은 투석형에 처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도덕
한 일을 저지르면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담배를 피우는 자
에게는 태형을 가했으며 절도범은 사지를 절단하기까지 했다. 술과 음악, 영
화 등도 일절 금지시켰다. 말리 북부 팀북투18)라는 고대 도시를 점령한 뒤에
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인 이슬람 성인의 영묘를 파괴하
여 충격을 주기도 했다.

18) 팀북투(Timbuktu)는 말리의 도시로 15, 16세기 동안 번성했던 아프리카의 이슬람문화를 대
표하는 유적들이 많은 도시이다. 동서남부 방향으로 사하라 사막의 교통 요지로서 역사적
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위키백과) (검색일: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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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사르딘 등이 통치하는 말리 북부 지역민들은 가혹한 샤리아법
통치와 수탈로 불만이 팽배했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갈리가 제때 월급을 주
지 않으면서 이탈 병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군의 군사개입으
로 MNLA와 안사르딘, AQIM이 수세에 몰리자 갈리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갈리의 최측근이 사망하거나 프랑
스-말리 연합군과 미국 국무부의 집중 제거 대상이 되면서 독자적 활동이
위축되고 다른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힘을 규합해가려 하고 있다고 서방 언
론은 예측하고 있다.19) 이런 예측은 안사르딘의 지도자 사살을 통해 예측되
기도 하지만 때론 오보에 그치는 일이 많아 아직까지 속단하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갈리의 최측근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모하메드 아그 무하메
드(Mohamed Ag Mouhamed)이다. 안사르딘의 서열 3위이자 샤리아 도입을
적극 지지하여 ‘안사르딘의 사상가’로도 유명한 그가 지난 2013년 2월 프랑
스-말리 연합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알려졌다.20) 안사르딘의 작전사령관인
우마르 울드 하마하(Oumar Ould Hamaha, 1963~) 또한 2014년 3월 프랑스군
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생존이 확인되어 테러
리스트 생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신빙성에 금이 갔으며,21) 이는 안사르딘이
19) 안사르딘은 말리 사태가 발생한 2013년 1월 이후 이 지역에 프랑스군이 개입하면서 더 이
상 보이지 않고 있다. Jeune Afrique(2013). “Otage français: Iyqd Qg Ghali, le chef d’Ansar
Eddine, a-t-il négocié son impunité?” (oct 31) (검색일: 2014.04.25).
20) France Info(2013). “Mali: Paris confirme la capture de plusieurs chefs islamistes d’Ansar Dine.”
(Fev 05) (검색일: 2014.02.31)
21) 현지 언론은 미국이 가장 비싼 현상금을 내걸고 있는 마그레브 이슬람 테러집단의 3대 인
물 중 한 명인 우마르 울드 하마하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였다. Le Courrier Sahara(2014),
“Comment les djihadistes parviennent à se réorganiser dans le Nord-Mali” (Mar 01). Liberté
(2014), “AQMI dé;ent lq;ort d4un de ses chefs annoncée par Paris.” (Apr 14) (검색일: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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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활력을 오히려 모색하거나 다른 이슬람 테러 집단과의 연대를 추진
하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안사르딘의 활동이 주로 말리에 집중
된 것도 사하라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여러 집단을 언제든 쉽게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22)

3.2.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
‘마그레브 알카에다’, 즉 AQIM은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된 이후 각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가 알카에다의 이름을 빌려 활동하는 여러 테러집단 중 하
나이다. 지역의 이슬람 단체가 철저히 현지화하면서 파생되고 있는데,
AQIM 또한 이런 과정을 겪으며 마그레브에서 뿌리내렸다. 알제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AQIM은 [표 1]에서도 보았듯이 2006년부터 GIA, GSPC와 결합
한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23) 다른 이슬람 단
체와는 달리 사하라 지역만을 주 근거지로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AQIM은 산악 및 해안지대까지를 포함한 마그레브 전역을 활동 무대로 삼
고 있다.
다른 이슬람 테러집단과 마찬가지로 AQIM은 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 신
정국가 건설을 위해 ‘지하드(Jihad)’를 주장하며, 압델말렉 드룩델(Abdelmalek
Droukdel, 1970~)이 2007년 창립하였다. GIA, GSPC 등의 수많은 무장단체
22) Liberté(2014), “AQMI dément la mort d’un de ses chefs annoncée par Paris.” (Apr 14) (검색
일: 2014.04.31).
23) ‘연계 조직’이라는 의미는 알카에다 중앙 조직이 이들 알카에다 지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체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알카에다 중앙 조직은 연계 조직을 직접 통제할
정도로 막강하지도, 책임성도 갖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Jihadist website 2014. Feb 03)
(검색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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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화를 거듭하여 AQIM이라는 국제 테러단체로 등극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델말렉 드룩델 또한 GSPC 출신이며 아프가니스탄 전투 참여로
많은 전과를 올린 인물이다. 알제리 정부는 물론 프랑스와 미국의 FBI, CIA
에서 현상 수배범으로 지목하고 있다.24) 테러 이외에도 인질과의 협상, 마약
과 무기 밀매, 지하조직 등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
하라 일대 곳곳에서 과격 극단주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알제리 가스전 인질
사태나 말리 사태의 경우도 이런 식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군 무기와 자금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방식은 AQIM의 생존 전략과 투쟁 방식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AQIM과 다른 이슬람 테러 집단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되는 다른 이슬람 테러 집단의 경우 이슬
람을 중심에 두기도 하지만, 베르베르 중심의 이슬람 국가, 혹은 세속적인 베
르베르 국가 건설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AQIM은 아랍이건 베르베르이건
그 중심에는 무조건 ‘이슬람’이 있어야 하며, 마그레브에서 ‘이슬람 중심’의
신정 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꼽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반정부 단체의 특징
을 갖기도 하지만 반서구에 대항하는 측면이 강해서 서구에 의존하거나 성향
을 보이는 정권이나 정부를 공격한다. 다른 테러집단의 경우에는 반서구, 반
정부적 성향, 부족의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말리 사태 이후 진압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AQIM 내의 조직을

24)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아프리카
전문지 Jeune Afrique가 선정한 아프리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테러범으로는 유
일하게 선정되었다. Jeune Afrique(2014), “Les 50 influents: Abdelmalek Droukdel, émir
d‘Aqmi.” (may 13) (검색일: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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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조직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3년 말리 사태 과정에서 많은 조직원을 잃었고, 2007년 창설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변화를 요약해볼 수가
있는데,25) 가장 큰 변화는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 전투 여단이 두 개로 편
성된 것이다. 일명 ‘카티바(katiba)’26)라 불리는 전투 부대가 Tarik Ibn
Ziyad 카티바와 al-Fourghan 카티바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을 진두지휘했던
지휘관이 사살되어 새로이 Saïd Abou Moughatil과 Abderrahmane가 각각
맡아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압델말렉 드룩델을 제외한 6명이 핵심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약력과 AQIM 내 활동 사항을 도표로 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27)
표 2. AQIM의 핵심 인물 6인 동향

이름

Djamel
Okacha

AQIM 내 역할 및 활동

국적

1998년 GSPC 창설 이후부터 드룩델의 최측근으로 활동 중. 수도
알제 동부지역 출신으로 AQIM 내에서도 ‘알제파’로 분류됨.
알제리
2009년 미국인 암살 및 프랑스 대사관 테러를 직접 실행함. 2012
년부터 드룩델이 사하라 사헬 지대로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음

25) Jeune Afrique(2014), “Visuel interactif: le nouvel organigramme d’Aqmi.” (may 25) (검색일:
2014.05.25)
26) 마그레브 지역 이슬람 테러 집단의 ‘전투 캠프’를 일컫는 용어이다.
27) 6명이 핵심이라는 근거는 Jeune Afrique(2014), “Visuel interactif: le nouvel organigramme
d’Aqmi.” (may 25)에서 다뤄진 심층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기사에서 AQIM의
새로운 조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6명 개인에 대한 신상은 위키피아 및 각종 언론을 참고
해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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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이름

AQIM 내 역할 및 활동

국적

Tarik Ibn Ziyad 카티바를 지휘하고 있으며 AQIM 내에서 물자 전

Saïd Abou
달과 같은 하급직에 있다 승진한 인물.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 무 알제리
Moughatil

기 및 물자 확보를 총괄하면서 테러 여단을 진두지휘하고 있음

모리타니안으로 al-Fourghan 카티바를 진두지휘하고 있음. 2006년

Abderrahm
AQIM에 합류한 첫 모리타니안 중 한 명으로 말리의 탐북트를 점 모리타니
ane

령하는 임무를 맡고, 2013년 1월까지 이 지역을 관할해왔음

AQIM 내에서 가장 유명한 투아레그족 이포가스 가문 출신으로
Hamada 안사르딘의 갈리 친족. 말리와 니제르 투아레그로 구성된 안사르
말리
Ag Hama 카티바를 진두지휘하고 있음. 2010년과 2011년 말리와 니제르에

서 프랑스인 인질을 주도함
Abou
Abdel
Hakim al
Kidali

2012년 11월 창설된 Youssef Ibn Tachfin 카티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 이 카티바는 말리 북부 투아레그 출신이 차지하고 있
말리
으며 알제리, 말리 국경 일대를 프랑스군이 공격하기 전까지 장
악함

Yahia
Djouadi

드룩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그는 과거 GSPC에서 활동함. 드룩
델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AQIM 내에서 고속 승진을 한 그는 사하
알제리
라 일대 통치를 명령받았지만 벨목타르와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에 밀려 현재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이 조직 내에서 밀려났지만 AQIM 관련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알제리 인 아메나스 가스전 인질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모크타르
벨목타르(Mokhtar Belmoktar, 1972~, 가르다이아 출생)이다. 알제리, 말리에
서 극단적 테러 행위를 일삼는 대부분의 무장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서 경력을 쌓아 본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벨목타르 또한 1980년대 아프가니
스탄에서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이슬람 전사’로 활약했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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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슬람 무장투쟁을 벌이는 전형적
인 이슬람 전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AQIM의 사하라파를 이끄는 한편 니제
르와 말리로부터 무기를 밀매하는 지하조직을 구축하였다. 무기 밀매 과정
에서 그는 말리 북부의 투아레그 반군과 관계를 맺어 말리에서의 외국군 철
수 명분을 내건 납치를 기획하였다. 그는 2013년 AQIM의 권력투쟁에서 밀
려난 뒤 독자적인 무장단체를 결성했고, 2013년 12월 발생한 중앙아프리카
내전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다.28) 최근에는 리비아, 튀니지에서
까지 새로운 거점 지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사하라 일대를 종횡무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전투 중에 한쪽 눈을 잃어 ‘애꾸눈’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자신이 구축
한 무기밀매 조직을 활용해 담배, 마약은 물론이고 인신매매에도 관여하면
서 서구의 갱단과도 같은 활동을 한다. 그는 이슬람교와 폭력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조장하면서 자신의 테러를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담배 밀매로 ‘미
스터 말보로’라는 별명도 있는 그는 이런 밀매 사업으로 수백만 달러의 자금
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3년 유럽 관광객 32명, 2008년 오스트
리아인 2명, 2009년 캐나다인 2명의 납치 사건 등 알제리 내전 이후 역내에
서 벌어지는 각종 외국인 납치를 주도하기도 했다. AQIM이 사하라를 비롯
28) 임기대(2013), ｢테러리스트 벨목타르, 이집트에서 대서양까지 과거 ‘알무라비툰’ 이슬람제
국의 부활을 꿈꾼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주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
흥지역연구 Emerics 전문가 칼럼.
29) 특히 지난 7월 16일 발생한 튀니지 제벨 챰비(Djebel Châambi)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무장
집단의 테러는 마그레브 지역에서 이 지역이 새로운 테러 집단의 주둔지로 의심받게 하고
있으며, 벨목타르가 이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 알제리 당국까지 긴
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테러로 15명의 사망장, 2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에도 연이은 테러로 인해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lgérie 360⁰(2014), “L’armée
tunisienne attaque les islamistes du Djebel Chambi.”, (Jul 18) (검색일: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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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그레브 일대에서 행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서도 벨목타르는 다른 집
단의 지도자들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더욱 과격하고 돈이 될 만하다 생각되
는 모든 사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리비아 사태 이후 무기 구입이나 테러
등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국경 근처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다른 테
러 집단들이 이런 벨목타르의 자금조달 방식을 모방하고 있어 이슬람 테러
집단이 갱단과도 같은 집단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의심케 하기도 한다.
다른 또 하나는 벨목타르의 출신지이다. 그는 이슬람 ‘카와리지파’가 잔존
하고 있는 음자브 지역의 가르다이아 출생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심이 깊었
으며, 반외세와 반서구를 외치며 이슬람과 마그레브 지역민의 자주성을 강
조해왔다. 카와리지파의 일파인 이바디즘을 숭상하는 음자브 지역의 모자비
트인 벨목타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즉 이바디즘의 교리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슬람 정권이 부패하거나 타락할 때,
외세 의존도가 높고 친서구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때 이들은 ‘지하드(성
전)’를 선언하고 이슬람 내부는 물론 타 종교와의 투쟁에서 행동으로 맞서려
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최근 1년 동안 음자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아랍, 반정부 저항운동은 이곳이 이슬람을 신봉하지만 중앙정부나
아랍 이슬람의 종교관과 대치되는 경향을 보인다(3.5 참고).

3.3.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MNLA: Mouvement National pour
la Libération de l’Azawad)
앞서도 언급했듯이 투아레그족은 사하라를 주 무대로 생활하는 베르베르
족의 일파이다. ‘푸른 두건의 전사들’이라는 말로도 유명한 그들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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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족단위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이들에게 국가적 영토 개
념은 없다. ‘아자와드(Azawad)’는 베르베르어로 ‘방목지대’라 불리는 말리
북부지역을 독립시켜 국가 건설을 우선하고 있다.30) 이들은 이 지역이 자신
들의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임을 천명하며 이슬람 샤리아에 근거한 신정국
가 건설보다 세속주의 국가 건설을 기치로 창립되었으며, 창립 초기 9,000~1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테러 집단보다 많은 수를 확보한 상태
에서 출발했다. 특이한 점은 이슬람을 배제하면서 세속주의 정권을 꿈꾸고
있는데, MNLA에 대해 이 단체의 공보담당관은 언론을 통해 MNLA가 기본
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Nous tenons à clarifier que le Mouvement National pour la Libération de
l’Azawad se démarque totalement de tout mouvement islamiste, de tout
groupuscule radical dont l’idéologie est basée sur une quelconque vision
religieuse. Nous tenons à dire également que nous n’avons pas besoin d’Al
Qaeda au Maghreb Islamique (AQMI) ou d’un quelconque mouvement religieux pour pratiquer une religion quelconque. Nous nous situons dans un
contexte de laïcité conformément à notre histoire, à nos traditions, et à nos
cultures. (MNLA는 모든 이슬람주의 운동, 이데올로기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 근거한 극단적 단체와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AQIM이나 어떤 종교를 실천하기 위한 종교적 운
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에 부합하는 정
교분리원칙의 맥락에 서 있을 뿐입니다.)31)
30) 말리 북부, 더 정확히는 탐북투, 키달, 가오 지역의 독립과 자치권을 주장하며 2011년 10월
창설되었다. http://fr.wikipedia.org/wiki/Mouvement_national_pour_la_lib%C3%A9ration_de_
l’Azawad. (검색일: 2014.05.21)
31) Toumast Press(2012), “Que s’est-il réellement passé à Aguelhoc?” (Feb 18) (검색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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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말리 북부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하라사막 전체와 관
련이 있다.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가 몰락한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말리로
흘러와 투아레그 부족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은 전투력과 자금력을 확보하였기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것이 아
니라 사하라사막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 5월 안사르딘을 비롯한 이슬람 테러집단과 타협하여 국가 건설을
기획하기도 했지만 안사르딘의 잔혹한 차별과 만행으로 인해 결별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MNLA가 안사르딘이나 MUJAO 등의 이슬람 테러 집
단에 이용당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구축한 말리 북부 영토를 이들 테러 집
단에 빼앗기자 말리 정부와 프랑스에 협력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
고 있다.32) 그리하여 2013년 프랑스군의 대대적인 반격 때 프랑스군과 말
리 정부군에 협조하면서 안사르딘과 MUJAO의 거물급 체포에 앞장서기도
했다.
2013년 안사르딘과 MUJAO를 격퇴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프랑스와 말
리 정부는 MNLA의 무장해제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MNLA는 이슬
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투아레그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들을 보호
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며 거절하였다. 말리 정부와 프랑스와의 밀
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2013년 3월 결국 키달 지역의 통치자를 별
도로 명명하였다. 말리 정부군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결국 2014년 5월 키
달 지역(말리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수도 바마코 북동쪽에서 1,500km떨어
져 있다)에서 정부군을 물리치며 말리 북부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말리
32) France 24(2013), “Les Touareg du MNLA prê̂ts à aider l’armée française à lutter contre les
djihadistes.” (Jan 14) (검색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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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키달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순방한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프
랑스와 말리 정부가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반군 테러 집단은 정부
군 8명을 살해(테러범은 28명 살해됨)하였고, 급기야 말리 정부는 반군의 말
리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5월 24일
양 진영 간 휴전 협상을 하여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33)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와 알제리, 미국 등의 반테러 정책을 펼치는 국가 간에
사하라 일대에서의 테러 집단 척결을 위한 결집을 재촉하게 하고, 사헬 이남
의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튀니지에서의 테러 단체의 위협은 이를 기정사실
화했다.
현재 말리와 알제리에 걸쳐 있는 투아레그족의 협상은 알제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말리 북부를 대표하는 6개의 단체
와 말리 정부 간의 중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34)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알제리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3) Jeune Afrique(2014), “Mali: Cessez-le-feu entre Bamako et les groupes armés contrôlant
Kidal.” (May 24) (검색일: 2014.05.25)
34) El Watan(2014), “La stabilité du Mali se discute à Alger” (Jul 11) (검색일: 2014.07.27). 말리
북부의 6개 단체는 MNLA 이외에도 ‘아자와드 아랍 운동(Mouvement arabe de l’Azawad)’,
‘아자와드 민중연합(Coordination pour le peuple de l’Azawad)’, ‘운동 연합(Coordination des
mouvements)’, ‘저항 애국전선(Fronts patriotiques de résistance)’, ‘아자와드 통일을 위한 고
등위원회(Haut-Conseil pour l’unité de l’Azawad)’가 있다. 6개 단체, 말리 정부, 알제리 정부
가 지난 7월 10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하였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해 합의하였다. UN안보리는 말리 정부와 MNLA 간의 회담을 8월 17일 개최하도록 촉
구했지만 9월 1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Jeune Afrique
(2014), “Mali: Les négociations de paix reprennent le 1er septembre à Alger.” (Aug 13). (검색
일: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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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MUJAO)
2011년 창립한 MUJAO는 AQIM의 분파이다. AQIM이 마그레브에만 관심
두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분파한 단체로 자신들의 주장을 사하라 사막에서 서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MUJAO는 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 신
정국가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말리 북부를 주 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훈련
기지 또한 말리 북부를 사용해왔다. 지휘체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
만 MUJAO를 창립한 인물은 하마다 울드 모하메드 케이루(Hamada Ould
Mohamed Kheirou, 1970~)이며 모리타니 출신으로 말리 전투에 참여해왔
다.35) 대략 500여 명 내외의 전투병이 있지만 프랑스군 개입 이후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 10월 23일 틴두푸에서 스페
인, 이탈리아 인질범을 사로잡아 협상을 벌이면서이다. 이후 말리 북부 도시
가오(Gao)를 점령한 후 반정부 세력인 MNLA를 추방시켰다. 양측 간 여러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MUJAO는 샤리아에 근거한 신정국가 건설을 선포
하며 가오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사람들이 서구식 음악을 듣는다거나
복장의 문제 등을 볼 때 사살하여 같은 종족인 투아레그족과도 등을 지게
되었다.
말리 북부에서 프랑스와 미국은 MUJAO를 쫓아내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최근 활동은 그리 알려지지 않아 서아프리카와 사헬 지대 이남의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 집단과 연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36)
35) http://fr.wikipedia.org/wiki/Hamada_Ould_Mohamed_Kheirou. (검색일: 2014.05.27)
36) Le Figaro(2014), “Le Mujao, le mystérieux groupe qui a annocé la mort de l’otage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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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AO가 골칫거리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 테러 집단이 사하라 및 사헬지
대에서 마약 및 무기 거래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아레그족을 선동해서 반프랑스 척결을 내세우며 때로
MNLA와 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그들만의 비즈니스 방식이다. 말리 북부와
알제리 말리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서방 인질과 관련 한 사건들은 여전
히 그들 존재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MUJAO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37)
프랑스는 갱단과도 같은 이들 테러 집단을 척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알제
리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알제리는 이런 생각에 의심
쩍어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랑스와 반테러 근절에 앞장선다는 느낌을 주려
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알제리는 사하라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투아레그족과
말리 북부의 투아레그족이 연계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자칫 독립 요구 혹은
자치권 요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에 말리 북부가 반군에 의
해 점령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양국 간의 공조로 가장 최근 MUJAO의 고위
간부 Mohamed Ould Makhtar를 체포하기도 했다.38)

3.5. 알무라비툰(al-Murābi ṭūn )
프랑스가 주도하는 사하라 사헬 지역의 테러 진압은 대규모 작전을 통해
거물급 테러집단 지도자의 제거에 공을 들리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는
(Apr 23) (검색일: 2014.06.09)
37) Europe 1(2014), “Qui sont les islamistes du Mujao?” (Apr 22) (검색일: 2014.06.09)
38) Jeune Afrique(2014), “Mali relâ̂che un ex-responsable jihadiste arrê̂té par les militaires français.”
(Aug 08) (검색일: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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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IM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이미 지난 2013년 말리에서의 군사개입작전(작
전명 살쾡이 ‘Serval’)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부르면서 역내 군사개입작전과
이후 반군 혹은 AQIM 관련 테러범 체포나 사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게릴라식 테러집단이 지속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완전 진압을 하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프랑스가 사헬 지구에서의 테러 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크게 두 가
지 방향이다.39) AQIM과 ‘알무라비툰(Al-Murābitūn)’이 바로 그것인데, 후자
는 벨목타르가 2013년 8월 22일 만든 것으로 AQIM과 MUJAO가 연합한 형
태이다.40) ‘알무라비툰’은 과거 이슬람 제국인 알모라비드(Almoravide, 1040~
1147) 왕조 재건을 꿈꾸고,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 이슬람 왕조 재건을 구축
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알모라비드 왕조가 모로코의 사하라에서 스페인,
알제리, 사하라 북부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베르베르족 기반하에 서
아프리카와 사헬 이남까지 확장을 노리면서 세를 확대해가려 하고 있다.
알무라비툰은 2013년 이집트의 쿠데타를 겨냥해서 ‘무슬림형제단’을 추
출한 세속주의 세력에 대항하며 무슬림과 대립을 하는 시온주의자들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마그레브 국가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국가에 개입하는 서구
세력은 물론 말리에서 프랑스군 등의 서구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투쟁과 인
질 포획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알카에다의 노선을 이념적으로
추종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따를 것을 맹세하였다. 과거 알모라
비드 왕조 복원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알무라비툰은 서방 세력

39) Le Monde(2014), “Plus de 40 djihadistes ont été tués dans le nord du Mali par les forces
françaises.” (Mar 21) (검색일: 2014.03.22)
40) Sahara Times(2013), “Deux groupes jihadistes au Sahel et au Sahara annocent leur fusion.”
(Aug 22) (검색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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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고정된 영토를 담보로 한 행동이 아니
라 ‘이동성’에 기반 한 전략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이슬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l Morabitoun a pu se débarasser de son principal point faible: Opérer
dans des territoires fixes. Il a récupéré son principal atout tactique: sa mobilité(알무라비툰은 고정된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약점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으며, 자신만의 전술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이동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41)

벨목타르와 AQIM, MUJAO의 연합 형태인 알무라비툰의 중심에는 벨목
타르가 있다. 벨목타르를 주목하면서 그의 출신지인 음자브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QIM 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서도 AQIM 노선만은 따르겠
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출신지를 보면 그가 왜 알무라비툰 왕조를 꿈
꾸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사하라 북부의 계곡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음자브 지역은 수니파가 압도적
인 마그레브에서 특이한 종교적 관행을 보인다. 이들이 믿는 종교적 관행은
과거 이슬람 정복 초기 거의 3세기가량을 믿고 수용했던 카와리지(Khawarij)
의 일파인 이바디즘(아랍어 Al-ibadiya)이다. 이슬람 최초 종파인 카와리지파
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기 시작한 ‘와하비즘’ 이전부터 혹은 ‘와하비즘’과
결합하여 이슬람 왕조가 부패하거나 타락할 때 ‘지하드(성전)’를 선언하고
이슬람 내부는 물론 타 종교와의 투쟁에서도 행동을 불사했다는 점에서 가
41) 캐나다의 이슬람 전문가인 앤드루 맥그래고어(Andrew McGregor) 박사 인터뷰. UPI(2013),
“Le groupe ‘Al-Mourabitoun’, menace tous les voisins de l’Algérie.” (Sep 06) (검색일: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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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근원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모태로 알려졌다.42) 정통 칼리프 시대(632~
661)에 행동으로 대항하면서 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혈통(시아파)도 협의
(수니파)도 아닌 누구도 능력만 된다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정복 초기 이 지역 베르베르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을 받아들
인 베르베르인들은 루스탐 왕조(761~909)를 건립하였고 금욕주의, 민주주
의, 평등주의를 내세웠다. 마그레브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이드리스 왕조
(789~921) 또한 베르베르인들의 지원하에 건립된 왕조였고, 이후 13세기까
지 여러 왕조가 명멸하였다. 이후 카와리지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지만
프랑스의 식민지배, 독립 후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 서구와의 관계 등에서
투쟁적이고 행동적인 이슬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섰다. 동시에 아랍과의 차별화도 시도하려는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정체
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락해버린 이슬람교를 대신하여 순수하고 엄격한 이슬
람교를 재확립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이려고 한다.
현재 음자브 지역에 남아 있는 카와리지 일파인 이바디즘은 수니화된 마
그레브에서 독자적인 교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암살행위 같은 과격 행동
은 금하며 중도적 온건 성향을 보인다. 문제는 그들이 지역 내 아랍인들과
수시로 인종적‧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43) 그리고 그들 스
스로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면서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
다. 또한 벨목타르처럼 자신이 믿는 이바디즘과 AQIM 등의 테러 단체를 결
합하면서 또 다른 테러 집단을 양산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와 사헬

42) 진원숙(2008), p. 40.
43) 이 지역에서의 두 부족 간의 충돌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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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는 국가들조차 반외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 지하드를 내
세운 신정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에서 그 정당성을 확
보하려 한다. 이슬람, 반외세, 게다가 토착민인 베르베르인까지를 규합하려
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이유이다.
현재로선 ‘알무라비툰’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고, 심지
어 그의 제거를 말하지만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44) 분명한 점은 이집
트, 시리아, 리비아처럼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정세 불안이 지속된다면 마그
레브에서 그의 활동이 점차 동력을 얻어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최근의 사하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불안은 그의 활동을 더욱 부추길 개연
성이 농후하다. 말리와 리비아, 알제리의 경우 서구와의 대립, 그리고 내부
적으로는 이슬람과 군부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있어 새로운 테러 집단은 마
그레브 지역에 늘 긴장감을 더해준다. 표면적으로 사하라를 중심으로 결성
된 테러 집단이 주를 이루지만 지중해 산악지대에서의 빈번한 테러 등도 새
로운 이합집산을 가능케 한다. 그 중심에는 사하라의 투아레그족과 음자브
족, 산악지대의 카빌족 등과 같은 베르베르인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믿
는 이슬람조차도 중동의 이슬람과 차별화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정 개인 제거가 곧 이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의 붕괴를 의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테러 집단 전체를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벨목타르의
제거는 어쨌든 다른 집단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44) 벨목타르는 알제리 대통령 선거일인 4월 17일 이전까지 리비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2013년 말리에서 그를 살해했다는 오보가 있었듯이, 오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사
하라 사헬 지대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 혹은 벨목타르와 같은 주동자의 격퇴가 싶지 않고,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Sahara Times(2014), “Le chef ‘terroriste’ algérien Mokhtar
Belmokhtar se serait établi en Libye.” (Apr 14) (검색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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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벨목타르는 알카에다에서도 인정한 사헬 지역의 거물급 테러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알카에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존재임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했다.45)
이슬람 테러조직 알무라비툰이 향후 어떤 활동을 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
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테러 조직을 주도하는 지역과 인물이 베르베르인
이며 마그레브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이슬람 종파, 이바디즘 출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지역의 이슬람 테러 단체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목
표, 베르베르족의 성향,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과격한 대응 방식 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
마그레브의 개별 국가들은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늘 잠재해 있다. 이
런 상황은 이슬람 테러 집단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곤 했는데, 특히 2011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이후 마그레브 지역에 알카에다와 연계한 테러 집단
들이 침투해 각국 정부와 내전을 벌이는 데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다. 그렇
다고 이들이 이슬람 테러 집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슬람 극단
주의자임과 동시에 반정부 테러 집단, 특히 마그레브의 경우 베르베르족과

45) Jeune Afrique(2014), “Jihad: Belmokhtar réaffirme sa fidélité à Al-Zawahiri, le chef d’Al-Qaïda.”
(May 01) (검색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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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수 종족의 저항과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
들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우리에게는 모두 이슬람 테러 집단으로 분류됐는
데, 이에 대한 좀 더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사하라 사헬 지대 안정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알제리를 중심
으로 여러 불안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제리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
로 가장 안정적인 치안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테러 지도자
혹은 테러 집단이 알제리 내 혹은 그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알제리는 베르베르족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
러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일대의 테러는 서방국가들도 알
제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동조 여부에 따라 테러 집단
의 척결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에 알제리
에서의 정치적 불안 요소를 살펴보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4.1. 2014년 알제리 대선의 의미
지난 4월 17일 끝난 알제리 대선에서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5년 더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에 알제리 역사상 최
장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그가 중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정부의 선거 조작, 군과 정보부와
의 긴밀한 관계 유지, 저조한 투표율, 테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국 안정
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심리 등에 따른 것이다. 이 중에서도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국정 안정’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알제리 국경
과 인접한 사하라 일대의 안정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새 내각을 출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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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심산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4월 29일 압
델말렉 셀랄 전임 총리가 신임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부
테플리카 진영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 유세를 담당했다. 대통
령의 입장에서 그만큼 자신의 의중에 따라 정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료
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내각은 기술 관료 위주로 구성했지만
주요 부서 장관, 특히 알제리 정부의 빅 4라고 불리는 외교부, 국방부,46) 내
무부, 에너지부 장관이 유임됐을 정도로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
가가 있다.47) 독자적인 세력을 모색하기보다 집권 정당인 FLN과의 관계 강
화를 노린 개각이라는 평이다. 대표적으로 법무부, 의회관계부, 청소년부
장관이 해당된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던 해인 1999년 총
리를 지냈던 아흐메드 우야히야(Ahmed Ouyahia)가 비서실장을 맡고, 그의
측근이 보훈부와 광물산업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6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중소기업투자부
(혹은 산업개발유치부)는 폐지되었기에 우리 입장에서도 알제리 정부의 외
국 기업 관련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새 내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46) 알제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방부 차관이 장관의 위상을
갖는다.
47) L’Expression(2014), “Remaniement du gouvernement: le FLN, ce grand perdant.” (May 07)
(검색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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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4 알제리 새 내각

서열

이름

부서

1

Tayeb Belaïz

내부부

2

Ahmed Gaïd Salah

국방부 차관

3

Ramtane Lamamra

외교부

4

Tayeb Louh

법무부

5

Youcef Yousfi

에너지부

6

Mohamed Djellab

재무부

7

Abdessalem Bouchouareb

광물산업부

8

Abdelwahab Nouri

농업농촌개발장관

9

Tayeb Zitouni

보훈부

신임

10

Mohamed Aïssa

종교부

신임

11

Amara Benyounès

통상부

12

Amar Ghoul

교통부

13

Hocine Necib

수자원부

14

Abdelkader Kadi

공공사업부

15

Abdelmadjid Tebboune

주택도시계획

16

Nouria Benghebrit

교육부

신임(여성)

17

Mohamed Mebarki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신임

18

Nouredine Bedoui

전문직업훈련부

19

Mohamed El Ghazi

노동고용사회안전부

신임

20

Dalila Boudjemaâ

국토개발환경부

여성

21

Nadia Labidi

문화부

신임(여성)

22

Mounia Meslem

국가연대가족여성부

여성

23

Khelil Mahi

의회관계부

24

Abdelmalek Boudiaf

보건부

25

Abdelkader Khomri

청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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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서열

이름

부서

비고

26

Mohamed Tahmi

체육부

27

Hamid Grine

공보부

28

Zohra Derdouri

우편정보통신기술부

신임(여성)

29

Nouria Yamina Zerhouni

관광수공예부

신임(여성)

30

Sid-Ahmed Ferroukhi

해양수산부

31

Aïcha Tagabou

관광수공예부 수공예 담당

신임(여성,
담당장관)

32

Abdelkader Messahel

외교부 마그레브아프리카담당

신임(담당장
관)

33

Hadji Baba Ammi

재무부 예산 담당

(담당장관)

34

Ahmed Noui

총무부

주: 빈칸은 모두 유임된 각료임.
자료: 2014년 알제리 신임 내각(05.05).

하지만 새 내각 구성 이후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정국은 안정을 되찾지 못
하고 있다.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먼저
야권과 국민들, 그 중에서도 베르베르어권 지역인 카빌리의 반발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였던 벤플리스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대
대적인 개편과 반정부 공격 강화이다. 둘째, 산발적인 테러가 지속해서 일어
나 대통령이 주장했던 안정화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자브 지역
의 불안정(모자비트와 아랍인의 갈등)은 현재 알제리 사회의 최대 불안 요소
이자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셋
째,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테러로 인해 늘 국경지대에서의 불안감이 상존하
고 있다. 국제 사회와 공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알제리 정부는 압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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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세 가지 상황 중 두 번째를 제외한(4.2 참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상
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각 구성의 문제와 알리 벤플리스 및 야권의 반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새 내각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후보 기간 중 안정적인 주거대책, 수입을 규제
하여 무역수지 개선, 관료주의 시스템의 종식, 부패와의 전면전, 젊은이를
위한 실업 해소 정책, 테러로부터 사하라 일대의 치안 안정, 보건 위생 개선,
합의를 통한 헌법 개정, 외국 거주 알제리인의 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새 내각은 측근들의 재배치와 영구 집권을 위한
새 헌법 개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헌법 개정을 위해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심산인데, 이미 1996년과 2008
년 경험한 바 있는 국민과 야당은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려 하고 있다. 그 중
심에 카빌족을 비롯한 베르베르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베르베르족
출신 알리 벤플리스(Ali Benflis, 1944~)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벤플
리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야당 후보
로 총리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선거 기간 동안 알제리 국민들이 국가적
변혁을 이룰 인물로 생각하였고, 비록 낙선했지만 지금도 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인식되어 있다. 새 정당 창당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통령의 불법 당선에 대해 맞서겠다고 주장해왔으며, 헌법 수정에 대한 국
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헌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48) 그는 새 정당을 창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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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과 권력층의 영구집권 의지를 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베르베르족 출
신인 그의 반발이 정치권의 안정을 위해 위험 요소로 지목되는 이유이다. 하
지만 그 또한 국민들의 눈에는 구태 정치의 유형으로 인식돼 정치 지형의
변화가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49)

◎ 불안정한 국경지대와 서방세계의 압박

알제리의 국경지대는 최근 이슬람 테러 집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훨
씬 불안정해 보인다. 2013년 말리 사태에 이어 사하라 사헬 지대 남부 지방
에서 보코하람(Boko Haram)의 위세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제
리는 모로코와 국경 문제로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리, 리비아,
튀니지와의 국경지대 불안정은 최근 들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이 지역의
국경 지대가 테러 집단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어 알제리 국내 정세는 물론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고, 국제적인 문제로의 확산은 이 지역의 안정
화를 알제리가 언제까지 모른 체 할 수 없게 하고 있다.50)
알제리에서 ‘지역 안정화’라는 것은 늘 정권과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 중
48) “Pour la Constitution, le pouvoir a d’une manière unilatérale fixé l’ordre du jour et les étapes
à suivre en voulant les imposer aux autres” (헌법에 대해 권력은 일방적으로 의제를 고정시
켰고,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정시켰다.) Tout sur
l’Algérie(2014),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conférence pour la transition et création d’un
parti politique: Ali Benflis explique ses choix.” (May 25) (검색일: 2014.05.28)
49) 35세 미만 인구가 70%에 달하여 벤플리스처럼 과거 기득권을 누린 정치인에 대해 호의적
이지 않은 측면,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 등이 그가 제시한 미래의 정치
상에 회의를 갖게 한다. Africa Inside(2014), “Algérie: quel avenir politique pour Ali Benflis ?”
(Jun 13) (검색일: 2014.07.02)
50) El Watan(2014), “L’Algérie subit une menace de déstabilisation.” (May 24) (검색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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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였다. 어느 정도의 국경지대 불안정이 늘 통치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
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가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의 테러 집단 척결을 위해 알제리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알제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올해 들어 이미 프랑스와 미국이 지역 내 안정화를 위
해 알제리와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알제리 또한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 파리에서 서아프리카 안보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프랑스
는 보코하람이 AQIM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
다. 이후 프랑스는 그 어느 국가보다 알제리의 동참을 원하고, 기존에 해왔
던 주요 거물급 테러리스트 제거에서 더 나아가 게릴라식 테러 활동의 근거
지까지 포착하여 소멸시키고자 했다.51) 알제리 인근의 말리, 리비아 일대 사
하라 지역은 물론 튀니지의 산악지대에서 테러 집단의 훈련 지역과 무기 밀
매 장소를 찾아 박멸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알제리의 도움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인식하여 서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프랑스의 거
물급 인사들이 연이어 알제리를 방문하여 사하라 사헬 지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알제리 측에 요구하고 나섰고, 알제리 또한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동
참하고 있다. 5월 17일 서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프랑스 고위급 인사의 알
51) 2014년 들어 프랑스가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의 테러 집단 대응과 관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테러집단 지도자를 사살 혹은 체포, 테러범 몇 명을 살해했다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
하고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 또 다른 새 지도자가 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프랑스가 주요 테러 집단 지도자를 제거하기보다 테러 활동 집단의 주요 거점지역을 효과
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알제리와의 공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이다. Le Monde(2014). “L’armée française a tué
un haut cadre d’Al-Qaida au Sahel.” (May 10) (검색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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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방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2)

표 4. 프랑스 고위인사 알제리방문

이름/직위

방문/초청일

내용

Jean-Yves Le Drian /
국방부 장관

5월
20~22일

부테플리카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알제리가 사하라 사헬지대의 경찰국가 임무
를 맡아줄 것을 당부53)

Denis Favier /
경찰청장

5월
27~28일

알제리 경찰청장과 사하라 사헬지대의 테러 예방과 범
죄 예방에 대해 공조 확인54)

Laurent Fabius /
외무부 장관

6월 8~9일

테러집단 척결을 위한 양국 간 관계가 중요하고 사하라와
리비아 국경 지대에서 알제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55)

Fran ois Hollande /
대통령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알제리군의 개선문 사열을 대통
7월 14일 령 이름으로 초청함. 알제리 독립 후 처음 있는 일로 과
거 식민지배의 반성 없이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56)

이와 같은 서방세계와의 공조 관계는 결국 알제리가 독립(1962년) 후 처
음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리비아 국경 지역의 테러 집단을 공격하는 계기
가 되었다. 최근에는 튀니지가 새로운 테러 집단의 근거지로 주목받고 있어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알제리와의 공조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알제리 또
52) 프랑스의 주요 인사들이 안보와 관련해 알제리를 방문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도 비쳐질 수 있고, 반프랑스 정서까지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
지만 그만큼 프랑스 입장에서도 알제리의 도움이, 알제리도 프랑스와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3) El Watan(2014), “Jean-Yves Le Drian à Alger pour le Sahel.” (May 20) (검색일: 2014.05.22)
54) Africatime(2014), “Coopération sécuritaire: le patron de la Gendarmerie française à Alger.”
(May 27) (검색일: 2014.05.29)
55) Tout sur l’Algérie(2014), “Laurent Fabius: <<Notre collaboration en matière de terrorisme est
excellente>>” (Jun 08) (검색일: 2014.06.08)
56) Où va l’Algérie(2014), “Hollande invite l’armée algérienne le à défiler le 14 juillet.” (Jun 08)
(검색일: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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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번 사안은 튀니지에 군 파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하라 국경지대에 대
한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다.57) 하지만 프랑스의 개입과 공조는 기존의 알제
리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독단적인 안정화가
오히려 정권 유지에는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모자비트와 아랍인의 갈등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알제리 음자브 알제 서남쪽으로 600km 거리에
위치한 사하라 북부지역) 지역은 여러 베르베르족 중 ‘모자비트(Mozabites)’
가 거주하는 곳이다. 현재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들은 일찍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수세기 동안 마그레브의 이슬람 왕
조 건립을 주도했다. 일반적으로 마그레브에서 믿고 있는 수니 말레키파와
는 다른 이슬람 카와리지파의 이바디 교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의 조
상은 10세기경 타헤르트58) 지방에서 루스탐 왕조를 건설했으며, 시아파 왕
국 파티마에 쫓겨 사하라사막으로 피신했다. 게다가 모로코에서 피신한 알
모라비드 왕조(Almoravide, 1040~1147) 일부가 음자브에 몰려들면서 피신처
의 본거지가 되었다. 현지인들은 현재는 아주 소수만 남아 있는 우아르글라
근처인 세드라타59)에 모자비트가 처음 도착했으며, 11세기에 외부 침략에
57) 튀니지에서는 지난 7월 16~27일 알제리와의 국경 지대 제벨 챰비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의
공격에 의해 20여명이 사망하고 5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제리의 국경지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심
각한 것은 리비아 내전 및 무기 약탈 과정에서 튀니지를 경유하여 알제리와 말리 사하라
인근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African Manager(2014), “Tunis: Le
terrorisme change de visage et de nom, c’est désormais la guérilla.” (Jul 29) (검색일: 2014.08.01)
58) 오늘날의 Tiaret 인근 일대를 지칭하는데 수도 알제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 27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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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기 위해 계곡지대로 형성된 현재의 음자브 지역을 건설했다고 한다. 모
자비트는 루스탐 왕조가 폐망했던 11세기 들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거나
보존하고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자브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다. 5개로 나뉜 각 도시는 부족장의 지배와 지도에 따르며, 자신들이 믿는
이바디즘 이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 1. 음자브 지역 지도

자료: African World Heritage Sites.
59) 세드라타(Cedrata)는 음자브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일
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이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은 사
하라사막 지역에서 가장 덥기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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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자브 지역에서 모자비트와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는 ‘챰바(Chaâmba)’
는 아라비아반도의 아랍족 일파인 바누 수라임(Banu Suraym)이다. 이 둘 간
의 대립은 최근까지 알제리 사회에서 소수부족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늘 알제리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중요시하는 모자비트는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아랍인과는 종종 충돌의 원인이 되어 늘 긴장관계를
형성해왔다. 이곳 음자브에 아랍인 ‘챰바’는 18세기 들어서야 정착하기 시작
했다. 마그레브의 다른 지역처럼 그들은 수니 말레키파를 믿으며 원래는 유
목생활을 하다 음자브에 들어와 모자비트의 영역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자
신들이 알제리의 정체성(수니 말레키파 이슬람)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모
자비트에 아랍어 사용을 요구하며, 심지어 아랍문화까지 강요하고 나섰다.
이런 긴장 관계는 소수부족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려는 정부의 중재로 완화되
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여러 분쟁은 두 부족 간의 관계를 경
직시켜놓았다. 게다가 경제권을 쥐고 있던 모자비트의 삶이 아랍인 ‘챰바’로
인해 침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0년 두 종족 간의 평화협정이 처음으로 체결되었다. 이후 아랍인은 모
자비트의 거주지역에 진입하지 않았다. 평화협정 체결 1년 만인 2011년 12
월 30일 두 종족 간 사태가 재발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중
앙의 공권력이 아랍인에게 호의적이면서 모자비트의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
아랍인 위주의 배려정책과 관할 경찰들의 수수방관 또한 모자비트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뒤늦게 들어온 아랍인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탈한 것도 못마
땅한데 공권력이 아랍인에 호의적이다 보니 모자비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정부는 음자브 지역 주지
사를 교체하고 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방문하여 지역 내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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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자비트 배려정책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알제리 최대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알제리에서 양 부족 간 최근 발생
한 분쟁 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0)

표 5. 음자브지역 분쟁일지

일시

내용

비고

Berbère)’61)이

1985

‘베르베르의 봄(Printemps de
발생하면서 모자
종교적 갈등
비트의 문화적 독자성 요구 시작. 모자비트족 1명 사망, 양측
의 시작
거주지 방화 및 상권 파괴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1990

자본주의와 다당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모자비트족 문화의 정
체성 요구 시위. 모자비트족 2명 사망

2008.05

부테플리카 재선 후 두 부족 간의 평화는 물론 모자비트족의
경제 발전을 약속했지만 양 진영 간 충돌로 2명 사망, 50~60명 총리 방문
부상. 18개월 동안 후유증 지속

60) Jeune Afrique(2009), “Mozabites-Malékites, la grande discorde.” (Jun 29) (검색일: 2013.12.08)
Le Matin.dz(2014), “Conflit entre Chaambas et Mozabites: conséquence de l’incurie du pouvoir
FLN depuis 1962!” (Jan 05) (검색일: 2014.07.03)
AFRIK.com(2014), “Algérie: Ghardaïa, la déchirure mortelle entre Arabes et Mozabites.” (Fev
07) (검색일: 2014.02.08)
Le Parisien(2014), “Algérie: heurts à Ghardaïa, une centaine de blessés.” (Mar 13) (검색일:
2014.03.18)
Courrier International(2014), “Loin de la fièvre électorale, Ghardaïa brûle.” (Apr 14) (검색일:
2014.06.07)
El Watan(2014), “Les Mozabites dénoncent l’absence de l’Etat à Ghardaïa.” (May 18) (검색
일: 2014.05.18)
El Watan(2014), “Ghardaïa: Onze policiers blessés et cinq arrestations.” (Jun 08) (검색일:
2014.06.09)
El Watan(2014), “Le wali de Ghardaïa remplacé par celui de Tamanrasset.” (Jun 15) (검색일:
2014.06.20)
El Watan(2014), “Ghardaïa: Le ministre des Affaires religieuses prône l’unité.” (Jun 20) (검색
일: 2014.06.22)
El Watan(2014), “L’Etat est-il en position d’impuissance à Ghardaïa?” (Jul 31) (검색일: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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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일시

내용

2011.12.29

갈수록 증가하는 챰바족과 구분하고자 모자비트족은 지역 내
에 영토적 경계를 설정하여 갈등이 증폭됨. 챰바족은 이런
모자비트족이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라며 역차별 공세를 펼침
11명 사망, 200여 명 부상, 7명 혼수상태, 70여 명의 경찰 부상

비고

양측 대표단

2013.12.23 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중재안 발표. 총리와 야당
은 각 12명으
~2014.02.18 (FFS, 노당자당) 등이 양 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표

단을 구성하여 중재

로 구성

2014.03.09
~03.13

정부안에 따라 잠정적으로 평화롭던 이 지역에서 다시 경찰과
공권력의 모자비트족 탄압으로 격렬한 시위 발생.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모자비트족은 정부의 차별에 대규모 시위
를 벌임

2014.04.11
~04.14

대통령 후보
4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족 간 충돌로 9명 사망,
자들 지역 안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 상가와 건물, 학교 임시 휴업 및 휴교
정화 공약

2014.05.24

가르다이아에서 두 부족 간 충돌. 15명의 경찰 부상으로 다수
의 모자비트족 연행.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다시 팽배해짐

2014.06.07

다수의 모자비트족 젊은이들이 경찰서 및 이슬람 사원, 차량
방화로 체포됨. 경찰 11명 부상, 주동자 5명 체포

2014.06.15

총리가 군참모장과 관련 부서 장관들과 가르다이아를 방문하
내무부, 법무
여 주지사 Mahmoud Djemâa를 해임시키고 화합에 적당한 인
부 장관 동석
물로 평가되는 Abdelhakim Chater를 새로 임명함

2014.06.20

종교부 장관 Mohamed Aïssa가 음자브를 방문하여 이슬람의
종교를 통한
말레키파와 이바디즘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틀 안에서 화합할
화해 시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2014.07.30

라마단 마지막 이슬람 최대 축제일에 두 부족 간 충돌로 4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10여 곳 이상의 가구, 상점 화재

61) ‘베르베르의 봄은 알제리 내 카빌리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 일어난 소수부족 운동이지만
알제리 전체는 물론 마그레브 일대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 찾기 운동의 모태가 되고 있다.
당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베르베르어의 인정과 문화적 정체성 인정이다. B. Stora,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Casbah, Alger, 2004,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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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비트와 아랍인 챰바의 충돌은 알제리 내 소수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가의 안정화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4
선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음자브에서 아랍인과 모자비트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폭력적인 양상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양
측 간의 앙금은 오랜 역사 속에서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현재 알제리 내 부
족 간 분쟁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안정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가장 시급히 문
제를 해결해야 할 지역이 되었다.
1882년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독립 후에서야 알제리로 귀속된 음자브의
모자비트는 알제리 정부가 자신들의 문화적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거
나 말살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정당인 FLN, 군, 정보국 등이 아랍화라
는 명분으로 모자비트족뿐만 아니라 베르베르 문화 전반을 억압한다는 주장
인데, 이 점에서 음자브 지역 인권협회장 Kadel Eddine Fekhar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est du racisme d’Etat déclaré. Et comme les Mozabites sont une minorité, ils sont environs 300,000 dans les sept villes du M’Zab, ils ont été
écrasés. Au début, les Arabes sont venus de Metlili, puis les autres régions,
et après l’indépendance, beaucoup d’autres ont migré vers Ghardaïa. Ils ont
trouvé du travail, la paix, et avec le temps, le parti unique les a favorisés,
leur a accordé des avantages. Il faut citer aussi la spoliation des terres des
Mozabites. Maintenant, des quartiers arabes entiers sont construits sur des
terres mozabites62)(공공연하게 정부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62) 가르다이아 인권협회장 Kamel Eddine Fekhar와의 인터뷰. El Watan(2014. 01. 04) (검색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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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헤아리는 소수의 모자비트가 음자브 지역 7개 도시에 있지만, 그
들은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했죠. 처음 아랍인들은 메트릴리, 그리고는 다
른 지역에서 왔으며, 독립 이후 많은 다른 아랍인들이 가르다이아로 이주
해왔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았고, 평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특별 우대했던 유일 정당(FLN)이 여러 특혜를 주었습니다. 모자비
트의 땅을 강탈한 것도 모자라 이런 사태까지 일으키다니... 현재의 아랍
인들 전체 거주지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그 토지 또한 모자비트족의 것
이고, 모자비트족이 땀 흘려 일군 곳이었습니다.)

공동체적 삶을 가장 중요시하는 음자브 지역이 반아랍적 정서를 갖게 된
이유는 이렇듯 정부의 아랍화 정책, 아랍인의 지역 내 침투 증가, 여러 분쟁
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아랍인 챰바에 호의적인 공권력에 대한 불만에
서 기인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이들은 정부
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때 사하라 대상들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던
음자브는 튀니지, 리비아 쪽 대상들이 거쳐가야 하는 교차 무역 도시의 역할
을 해왔다. 마그레브 북동쪽 지역민들이 사하라와 대서양 쪽으로 가려면 거
쳐야 하는 지역이 음자브였기에 상업적으로 번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랍
인의 침입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적 특이성을 보존하면서도 외부에 그리 배타적이지 않
던 모자비트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이유이다.
반정부적 태도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는 더욱
배타적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음자브 문제가 알제리 사회의 뇌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이산, 폐쇄된 상가들을 대신하여 무허가
상인들이 거리와 건물을 채우고 있어 도심을 슬럼화하고 사람들은 정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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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아 국가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심지어 1990년대 테러리즘 시기를 겪은 이후 가장 많은 피해자가 이 지역에
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생겨나 이를 위한 알제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음자브 지역의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63)
음자브의 모자비트와 관련하여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앞
서도 언급했듯이 이슬람 테러 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현재 사하라 인근
테러는 주로 투아레그족 출신이 이끌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가장 극단적인
테러를 일삼는 인물 중 몇몇은 모자비트 출신이다. 이들이 투아레그족과 연
계하여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사하라 사헬 지대에서 테러를
진두지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벨목타르는 가장 대표적인 모자비트이다.
그가 MUJAO와 연합하여 결성한 이슬람 테러조직 알무라비툰은 모자비트
와 사하라의 투아레그족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모자비트의 이슬람은 카와리지파의 일파인 이바디즘에 근거
한다. 온건 성향의 이바디즘은 그동안 알제리 정부와 문제 없이 비폭력적으
로 공존해왔지만,64) 최근 아랍인의 침입과 정부의 차별 때문에 반정부 투쟁
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반외세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투쟁
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와 결합할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63) Où va l’Algérie?(2014), “Ghardaïa, À quand la fin du cauchemar?” (Jun 11) (검색일: 2014.
06.11)
64) 사실 이바디즘이 알제리에서 온건 세력으로 자리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아랍에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알제리의 정체성과 양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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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이슬람 테러 집단의 경향
흔히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지역의 테러 현상은 이슬람과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 이 지역의 테러 집단이나 테러범의 상당수가 스스로
를 ‘지하디스트’로 규정하며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하라
일대의 경우 이슬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하지만 산악과 해안가에서의
테러 집단은 AQIM을 제외하곤 종교적인 것과 무관한 테러 경향을 보인
다.65) 이는 알제리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곧 ‘이슬람 테러’라는 등식을 부정
하거나 적어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사막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 행위는 산발적이면서 자주 발생하여 늘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아 이슬람 테러 집단에 비해 훨씬 위험
한 경향을 보인다.
산악과 해안지대의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지역의 테러가 빈번하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이 지역의 테
러는 알제리의 정치 사회적인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크
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카빌리의 문제, 청년실업 등의 경제 문제, 테러
집단 혹은 테러 지도자들 간의 경쟁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65) 실제로 AQIM의 절반 정도가 카빌리에 있고, 나머지 절반이 사하라 혹은 사헬 지대에 있다
고 한다. 하지만 이는 테러리즘 시대가 빈번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경우로 현재
는 상당수가 사하라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아주 극소수 일부가 산악과 해안지대를 배
경으로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선택이 아닌 결핍의 문제로 보곤
한다. 즉 해안과 산악지대를 공격하려는 AQIM이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 수확하는 무기나
자금 등이 별로 없게 되자 동조자들이 조직을 떠나기도 하고, 활동 거점으로도 사하라가 더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르몽드 세계사 리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 p. 168.
도서출판 Hum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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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빌리의 문제

잘 알려졌듯이 알제리 내 해안과 산악지대의 베르베르족은 카빌족과 샤우
이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샤우이족의 경우야 반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념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알
제리 내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빌족의 경우중앙정부
에 대한 반감,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차별 정책에 반
감을 갖고 있기에 샤우이족과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 현재도 알제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테러가 발생하는 지역이 카빌리 지역으로 늘 경계의 대상이
다. 문화적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차별정책이 이들을 산악
지대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카빌족 출신이 유럽을 비롯한 서
구 사회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반아랍적 성향을 갖게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의 카빌리 출신 이민자, 심지어 캐나다 퀘벡 지역의
외국 거주 카빌족과의 연계는 그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어 갈수록 독립적이
며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6) 특히 2000년대 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베르베르 공동체의 역할이 모국인 알제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카빌리의 지형은 테러 집단의 은신처나 활동 장소로도 최적이다. 이런 지
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중앙정부조차 쉽게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테러 집단
을 진압하지 못했다. 많은 카빌족과 알제리인은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무

66) 프랑스에 카빌리를 위시한 베르베르족 단체가 400개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캐나다 퀘벡지
역에서도 다수의 베르베르 관련 단체가 결성되어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의 결속을 통해 영
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알제리 내 카빌리와 같은 지역과 연대를 통한 결속력을 강화시
키고 있다. 최근에는 SNS상에서의 연대 운동이 활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4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기를 구입하고 있으면서도 카빌리와 같은 지역 내 테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과 불만을 토로한다.67) 권력층이 어느 정도의 치안 불안을
노출시켜 정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동시에 카빌족을
테러 집단의 위험 속에 의도적으로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치안 불안을 이유로 카빌족을 감시하고자 군과 헌병대
와 같은 공권력을 카빌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왔다.68) 이런 상황은 카빌리
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타 지역 혹은 타 종족에 비해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Le bastion des luttes démocratiques, qu’est la Kabylie, se sent en effet
sanctionné et puni pour son engagement politique par cette longue présence
terroriste69) (카빌리라는 민주적인 투쟁의 최후 보루는 이 기나긴 테러리
스트의 출현으로 인해 정치적 개입으로 결국 제재를 받거나 벌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카빌리의 험난한 동부 산악지대와는 달리 서부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는 테
러와는 무관해 보일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형세를 취하고 있다. 한때 많은
67) 최근에는 무기 구입의 다변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기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영국
은 물론 독일의 군사산업 기업과의 대량 무기 구입으로 권력층의 뇌물 수수 의혹과 구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대 무기 수입국이다. Algérie
Focus(2014), “L’Algérie achètera près de 1000 blindés allemands pour 2,7miliards de dollars.”
(Jun 18) (검색일: 2014.06.20).
68) 심지어 특정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헌병 부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지역이 알제리에 거의 없
는 상황이다. 카빌리에만 22개의 헌병 부대를 배치했지만 최근에 4개의 헌병 부대를 추가
배치하여 카빌족을 늘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El Watan 2014. “Ouverture
de trois brigades de gendarmerie à Tizi-Ouzou.” (Jun 20) (검색일: 2014.06.25).
69) Algeria-Watch(2014), “Pourquoi le terrorisme perdure en Kabylie.” (Apr 22) (검색일: 20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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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발생했던 서남부 메데아(Medea) 인근 지역도 현재는 거의 테러가 발
생하지 않고 있어 동부에 비해 치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
다.70) 정부 주도하의 경제 개발, 국가 인프라 사업, 중앙정부와의 동화가 비
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때 이 지역은 1990년대 대정부 이
슬람 테러 집단의 은신처로 각종 테러가 일상적으로 벌어져 도로조차 왕래
할 수 없는 치안 불안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
로 안정을 되찾았다. 이처럼 알제리에서도 동부와 서부 산악지대에 대해 테
러 발생 관련 정부 대책이 확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청년실업 등의 경제 문제

2014년 알제리 통계청(ONS)에 따르면 알제리의 총인구는 3,870만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알제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공식적인 통계를 대략 30% 내외로 잡고 있지만, 실제 20
대 실업률은 40~50%에 육박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수치이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알제리 실업률은 마그레브 전체 실업
률 27.5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알제리의 경제구조가 주로 자원 수출
에 의존하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
스를 비롯한 EU의 영향력이 크고 의존도마저 높은 상황에서 EU의 경기 침
체 및 위기는 알제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다. 갈수
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정부 고위관료의 부패는
70) 수도 알제 서남쪽으로 80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산악지역으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 산업이 재건되고 있다. 알제리 국가 권력층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테러 방지가 동부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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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청년들을 더욱 좌절케 하고, 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겹쳐 알제리 사
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파업을 하
는 것은 물론 반정부 투쟁을 위해 이슬람 테러 집단이나 카빌리와 같은 험준
한 지역을 택하여 반정부 세력과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이 유
일 정당과 그 휘하의 권력자들이 장악한 알제리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
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 ‘이슬람’을 내걸고 국민들에
게 호소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국가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마약과 약물 등을
남용하게 함으로써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71) 특히 이들 청년층의
대부분이 1990년대 세대들이란 점은 알제리 현대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들 세대는 1990년대 ‘테러리즘 시대’를 일상
적으로 보고 겪으면서 폭력을 쉽게 접하며 자란 세대이다. 알제대학교 의대
교수이며 FOREM 총재인 모스테파 키아티 씨는 알제리는 1990년대가 물려
준 암흑의 고통을 현재 젊은이들을 통해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72) 가장 피해
가 극심한 1997년 5~10세였던 아이들이 현재 18~24세의 젊은 층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 취향은 집단으로 몰려다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
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타인에 대해 학대를 일삼음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게

71) 2011년 마약퇴치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4만 명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마약 복용으로 복역 중
이라고 밝히고 있다. FOREM 2011년 전국 마약복용 사례 통계 자료 참고.
72) FOREM(National Foundation for Health Progress and Research Development)은 알제리 최대
NGO 단체이며, 알제리 내 테러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들은 물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치
료와 교육,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의 총재인 키아티씨는 대표적인 친한파이며,
해당 내용은 e-mail 서신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 408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다가 알제리의 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청원서가 있을 경우 크게 범죄
시하지 않기에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배려와 교육, 제대로
된 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치 수준이 향후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알제리 사회는 걷
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자란 청년들은 높은 실업
률에, 기성세대와의 가치 충돌 등으로 인해 반정부 투쟁은 물론 이슬람 극단
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 수도 및 대도심이 많은 카빌리
인근의 산악지대와 고평원지대를 테러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향후 알
제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 테러 집단 혹은 테러 지도자들 간의 경쟁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프랑스를 비롯한 서
방국가들까지 연합한 소탕작전으로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런 가시적은 요인 이외에도 알제리에서의 테러는 지도자끼리의 과도
한 경쟁에서 기인한 측면도 많다는 것이 지역 내 이슬람 테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사하라 일대도 그렇지만 산악과 해안지대의 테러는 여러
사회 문제 이외에 테러 지도자 혹은 그 추종세력들이 스며들어 산발적인 테
러를 일삼고 있다. 예를 들어 벨목타르, 아부 자이드 등의 주요 이슬람 테러
범들은 단순히 테러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이권과 관련해서
악행을 일삼는다. 담배 밀수, 무기 및 마약 밀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일삼고,
이는 자기 조직 관리 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경쟁적으로 테러를 일삼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튀니지까지 벨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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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알제리와 튀니지의 국경지대인 제벨
챰비(Djebel Châambi)에서의 테러와 테러 집단의 무기 반입 등이 현재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73) 알제리는 군 파병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벨목타르의
호전성이야 이미 잘 알려졌지만 아부 자이드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이기 때
문이다. 이들은 튀니지에서 니제르 수도 니아메까지를 관할 지역으로 선포
하고 있으며, 이미 말리의 팀북투까지 개입해왔다.
테러 지도자들 간의 경쟁 관계는 마그레브에서는 인질극으로 이어지는데,
외면적으로 반서구, 반외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질을 볼모로 자금 확보
를 하여 테러 지도자 간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려 한다. 최근 사하
라 일대가 아닌 튀니지-알제리 국경지대가 새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
지역은 통상 이슬람 테러 집단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밀매(마
약, 담배, 무기, 휘발유 등)를 하며 이슬람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기 힘든 전
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74) 이렇게 성장한 세력들이 불과 1~2년 사이를 두
고 새로운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경지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새로운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
어 개별 국가들이 이 지역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군 파병은 물론 새로운
연합전선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73) 제벨 챰비 지역은 튀니지 카셀린 주의 산악지대로서 알제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튀니지
내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대(1,544m)로 이루어진 곳으로 테러범들이 은신하기에 좋고, 사하
라와 사헬 지대로 활동 폭을 넓혀가기에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기대, ｢튀니
지의 이슬람 테러 발생과 주요 근거지로 주목받는 ‘제벨 챰비’ 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 Emerics 전문가 칼럼, 2014.
74) Jeune Afrique(2013), “Tunisie-Algérie: la frontière de tous les trafics.” (Feb 04) (검색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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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rection djihadiste en Tunisie et guerre civile en Libye: les menaces
à nos frontières sont omniprésentes. Alger semble prête à assumer le rôle de
gendarme dans la région(튀니지에서의 지하디스트 저항과 리비아의 시민
전쟁: 우리의 국경 위협은 곳곳에서 나타나서 알제리는 이 지역에서 헌병
대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75)

현재 알제리는 80개의 잠복초소, 20개의 군사기지, 6,000명의 병사를 알제
리와 튀니지 국경지대 안정을 위해 새로 배치하였다. 이미 알제리와 튀니지
총리가 만나 구체적인 테러 척결을 공조했고, 이집트와도 공조하여 동서 양
쪽에서 테러 집단을 박멸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알제리 정보국은 현재 이
집트 정보국과 리비아 인근 국경지대 안전을 위해 협의한 상태이다.76)
AQIM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산악과
국경지대 테러 집단의 활동은 향후 지역 내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하지만 테러 지도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경
계의 허점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갱스터 성전주의’를 내세우는 이들
테러 집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압할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이슬람 성
전’을 내세우지만 이들 지역의 거주민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경제 문제
로 인해 반정부 저항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어 여러 테러 집단에 상대적으
로 쉽게 호응해주고 있는 점도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75) El Watan(2014), “Libye: probable intervention militaire d’Alger ou du Caire.” (Aug 01) (검색
일: 2014.08.03)
76) El Watan(2014), “L’engagement de l’armée algérienne.” (Aug 04) (검색일: 2014.08.05)

4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Ⅴ. 나가면서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의 테러 집단과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은 갈수록
과격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테러 행위보다 게릴라성 테러
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리비아 내전의 여
파가 인접 국가들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하라 일대 이외의 지중
해 인근과 산악지대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서구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곳의 테러 집단 동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이다. 그렇다고 서구 미디어의 분석이 늘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서구의 눈
에 비친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즉 ‘지하디스트’란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거의 테러 집단 동향이 아닌 현
재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 및 인근 지역 테러 집단의 이합집산과 특성 및 동
향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최근 1~2년 동안의 언론
자료, 현지 조사, 기타 알제리 및 유럽의 테러 전문가들과의 e-메일 서신 등
을 통하여 우리 시각에서 최대한 역내 테러 집단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 했다.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
려 했는데, 그 중심에는 ‘베르베르족’이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르베
르족은 마그레브의 토착민이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이민자들과
저항과 혼합을 하며 역사를 일궈왔고 이슬람을 수용하고, 때로는 중앙정부
와 서구와 투쟁을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 현재 마그
레브 사하라 일대의 테러는 이들 베르베르족 관련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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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베르족은 마그레브 일대에 다양하게 분포해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의 양
상을 보이는 곳은 알제리의 음자브 일대 및 사하라 지역이다. 모로코의 리프
지역과 알제리의 카빌리의 경우도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지만 주로 중앙정부
에 대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반정부적 성격이기에 ‘이슬람
테러’라고만 규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사하라와 사하라 북부의 음자브, 사헬 지대
까지를 아우르는 이슬람 테러 집단의 모습(특징 및 동향)을 다루고자 했다.
논문에서 다룬 5개의 테러 집단은 현재 사하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집단은 세력이 미미해져 그 존재 자체가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
지만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 집단이 소멸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무라비툰’으로 새롭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하라
일대 지역은 테러 집단이 언제든 소멸과 통합, 그리고 새롭게 생성될 수 있
는 불안 요소들을 늘 갖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 집단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꼽을 수가 있다. 테러 집단에 가장 강경한 알제리 대통령 선거는 이후의 정
국 안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4선 연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건강상태는 늘 변수로 작동하며, 야권의 반발 또한 거세
다. 현재 알제리 내 최대 분쟁지역이 되어버린 음자브 지역에서의 모자비트
와 아랍인의 충돌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중재에도 베르베르
족 차별, 가중된 경제, 공권력의 남용 등은 사하라 일대 국가들까지 위협하
고 있다. 게다가 가장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벨목타르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
라는 점은 향후 이 지역 내의 내전 양상이 테러 집단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악과 해안지역, 국경지대는 이슬람 테러 집단이 곤경에 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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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둔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튀니지의 테러 발생은 이를 증명해주
고 있다. 이런 여러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들은 사하라 사헬 지대와 더불어
지역 내의 불안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에서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정치 지형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슬람 테러 현
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집단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마그레브 전체
국가와 유럽 남부까지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강경한 방식
으로 테러 집단 척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우리만의
시각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414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국문자료]
아이라 M. 라피두스. 신연성 역. 2009. 이슬람의 세계사 1. 이산.
이규철 외. 2006. 북아프리카문화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임기대 외. 2011. 북아프리카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
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기대. 2014. 마그레브의 ‘특이점’ 베르베르문화의 교차와 혼성에 관한 연구: 마그레비
즘을 위한 소고, pp. 49~64. 2014.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부산대 인문한국
(HK) 학술대회.
임기대. 2013. ｢테러리스트 벨목타르, 이집트에서 대서양까지 과거 ‘알무라비툰’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주변.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 Emerics 전문가 칼럼.
임기대. 2014. ｢튀니지의 이슬람 테러 발생과 주요 근거지로 주목받는 ‘제벨 챰비’ 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 Emerics 전문가 칼럼.
임기대. 2014. ｢‘교차와 혼성’의 베르베르어권 ‘음자브(M’zab)’: 인류학적 종교적 관점에
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 연구｣, pp. 249~286. 한국프랑스학회.
정수일. 2004. 이슬람문명. 창작과 비평사.
진원숙. 2008. 이슬람의 탄생. 살림.
리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 르몽드 세계사. 도서출판 Humanist.
[영문자료]
Camp, Gabriel. 2007. Les Berbères. Paris: Actes du Sud.
Cubertafond, Bernard. 1982. L’Algérie contemporaine. Paris: Editions PUF de France.
Grandguillaume, Gilbert. 1997. “Le Maghreb confronté à l’islamisme: arabisation et démagogie en Algérie.” dans Le Monde diplomatique, Paris: février.
Grandguillaume, Gilbert and Peyroulou. 2008. J-P., “La question nationale algérienne: enjeux
et conflits.” dans Pour une histoire franco-algérienne, pp. 85-114. Paris: La Découverte.
Lacostes, Yves & etc. 2004.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s. Editions la Découverte.
Lahouaris, Addi. 2006. “Les partis politiques en Algérie.”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41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de la Méditerranée, pp. 139-162.
Stora Benjamin. 2004.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Casbah, Alger.
Vermeren, Pierre. 2010. Maghreb: Les Origines de la révolution démocratique, Pluriel.
L’Etat du Maghreb. Paris: L’Editions La Découverte.
[언론 매체]
Africa Inside 201. “Algérie: quel avenir politique pour Ali Benflis?” (Jun 13)
African Manager. 2014. “Tunis: Le terrorisme change de visage et de nom, c’est désormais
la guérilla.” (Jul 29)
Africatime. 2014. “Coopération sécuritaire: le patron de la Gendarmerie française à Alger.”
(May 27)
AFRIK.com. 2014. “Algérie: Ghardaïa, la déchirure mortelle entre Arabes et Mozabites.”
(Fev 07)
Afrique Magazine. 2013. “L’Algérie après in Amenas.” (Feb)
Algeria-Watch. 2014. “Pourquoi le terrorisme perdure en Kabylie.” (Apr 22)
Algérie Focus. 2014. “L’Algérie achètera près de 1000 blindés allemands pour 2,7miliards
de dollars.” (Jun 18)
Algérie Presse Service(APS). 2014. “Washinton réaffirme: l’Algérie, ‘un partenaire-clé’ dans
la lutte antiterroriste.” (Apr 30)
Algérie 360⁰. 2014. “L’armée tunisienne attaque les islamistes du Djebel Chambi.” (Jul 18)
Courrier International. 2014. “Loin de la fièvre électorale, Ghardaïa brûle.” (Apr 14)
El Watan. 2011. “Berriane: Entre Arabes et Mozabites, les tensions reprennent.” (Dec 31)
El Watan. 2013. “Les Almoravides, le nouveau groupe djihadiste de Belmokhtar et du
Mujao.” (Aug 23)
El Watan. 2013. “Un repenti révèle le vrai visage de Moktar Belmokhtar.” (Oct 25)
El Watan. 2013. “Réaction tardive du gouvernement.” (Dec 29)
El Watan. 2014. “Le M’zab en perpétuelle agitation manifeste pour la paix.” (Jan 14)
El Watan. 2014. “Un autre mort à Ghardaia: Les heurts s’étendent dans les quartiers.” (Jan 21)
El Watan. 2014. “Ghardaïa: Symptôme d’un malaise national.” (Fev 14)
El Watan. 2014. “Les Mozabites dénoncent l’absence de l’Etat à Ghardaïa.” (May 18)
El Watan. 2014. “Jean-Yves Le Drian à Alger pour le Sahel.” (May 20)

∙ 416

마그레브 지역 사하라 일대의 이슬람 테러 집단의 최근 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El Watan. 2014. “L’Algérie subit une menace de déstabilisation.” (May 24)
El Watan. 2014. “Ghardaïa: Onze policiers blessés et cinq arrestations.” (Jun 08)
El Watan. 2014. “Le wali de Ghardaïa remplacé par celui de Tamanrasset.” (Jun 15)
El Watan. 2014. “Ghardaïa: Le ministre des Affaires religieuses prône l’unité.” (Jun 20)
El Watan. 2014. “Ouverture de trois brigades de gendarmerie à Tizi-Ouzou.” (Jun 20)
El Watan. 2014. “L’Etat est-il en position d’impuissance à Ghardaïa?.” (Jul 31)
El Watan. 2014. “Libye: probable intervention militaire d’Alger ou du Caire.” (Aug 01)
El Watan. 2014. “L’engagement de l’armée algérienne.” (Aug 04)
Europe 1. 2014. “Qui sont les islamistes du Mujao.” (Apr 22)
L’Expression. 2014. “Remaniement du gouvernement: le FLN, ce grand perdant.” (May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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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1)
브라질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보통 즐겁고 유쾌하며 낙천적이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브라질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낙천성과 내일보다는 오늘을 중요시하
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브라질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에 걸
*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4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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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형성되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
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즉, 대부분 드러난 현상에 대한 논의는 하
고 있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었다.
브라질 사회와 특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선행 연
구로는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 모델이 대표
적이며 이외에도 브라질 비즈니스 문화를 다룬 베라스(Véras & Véras 1986),
유토피아적 가치와 실용주의적 가치가 상품구매결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라데이라(Ladeira et al. 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브라질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문화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가 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브라질 사람들의 외현적인 성격보다 그 원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 원형1)을 찾는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동일한 외적 조건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선택의 결과가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을 때 그 균형의 추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문화 원형적인
자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결정에는 합목성, 경제성, 논리성 등 이성적이고 정량적인 부분
과 선호도, 취향 등과 같이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최
적화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성적인 조건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도 우리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 문화 원형은 한 집단이 내면 또는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와 행동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 원형은 내부 심층구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표
층에서는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며 원형이 같아도 그 원형의 발생 배경이
다르면 표층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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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자라온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것 중 집단적으로 공통분모의 형
태로 나타나는 것을 그 사회의 문화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문화원형
은 의사결정에서 선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작지만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
게 된다.
문화원형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사고 밑바닥, 즉 심층에 존재하는 원형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표층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된 형태로 다
가올 수 있다. 브라질 사람들의 낙천성이라는 문화원형의 배경은 브라질 사
회의 단기 지향적 특징, 유희적 가치(Ludic Value)의 추구 현상 등으로 변형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브라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화원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같다고 해서 문화적 맥락이 다른 사회에서 그 현상에 동일한 의미 값을 부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모두 가부장적이며 전통
적으로 남성을 여성보다 상위에두는 사회적 관습을 갖고 있지만 두 나라에
서 여성을 보는 출발점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여성을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 브라질은 여성을 동반자가
아닌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이승용 2010).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우리나라와 브라질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
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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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인 측면 이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브라질 문화원형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
이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브라질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문화가 단순히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넘어서 창조경제 시대에 소비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
이다.
문화는 그 자체가 소비와 생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전체
적이거나 집단적이거나 아니면 계층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소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원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
구하는 소비가치를 우리나라 상품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브라질 진
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브라질 사람들이 문화원형으로서 가지고 있는
현재중심적인 태도와 유희적 성격의 배경이 무엇이고 브라질 사회에서는 어
떤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1.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브라질은 2013년 명목 GDP 기준 경제규모가 약 2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량도 96억 달러 수출에 5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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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14번째 수출국이고 25번째 수입국이다. 인구
2억 명에 850만km2의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미국, 중국과 더
불어 GDP 1조 달러 이상, 인구 1억 명 이상, 400만km2 이상의 국토를 가지
고 있는 지구상의 세 나라 중의 하나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
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표 1. 대(對) 브라질 연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액

5,311

7,753

11,821

10,286

9,688

수입액

3,744

4,712

6,343

6,085

5,573

자료: 한국무역협회

브라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 전체
부의 46%를 상위 인구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하위
40%의 가계소득보다 7.6배가량 많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이다.2)
브라질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는 전통적으로 대농장제도를 기
반으로 한 식민지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다. 식민지 초기부터 경제력이 소수
의 백인 지배층에 집중되었으며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신흥 중산층의 출현이나 무산 계층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할 만
한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부와 빈곤은 계층적으로 세습되는 양상을 띠게 되
었다.

2) http://blog.euromonitor.com/2007/09/brazils-new-middle-class-has-a-growing-appetite-for-consump
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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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브라질 가계소득 분포

자료: blog.euromonitor.com.

임금수준도 최저 833헤알(Real)에서 6만 헤알까지 천차만별이지만 [표 3]
에서 보듯이 브라질 평균 임금은 약 2,100헤알 정도로 미화 약 1,000 달러
정도이다.3)
브라질의 소득분포와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만 놓고 본다면 브라질 시장에
서 구매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가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
이 적은 경우는 구매 시 가격의 고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브라질에서는 가격경쟁력만을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데 그
것은 구매력이 있는 브라질 전체 소득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상위 10~20%
에 속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은 최우선 결정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 원시림에는 석기시대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미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는 등 최

3) http://www.salaryexplorer.com/salary-survey.php?loc=30&loc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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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라질 분기별 평균 임금 변화 (2013.4~2014.4)

자료: http://www.tradingeconomics.com/brazil/wages.

첨단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 사회는 이렇게 산업화 이전과 산업
화 시기, 그리고 탈산업화 시기가 공존하고 있다. 산업구조적인 면뿐만 아니
라 빈부격차 역시 이미 탈산업화 사회를 구가하고 있는 부유층과 여전히 산
업화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계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시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상위 계층은 선진국 못지않게 탈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다.
목표 계층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저관여도 제품이 판매의 대상이라면 저소득계층에서도 가
격은 구매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서 구매를 할 때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산업화 이전이나 산업화 시기에는 부족과 결핍이 생산과 소비를 주
도했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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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것이 만족돼서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은 탈산업화 시대에는 부족과
결핍은 더 이상 소비를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되지 못한다. 탈산업화 시대에
생산과 소비를 견인하는 것은 결핍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한 모종의 가치이고 탈산업화 시대의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는 문화를 통해 형성된
다.4) 따라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안다는 것을 넘어
서 탈산업화 시대에서 생산과 소비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이
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소비하는 현상은 비단 부유층에서만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개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개인의 취향이 존
중받는 현대사회에서는 구매력이나 상품의 가격보다는 그 상품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구매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취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구매력에 제한을 받는
소비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들 역시 동일한 조건의 상품, 특히
저관여도 제품(low-involvement product)을 구매할 때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
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한다.
상품을 소비하는 데서 가치를 소비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브라질 문화에 대한 이해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4)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환경 속에서 플로리다(Florida)는 탈산업시대 창조경제의 핵심으
로 문화를 들고 있다.(Florida, Richard., The Rise of Creative Cla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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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사회적 투영
문화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호프스테드
(Hofstede)의 문화차원 지수는 국가 간 문화비교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
법이고 문화차원지수의 분포도는 그 사회의 집단적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문화차원 지수는 1980년 처음 조사된 이래 시기적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 브라질 문화차원 지수

연도

권력거리 지수
(PDI)

개인주의
지수(IDV)

남성성 지수
(MAS)

불확실성 회피
지수(UAI)

장기지향
지수(LTO)

1980

69

38

49

76

65

2010

69

38

49

76

65

자료: Hofstede Centre(2014).

그러나 조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는 문화차원지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은 바후스(Barros 2003)가 호프스테드의 방법을 이용하여 라틴아메리카
의 브라질 태생 관리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5)

5) 임두빈(2013), ｢제이치누를 통해본 브라질의 일상 문화코드｣, 글로벌문화콘텐츠, 11호, p. 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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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브라질 문화차원 지수(바후스, 2003)

연도

PDI

IDV

MAS

UAI

LTO

2003

75

41

55

36

63

자료: 임두빈(2013), p. 57 재인용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모델은 분석대상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표본집단의 성격에 따라 그 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6) 또한 문화차원 모델은 계량화된 방식으로 이문
화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유사한 지수 값을 갖는 국가
들의 사회모습이 반드시 유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의 원형자질이 어떤 배경과 원인의 결과로 형성되었
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차원지수로 환산되는 브라질 사회의 특성의 근원은 결국 브라질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원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저에 내재된 문화
원형은 표층인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문화차원지수로 규
정된 브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브라질 문화원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6) 이러한 차이는 같은 나라 안에서 계층이나 지역별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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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원형으로서 브라질 국민성과 그 형성과정
1. 브라질의 국민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함을 국민성으로 많이 꼽는 반면에 브라질 사람들
은 낙천적인 성격을 브라질의 국민성으로 많이 꼽는다. 프레이리(Freyre)는
브라질 사람들의 낙천적 기질을 브라이스(Bryce, James)의 견해를 인용해 디
오니시우스적이라고 표현하였다.7)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성격과
디오니시우스적인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자체로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회를 묘사하면서 디오니시
우스의 비유를 든 것은 브라이스가 브라질을 경험한 19세기는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르네상스 이래 과학적 사고, 즉 이성이 모든 것의 중
심에 있었던 시기였고 대항해 시대의 선두 주자였던 포르투갈에 의해 개척
된 브라질에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브라질 사회의 모습이 그에게
매우 의외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뚜렷해 생존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7) Freyre, G.(1967), Brazilian National Character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0, 57-62. 프레이리의 인용에 따르면 브
라이스는 내륙지역에서는 디오니시우스적 성향이, 그리고 해변지역에서는 아폴론적 성향을
보인다고 했으나 참고문헌이 달려 있지 않아 브라이스의 원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음. 아
폴론과 디오니시우스의 비유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아폴론적이라 함은 엄격함, 질서,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디오니시우스적이라 함은 격정적, 충동적임을 말하는데 아폴론적인 것이 이성이라면 디오니
시우스적인 것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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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였고 브라질은 우리에 비해서 풍족한 먹을거리를 사시사철 제공하는 자
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내일을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브라질 사
람들을 낙천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남북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
서 일부 학자들은 지리적인 환경, 특히 기후를 중요한 변별적 요인으로 꼽기
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프레이리나 브라이스의 언급에 주목하는 것은
브라질 국민성으로 많이 언급되는 낙천성, 유희적인 성격, 현재 중심적이고
현실 순응적인 태도 등이 모두 디오니시우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
종과 계층과 관계없이 브라질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흑인, 백인, 인디오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이지만
크게는 백인 지배층과 흑인과의 혼혈이 주로 속해 있는 피지배계층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인종들을 기반으로 하고 게다가 극
단적인 빈부의 격차를 보이는 브라질에서 인종과 계층을 관통하는 디오니시
우스적 성격의 출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문화가 해당 사회의 역사와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
의 디오니시우스적 성향도 브라질 사회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인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이라는 점에서 흑인, 백인,
인디오들이 서로 섞이기 전에 이미 인종별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아프리카의 흑인,
유럽의 백인, 브라질의 원주민인 인디오들이 디오니시우스적 성향을 갖게
된 배경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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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흑인의 디오니시우스적 성격의 배경
2.2.1 원시신앙의 영향
브라질은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계 흑인, 유럽계 백인, 그리고 현지 원주
민을 기반으로 하는 혼혈국가이다. 따라서 브라질 문화는 이들 세 인종의 문
화를 근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들 중 원주민 인디오들은 백인들의 유입
과 더불어 급격하게 그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브라질 사회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백인보다 더 많이 유입되
면서 브라질 대중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브라질은 개척 초기에서부터 백인의 수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흑인과 혼
혈인들의 수를 넘지 못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백인의 문화가 브라질 땅에 뿌
리를 내리기 전에 아프리카 전통의 흑인 문화가 브라질에 압도적으로 유입
되면서 아프리카 흑인과 혼혈인들의 문화가 브라질의 기층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로부터 끊임없이 흑인 노예를 들여옴으로써 브라질 안에서
흑인들 사이의 세대 간 문화와 전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이는 노예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기보다는 노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노예로 키워 사용했던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이 아프리카 문화와는 점점 단절돼가면서 아프리카 출신과는 다른 정체
성을 갖게 되지만 브라질 흑인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아프리카 흑인들에
의해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540년 브라질에 노예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1888
년 노예제가 폐지될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브라질 땅에 유입된 흑인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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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400만~500만 명 정도로 이 숫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간 전체
흑인 수의 40%에 이르는 규모다.8)
기록에 따르면 1585년에는 백인이 2만 4,750명이었고 아프리카 흑인은
1만 4,000명, 그리고 교화된 인디오들이 1만 8,500명이었지만 1817~18년 사
이의 공식 통계자료를 보면 브라질 전체 인구가 381만 7,000명이었고 이 중
58만 5,000명이 혼혈과 자유 흑인들이고 193만 명이 흑인 노예였다.(Bastide
1978, pp. 35-36)9) 현재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에서 흑인의 비
율이 높은 나라로 아프리카 밖에서는 가장 아프리카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
는 나라다.10) 2010년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7%가 흑인이거나 혼혈인이다.

표 6. 브라질 인종분포
(단위: 명)

백인

혼혈

흑인

황인

인디오

노코멘트

전체

91,051,646

82,277,333

14,517,961

2,084,288

817,963

6,608

190,755,799

자료: 2010 IBGE 인구조사자료.

브라질 개척 당시부터 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유입된 아프리카 흑
인들의 문화가 브라질 대중문화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자연 순응적인 태도
8) http://en.wikipedia.org/wiki/Slavery_in_Brazil. (접속일 2014. 6. 10)
9) For the first time, non-white people make up the majority of Brazil’s population, according to
preliminary results of the 2010 census. Out of around 191m Brazilians, 91 million identified
themselves as white, 82m as mixed race and 15m as black. (http://www.bbc.co.uk/news/worldlatin-america-15766840, 접속일 2014. 6. 9)
10) Brazil faces issues around racism despite image 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서. (http://www.nst.
com.my/node/5240, 접속일 2014.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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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 순응적인 태도는 그들의 신앙체
계, 즉 원시신앙과 관련이 깊다.
원시신앙의 특징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을 신격화하고 신격화된 자
연의 분노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시신앙체계에서는 자연을 거스른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오로지 숭배와 순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시신앙을 믿고 있었던 아프리
카 흑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마주칠 때 이 힘을 극
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종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원시신앙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 출
신의 흑인 노예들은 백인 지배자들을 절대적인 자연의 치환물 받아들여 백
인들을 순응과 순종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척박한 노예
로서의 삶조차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흑인들의 권리나 인권을 위한 투쟁적 성격을 띠는 흑인운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11)
브라질에는 원시신상을 믿는 아프리카 흑인들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이슬
람을 믿는 흑인들도 같이 유입되었다.12) 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흑인들 역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교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이나

11) 임소라(2014), pp. 5~26.
12) 원시신앙 그룹: 요루바(Yorba), 제제(Gêgê), 판티아산티(Fanti-Ashanti), 크로마노(Kromano),
아니(Ani), 제마(Zema), 티미니(Timini) 칸산제(Cançanje), 벵갈라(Bengala), 움벵갈라(Umbengala),
뎀보(Dembo), 자이레 지역의 콩고(Congo)와 카빈다(cabinda), 벵구엘라(Benguela), 마쿠아
(Macua), 안지코(Angico), 이슬람 그룹: 페울(Peul), 만딩구(Mandingo), 하우사(Hausa), 타페
(Tape), 보르노(Bornú), 구룬시(Grunsi)

4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 이들은 모든 것이 신의 섭리로 현재
자신의 삶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어디에 속하든지 그 모든 것을 그저 신의
뜻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과 배치가 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다. 원시신앙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흑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
응하려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13)
자연순응적이고 현실순응적인 이러한 태도는 원주민들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브라질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브라질 땅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과 같이 원시부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도 아
마존 오지의 보존된 원주민 부락의 모습은 원시부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리고 이들 역시 원시신앙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연순응적인 삶의 태
도를 견지하고 있다.

2.2.2 흑인과 사회제도
기본적으로 자연순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흑인들과 원주민들은 아
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백인 농장주들
에 대해 저항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고 자신들이 처한 노예로서의 삶
을 부정하거나 극복하려는 생각이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
실순응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14) 천성적으로 자연순응적인 태도
13) 고도로 발달된 이슬람 과학기술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영향보다는 기독교의 등장으로 그
리스 철학과 지식이 유럽에서 이슬람세계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게
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이주된 흑인들은 대부분 원사부족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4) 1835년 바이아(Bahia)에서 이슬람 흑인 노예들이 백인을 죽이는 반란이 예외적으로 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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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식민지 개척시기에 노예생활을 거치면서
현재 중심적이고 현실순응적인 태도로 발전한다.
내일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노예로서의 생활 속에서 내일이나 미
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이나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
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었다. 노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환
경 속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삶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
브라질 흑인들의 현재 중심의 유희적 성격은 노예 해방(1888) 이후 브라
질 사회와 흑인들이 보여준 백인화(whitening) 현상으로도 이어진다. 다음은
브라질의 역사학자 프라두(Caio Prado, 1909~1990)가 브라질 인종구분에 대
해 언급한 내용이다.

한 방울의 흑인 피만 있어도 흑인이 되는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한 방울의 백인 피만 있어도 백인이 된다... 브라질에서 개인의 인종구분
은 사회적 신분에 더 많이 좌우된다. (Uma gota de sangue branco faz do
brasileiro um branco, ao contrário do americano, em que uma gôta de sangue
negro faz dele um negro. ... E a classificação étnica do indivíduo se faz no
Brasil muito mais pela posicção social.) (Caio Prado Júnior 1999, p. 104)

게 직접적으로 저항한 예일 뿐 흑인 노예들의 주된 저항 형태는 농장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이었다. 도망친 노예들은 백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오지에 서로 모여 집단거주를 했는데
이를 킬롱부(Quilombo)라고 한다. 가장 크고 번성했었던 킬롱부는 팔마레스(Palmar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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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과 흑인의 구분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은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명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흑인들이 흑인
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흑인들에게 행해지는 차별에
대해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거리를 두는 자기방어기제를 발동시
킴으로 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태도가 확대재생산되게 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3. 백인의 디오니시우스적 성격의 배경
2.3.1 가톨릭의 영향
중세 기독교 세계의 중심적인 사고는 플로투노스의 유출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모든 것이 신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었다. 특히 포르투갈
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러한 믿음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고 있었다.
이베리아반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며, 특
히 현재의 포르투갈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곳이다. 포르투갈은 711~1249년까지 5세기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기독교 세력의 반이슬람 투쟁은 711년
이슬람의 침공 이후부터 1492년 그라나다가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를 재정복(reconquista)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세력 간의 충돌이었으나 1095년 교황 우
르바누스가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듬해인 1096년 8월 15일을 동
방원정의 날로 삼으면서 이른바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며 종교전의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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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된다.15) 포르투갈 또한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미 이슬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원정에 참여하기
보다는 이베리아반도의 해방에 주력하게 된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은 바티칸 교황을 지지하면서 국토수복의 영광을 모두 교황의 축복으로 돌
리며 충직하고 원리주의적인 가톨릭 신자 국가로 거듭난다. 포르투갈의 이
런 모습은 18세기 다른 국가들의 눈에는 미신적이고 혐오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조차도 가톨릭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
다.16) 포르투갈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마치 아프리카 흑인들이 원시신앙
체계 속에서 한정되었듯이 가톨릭의 원리주의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포르투갈과 유럽사회가 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진다는 믿음으로
부터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역설적으로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리스
본 대지진의 결과이다. 리스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나 성
직자들은 가톨릭 원리주의적인 삶을 표방하며 유럽에서도 가장 가톨릭적인
포르투갈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
로 유럽에서는 이 세계가 신의 의지에 따라서 미리 조화롭게 정해져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 빛을 잃고 계몽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포르투갈은 이 시기까지 신의 섭리 속에 포르투갈이 인도되고 있다는 믿
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예정조화설에 빠져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현
재 자신들이 삶이 신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

15) 시오노 나나미, 십자군 이야기, 1권, 송태욱 옮김, 문학동네, pp. 15-32.
16) 니콜라스 사라디(200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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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체의 노력은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2.3.2 포르투갈 사람들의 디오니시우스적 성향
브라질 사람들은 낙천적인 성격과 함께 나태하다는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다. 이는 즐겁고 유쾌하기는 하나 노동을 경시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국민
성이 국가나 국민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브라질 사람들의 이
러한 성격 또한 포르투갈 사람들과 흑인들의 태도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흑인과 원주민들이 자연순응적이고 현실순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유럽계 백인들의 태도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네덜란드가 1581~1654년까지 브라질 북동부를 식민지배했었으며 프
랑스 역시 1555~1560년 5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를 실질적
으로 통치하기도 했었지만 브라질을 지배하고 개척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계급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포
르투갈 사람들은 여타의 유럽인들과는 다소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고 한다.17)
포르투갈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교적인 영향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국토수복전쟁 과정에서 극우 원
리주의적인 가톨릭 국가로 변했음을 앞에서 지적했는데 가톨릭이 포르투갈

17) Sérgio Buarque da Holanda(1956), Raízes do Brasl. Edição Comemorativa 70 anos. Companhia
das Let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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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한테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노동에 대한 태도이다. 가톨릭 원리주의적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은 노동을 형벌로 생각하며 자신
들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8)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노동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은 기독교 성경상의 관점
에서 보면 형벌인데 이 형벌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포르투갈어로 ‘trabalhar(노동하다)’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의 의미는 ‘체벌
하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의 문화인류 학자인 DaMatta는 자신
의 저서 ‘O que é o Brasil?’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프
로테스탄트와는 달리 형벌로 인식하여 노동은 노예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19)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 사람
들이 브라질 땅에 진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진출했었는지, 그리고 16
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카몽이스(Camões)
가 지은 오스 루지아다스(Os Lusiadas)의 한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

18) 포르투갈은 전성기인 15~16세기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현재도 뚜렷한 산업시설이 없다. 유로존 통합 이후 유럽경제의 악재로 등장했었던 포르투
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이 모두 전통 가톨릭 기반의 국가들이고 그리스 역시 동방
정교회를 믿으면서 가톨릭의 원형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나라가 가톨릭 원리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가톨릭의 전통
적 해석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19) Roberto daMatta, O que é brasil?(2004), Editora Rocco,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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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rmas e os barões assinalados

용맹한 함대와 사람들이

Que, da Ocidental praia Lusitana,

포르투갈의 서쪽 해안가로부터

Por mares nunca dantes navegados

일찍이 건너가보지 못한 바다를 거쳐

Passaram ainda além da Taprobana,

타프로바나까지도 넘어갔다

Em perigos e guerras esforçados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Mais do que prometia a força humana,

위험과 힘든 전투 속에서

E entre gente remota edificaram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Novo reino, que tanto sublimaram;

새 왕국을 세웠고 그리도 찬양하는구나.
-루지아다스 1곡 1절-

루지아다스 주해서를 보면 첫 줄의 as armas와 barões는 모두 포르투갈 사
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단어는 barões라는 말
이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남작이라는 작위를 뜻한다. 문맥상으로는 포르투갈
사람들, 적어도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리스본 항구를 떠났던 사람들은 모두
barões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품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Sérgio Buarque de Holanda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20)

그렇게 에스파냐 사람들 사이에서 노동에 대한 근대적 종교와 공리주
의적 행위에 대한 가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온 것이 이해된다. 포르투갈
이나 스페인 사람에게는 빵을 얻기 위해 매일 미친 듯이 투쟁하는 것 보
다 게으름은 항시 보다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 고귀한 것으로 보였
다. 그들이 이상으로 선망하던 것은 어떠한 근심걱정도 없고 어떠한 노동

20) Sérgiio Buarque de Holanda, Raizes do Brasil, Edição Comemorativa 70 anos, Compabhia das
Letras,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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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귀족으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들이 육체노동을 격찬하고 고양하는 동안에 이베리아 국가들은 고전고대
문명적인 시각을 널리 견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남작이란 말은 모두가 귀족이거나 귀족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위 인용문을 통해보면 이들이 추구한 삶이란 노동하고 거리가 먼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 노동을 형벌로 여겼던 포르투갈 사
람들은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모두가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를 원했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노동에서 벗어나 모두가 귀족적인 삶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이 추구한 귀족적인 삶은 즐거움, 쾌락, 그리고 유희였다. 포
르투갈 사람들이 쾌락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 역시 루지아
다스에서 찾을 수 있다.

Esta é a ditosa pátria minha amada,

이곳이, 내가 이 역사를 무난히 완수한 후

À qual se Céu me dá, que eu ssem perigo

하늘이 허락하면, 귀국하여 종신할

Torne, com esta empresa já acabada,

행복에 찬, 사랑스런 나의 조국이 됩니다.

Acabe-se esta luz ali comigo.

이곳은 옛 바커스의 아들들, 아니면 그

Esta foi Lusitânia, derivada

동료들로 보였던 자들이 최초의 주민이

De Luso ou Lisa, que de Baco antigo

되었기로,

Filhos foram, parece, ou companheiros,

루쥬, 리자란 말이 생겨났으며 그로부터

E nela antam os íncolas primeiros

루지타니아란 어휘가 유래했나이다.
-루지아다스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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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몽이스는 루지아다스 3곡 21절에서 포르투갈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인
루지타니아(Lusitania)라는 말이 바커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포르투갈 사람
들이 바커스, 즉 디오니시우스의 동료이거나 후예임을 밝히고 있다. 포르투
갈 사람들을 디오니시우스의 후예라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 시기의 포르
투갈 사람들에게 디오니시우스적인 기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오니시우스의 상징은 쾌락이다. 고대 로마의 디오니시우스 축제는 광란
의 축제로 일탈과 방종, 육체적인 쾌락의 향연이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디
오시우스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결국 포르투갈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연장선에서 카몽
이스는 루지아다스에서 인도항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돌아오는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함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사랑의 섬(Ilha de Amor)
에서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쾌락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에 서 있었다.21)
브라질 개척시기에 아프리카 흑인들과 같이 브라질에 들어와 지배계층을
이룬 포르투갈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삶을 개척할 의도가 없었고 오로지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의 반출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들의 태도는 브라질에 체류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은 포르투갈 사람
들이 지니고 있었던 성격과 어우러져 브라질에서 에피쿠로스적인 삶을 추구
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21) 루지아다스의 ‘쾌락’에 대한 해석은 이승용(2011), pp. 281~30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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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을 개척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유희적 성향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의 삶과 결합하여 브라질 사람들의 원형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아프
리카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순응적인 성격과 노예라는 신분적 특성상
지금 현재의 보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포르투갈계 백인들 또한 디
오니시우스적인 성격과 함께 단기체류지로서의 브라질에서 삶은 순간의 보
상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렇게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브라질 초기 형성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
순응하고 현재의 즐거움에 의미를 두는 문화적 특징을 두 집단이 공통적으
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는 혼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혼혈국가인 브라질의 문화적
DNA로 자리 잡게 된다.

Ⅳ. 브라질 문화원형과 사회적 투영
1. 실용주의 지수와 브라질의 단기 지향적 특성
한 사회가 장기 지향적인지 단기 지향적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문화차
원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른바 장기 지향 지수(Long Term Orientation Index)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기지향지수가 높은 사회의 특징은 현재나 과거보
다 미래에 더 중요성을 두고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등 현재를 희생하는 것
에 대한 차후 보상을 지향하게 된다. 반면에 단기지향적인 사회는 전통에 대
한 존중과 사회적 책임의 준수 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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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지수에 따르면 장기지향지수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나라로
는 중국(118)과 일본(80), 대만(87), 홍콩(96)이 있다. 이들 아시아 국가를 제
외하고는 브라질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장기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높은 장기
지향지수는 브라질 사람들의 현재 중심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아 보인다. 이
지수는 한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회적
특성과 부합하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부합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과 아시아 국가에서 장기지향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교의 영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내하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현재 중심적이고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브라질 사람
들과 장기지향적인 사회 모습은 부합하지 않는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 장기지향지수가 높은 이유는 종교적인 영향 때문일
수 있다.23) 브라질은 가톨릭과 정령신앙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종교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24)

22)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추출된 그룹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호프스테드의 본래 모델은 다국적 회사인 IBM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문화원형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신분상승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23) LG 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의 코멘트.
24) 유럽의 다른 기독교 국가보다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배경으로 브라질 사람들의 인적
구성과 정령신앙의 수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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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별 장기지향성 지수(2010)

자료: Hofstede Cnetre(2014).

장기지향지수는 유교문화를 지수화한 것으로 비유교문화권의 나라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수는 호프스테드의 원래 모델에는 없
었던 것으로 아시아권의 유교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된
지수이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아시아권 국가들의 성향을 이
장기지향지수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10년에 새
로 도입된 실용주의 지수(Pragmatism Index)25)를 이용하면 브라질 사회가
분명 현재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5) 이 차원은 1991년에 도입된 장기지향지수(Long-Term Orientation Index)에 ‘주변에서 일어나
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함께 적용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일
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낮은 실용주의 지
수는 브라질 사회가 단기지향적인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현재중심적인 태도가 브
라질의 문화원형임을 설명한 본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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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과 브라질 문화차원 지수 비교

자료: Hofstede Centre(2014).

이 지수는 1980년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모델에는 없었던 지수로 2010
년 민코프(Minkov)가 추가한 것이다. 이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수치
가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nominative)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수치가 낮을수록 단기 지향적이고 규범적이다.26) 브라질은 실용주의 지수
가 44로 보통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단기지향적인 사회로 규
정된다.

26) 문화차원 이론에 따르면 실용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맥락의존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회가 된다. 이러한 해석기준에 따르
면 브라질은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원칙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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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브라질 교육과정 이수 비율

자료: http://www.oecd.org.

[표 9]에서 보듯이 브라질은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참여도가 다른 나라들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청장년층에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1~12%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의 1/3 정도 수준이고 초등교육만 이수한
비율이 경제 인구에서 45%를 차지해 교육과정 참여도가 낮다.27)
교육과정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단기지향적
인 브라질 사람들의 성격과 현재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기질이 경제적인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으로 보
인다. 브라질 사회가 단기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브라

27)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로는 빈부의 격차가 크고 브라질과 같이 전통적으
로 부나 권력의 세습이 일어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상승을 위한 투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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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람들의 현재중심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2. 권력거리지수와 상하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은 흑인과 백인, 그리고 원주민들로부터 출
발한 나라이다. 따라서 브라질 사람들의 핏속에는 당연히 이들 세 인종이 지
니고 있었던 문화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서로 그 배경은 다르지만 결과적
으로는 아프리카 흑인들과 포르투갈 백인들은 모두 자연과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혼혈이라는 포르투갈 식민지 특유의 통치방식의 결과
로 두 집단의 순응적 태도는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혈
국가 브라질의 문화원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의 이런 현실순응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는 흑
인운동이 수동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28) 바르가스(Vargas)
대통령의 신 국가(Estado Novo)체제 아래 진행된 사회통합정책 이후에는 인
종 문제가 계층 문제로 변질되었지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28) 임소라(2014), p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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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구분포와 소득분배 구조
(단위: 헤알)

인구비율

평균 소득

중위 소득

백인 대비

백인

45.16

15,243

9,120

100

아프리카계 흑인

54.01

7.770

5,335

58.5

흑인

7.89

8,128

5,879

64.5

혼혈

46.12

7,708

5,265

57,7

인디오

0.34

9,520

6,440

70.6

아시아인

0.47

18,264

9,700

106.4

자료: Gradín(2010).

[표 10]을 보면 흑인과 혼혈인들의 수입은 백인의 55~65%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은 국부의 50%를 상위 20%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10%의 상위 계층의 중심은 당연히 백인들이다.29)
World Factbook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브라질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는 51.9였고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54.7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50
을 넘으면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로 인한 폭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한다.

29) 188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브라질은 1888년에 노예제를 폐지한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26년 전의 일로 현재 브라질 흑인들은 세대로 볼 때 흑인 노예들의 손자나 증손자뻘
밖에는 안 된다.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도 흑인들이 노예와 다르지 않은 삶을 한동안 살았었
고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왔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아프리카 흑인의 후손들인
흑인과 흑인 혼혈인종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형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백인 농장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백인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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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가별 지니계수(2012~2013)

자료: World Bank

그렇지만 브라질은 악명 높은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을 이유
로 시위나 폭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30) 현실순응적
인 태도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게 하면서 부정해야 할 대상으
로 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현실순응적인 성향은 사회조직문화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호프스테드의 차원모델 중 권력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를 들 수 있다.

30) 농지 소유의 집중에 반대하고 농지개혁을 주창하는 무토지 노동자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Sem Terra)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전반적인 빈부격차나 소득불균형의 문
제가 중심은 아니며 저소득 계층 전체로 확산된 운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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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별 권력거리지수

자료: Hofstede Centre(2014).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사람들의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69로 우리나라
의 60보다 높은 편이다. 권력거리지수는 권력에 따른 불평등함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높을수록 권력의 차이, 즉 계급적 차이를 쉽게 받아
들이고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브라질 사회가 수평적이
라기보다는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최고 상위 계급에 위치하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1) 구성원들 간의
31) Alberto Carlos Ameida(2007), pp.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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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조율보다는 최종결정권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구성원들은 결정을
최종 결정권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나 관계를 맺는 경
우에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책임자와 관계를 맺
으려는 행동양식을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PDI가 높아 사회적 불평등을 받아
들이는 정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투영되는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불평등한 권력거리를 받아들이는 이유와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권력거리지수가 높은 이유는 사회에서 획득한 위치에 부여
된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교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권력구조를 결정하며 그 위치는
획득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폭이 크면서도 동시에 상위 권력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한국사회
에서 불평등을 수용하지만 그 위아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브라질에서 권력거리지수가 높은 이유는 식민사회의 전통으로부
터 기인한다. 브라질 사람들의 특징이 현재중심적이고, 특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성격이 현실순응적임을 앞서 밝혔다. 원시신앙을 출발점으로 해서
백인 농장주나 지배계층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브라질 피지배층
의 문화 유전자는 현대 브라질에서도 높은 권력거리지수가 보여주듯이 불평
등 구조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브라질의 PDI
는 이처럼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국과는 달리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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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권력거리지수가 높아 불평등을 수용하는 폭이 넓지만 지배구
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브라질
은 고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
서는 높은 권력거리지수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촉매로 이용되지만 브라
질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동인으로서의 기능이 크지 않다.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해서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과 같
은 조직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개인주의적 성격
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불평등한 관계가 사회적인 위치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32) 아울러 권력거리지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불평등구조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에서 권력거리지수가 높은 이유는 대농장제도와 가부장적인 전통과
관련이 있다. 대농장제도하에서는 불평등한 계급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
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도 동시에 있었다. 백인 농장주는
제도적으로 보면 흑인 노예들의 지배자고 주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
산인 노예를 지켜야 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 현재 브라질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주인과 종업원이라는 수직적인
질서 밑에 고용주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불평등한 상하관계는 브라질 사람들에
게 노예시대의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거리지수가 높

32) Individualism Index: 브라질 38, 한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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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만으로 브라질 사회가 불평등한 수직구조를 쉽게 수용하는 사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유희적 특성
브라질 사람들의 유희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 광고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광고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
서 소비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원형을 자극하는 소구를 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광고가 어떤 문화적 원형 또는 소비자의 기호를 소구하는지는 플로슈
(Floch 1990)가 제시한 소비가치 이론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33) 이 이론에
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가치는 비판적 가치화(valorisation critique), 실용적 가
치화(valorsation pratique), 유희적 가치화(valorisation ludique), 유토피아적
가치화(valorsation utopique)의 모두 네 종류이다.

* 비판적 가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들의 부정에 해당하
며 품질/가격, 혁신/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실용적 가치: 비비판적 가치로 안락함, 다루기 쉬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용적 가치화는 제품의 실제 사용 모습이거나 유용성 등을 통해 구현
된다.
* 유희적 가치: 공리적 가치의 부정에 해당하며 실제적 가치와는 상호 모
순적인 가치로 사치, 동기부재, 세련미, 작은 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33) Floch, Jean-Marie(1990), pp. 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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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추구가 실현되는 서사기호학의 공간 속에서 존재적 가치가 투사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희적 가치화는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제품의 성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로 나타난다.
* 유토피아적 가치: 실용적 가치와는 상반되며 존재적 가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정체성, 인생, 모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13. 소비가치화의 기호 사각형

자료: Floch(1990).

위 기호사각형에서 보면 비판적 기치-실용적 기치화와 유토피아적 가치유희적 가치화는 서로 반대 관계이고 실용적 가치- 유희적 가치, 그리고 유
토피아적 가치-비판적 가치화는 서로 모순 관계이다.
소비자의 소비가치는 상대적인 것으로 소비자의 경제적인 조건, 교육정도,
구매결정 시점, 구매 대상 상품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나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도 분석대상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가
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가치 모델을 이용해서 소비자 또는 한 집단
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가치 쳬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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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저관여도 제품(low-involvement
product)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라질에서 저관여도 제품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
는 맥주 광고에 대한 선행 연구34)는 브라질 사람들의 원형적 소비가치가 무
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내부나 외부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에
서 구매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브라질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
는 바로 유희적 가치이다.

표 14. 브라마 맥주 TV 연작 광고

위 광고는 2001년도에 방영된 TV 광고로 거북이와 축구를 모티브로 한
세편의 연작물이다. 제일 먼저 방송된 광고는 사막을 연상시키는 덥고 건조
한 길을 거북이가 지친 체 걸어가는데 맥주회사 트럭이 지나가다가 맥주를
하나 떨어뜨린다. 이어서 이 맥주를 두고 운전사와 거북이 간 대결이 벌어지

34) 이승용(2012), pp. 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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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거북이가 기막힌 축구실력을 선보이면서 맥주를 쟁취해 마셔버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운전사는 분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두 번째 광
고는 더워서 뒤집어져 있는 거북이 앞에 예전의 운전사가 맥주를 놓고 복수
전을 펼치면서 자신의 공 다루는 기술을 자랑하는데 거북이는 맥주트럭을
몰고 사라져버린다. 세 번째 광고에서는 더위에 지쳐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
자 두 명을 트럭에 태워 모텔로 간다. 그 중 한 여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성적인 상상을 유발시키는데 다음
장면은 거북이가 맥주 캔으로 축구기술을 선보이는 장면이다.
위 연작 광고는 맥주가 지니고 있는 시원함과 갈증해소와 같은 실용적 가
치를 축구와 성에 의외성이라는 코드를 가미해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실
용적 가치를 소구점으로 하는 유희적 서사구조는 실용적 소비가치를 유희적
소비가치로 상승시켜 광고하고자 하는 맥주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줌으로써
구매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특정 다수나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는 브라질 광고는 대부분 유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유희성은 주로 반전을 통해 표현된다.

Ⅴ. 브라질 문화원형과 브라질 코스트
1. 노사관계
조희문(2012)은 브라질 안에서 직장에서의 정신적 폭력이라는 논문을 통
해 브라질의 노사관계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정신적 폭력(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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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ssment)의 정의와 사례를 판례분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2010년 LG전자 타우바테 공장과 2008년 삼성전자 캄피나스 공장에서 일어
난 정신적 폭력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겪는 노사갈등의 특징은 주로 한국인 상사
들의 무례한 태도, 폭언, 해고의 위협, 그리고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강압적
인 분위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갈
등을 겪은 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브라
질 캄피나스 공장은 2013년 8월에도 하루 15시간 노동을 포함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심각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당했
다.35) 이와 같은 노사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
지 못한 채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프스테드의 문화차원 모델에 따르면 개인보다는 집
단적인 성격이 있으며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신분상승의 욕
구,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렇게 유토피아적 가치를 지향하
는 집단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신분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과 같이 단기지향적이고 현재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강
요된 현재의 희생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브라질 사람들도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노동에 대한 태도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일 뿐 기업의 목적 달성이 목적
은 아니다. 현재중심적이고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무의식 속에 가지

35) http://www.cbsnews.com/news/samsung-faces-brazil-lawsuit-over-labor-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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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노동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보상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즉 휴식이나 여가인 것이다.

2. 원칙과 무원칙의 경계, 제이치누(jeitinho)
제이치누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이다. 제이치누가 무엇이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브라질 사람들이 문제 해결
위해 사용하는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것쯤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이치누는 가부장적 농경사회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미했었고 농장
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으며 결국 농장주 또는 농장주와 가까운 위치
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환경 속에서 관계중심적인 생
활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이치누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36) 그러나 제
이치누에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이치누는 유사친족의 범
위 내에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이치누
의 수용범위는 상징적인 가족관계망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37) 이런 면에서
제이치누는 중국의 콴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38)
그리고 제이치누 자체가 원칙의 파괴를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브라질
36) 제이치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브라질 사회문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서구의 합리주의
적 시각으로 브라질을 제단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한국문화나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었던 코리안타임 역시 당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즉 시계의 보급이나
열악한 교통시설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서구 선진사회의 기준을 적용한 잘못된 결과였다.
37) 임두빈(2013), p. 68.
38) 정보은(2013), pp. 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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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기발한 상상력이나 창조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39)

Brazilian Jeitinho

Brazilian Creative Ad

전동부가 없는 믹서를 전동드릴로 돌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

식충식물이 살충제 효과 때문에 먹고살기
어려워 일자리를 찾는다는 살충제 광고

그런데 외국인이 브라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제이치누이다. 또한 그 전제에 공감하
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브라질에서 사
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브라질 경비의 하나로 여겨진다.
제이치누가 외국인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제이치누가 가지고
있는 예측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성격 때문이다. 제이치누의 이러한 성격은

39) Barbosa(1992), argues that “jeitinho is always a ‘special’ way to solve a problem or a difficult
or prohibited situation; or a creative solution to an emergency, whether in the form of cheating
some predetermined rule or norm, or in the form of conciliation, cleverness or ability. Rodrigues
et al.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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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치누가 기본적으로 원칙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양식이나 관습은 브라질을 예측불
가능한 사회로 만든다. 이런 예측불가능한 성격은 서구의 합리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불평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어느 사회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존재하고 다양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관습적인 모습은 비단 브라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브라질의 독특한 사회관습 또는 문화라고 하는 이
유는 제이치누가 브라질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이기 때
문이다.
농장주가 농장 안에서 사법권뿐만 아니라 사제의 역할까지 하던 환경 속
에서 발생한 제이치누는 이제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브라질
특유의 현재중심적이고 유희적인 성향과 맞물려 일탈의 즐거움을 즐기는 문
화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제이치누를 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브
라질에서 제이치누를 이유로 법적인 제제나 범죄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이치누가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계성을 중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범죄로서 부정부패
와 제이치누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구분이 있다. 제이치누는 그 행위
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회나 해당 공동체 안에서 수용되
고 용인되는 반면에 부정부패는 단죄의 대상이 된다. 즉 원칙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파괴의 정도와 결과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경우만 제이치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이치누는 일반적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본질적인 것을 지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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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을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본질에서 벗어나
는 제이치누는 수용 가능한 일탈을 바탕으로 한 유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
이다. 유희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유로움’으로 구속받지 않는
것인데 제이치누는 이런 관점에서 원칙을 적정한 수준에서 파괴함으로서 일
탈을 통한 자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에 들어가는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외국기업들이 브라질의 제이치
누를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유희적
이기보다는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희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규정의 확장이나 ‘재미’로 보는 것이다.
브라질의 제이치누는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상거래 관습이나 즉
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나 속박으로부터 벗어
나서 자유로움을 구가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접근
하여야 한다.

3. 문화콘텐츠 진출
현재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
복이나 즐거움은 미래의 보상보다 더 우선한다. 이런 브라질 사람들에게 고
통이나 고난을 통한 카타르시스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국내외에서 공전의 성공을 거둔 신
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일 것이다.
엄마를 부탁해는 국내에서 2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세계 33개국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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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150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Por favor, cuide da mamãe라는 제목으로 영문판을 바
탕으로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극찬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유독
브라질에서만큼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표 15]는 2013년 브라
질 베스트셀러 상위 20권의 목록이다.
표 15. 2013년 브라질 베스트셀러 목록

순위

제목

판매량

순위

제목

판매량

1

Cinquenta Tons de Cinza

583.768

11

Diário de um Banana - Casa
dos Horrores

69.173

2

Cinquenta Tons Mais
Escuros

294.875

12

É Tudo Tão Simples

67.732

3

Nada a Perder

293.898

13

O Monge e o Executivo

62.421

4

Cinquenta Tons de
Liberdade

223.226

14

Diário de um Banana

60.499

5

Agapinho

140.058

15

O Pequeno Príncipe

60.093

6

O X da Questão

109.213

16

Steve Jobs

57.843

7

A Guerra dos Tronos

85.106

17

Toda Sua

54.379

8

Nietzsche para Estressados

71.895

18

Um Dia

53.724

9

Jogos Vorazes

71.642

19

O Filho de Netuno

53.248

10

A Escolha

70.183

20

A Queda

53.237

자료: http://diversao.terra.com.br/arte-e-cul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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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작가의 Por favor, cuide da mamãe는 리스트에 보이지 않는다.
2013년 베스트셀러 목록뿐만이 아니라 2014년 베스트셀러 목록, 그리고 최
근 5년간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표 15]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온 책들을 보면 각각 1위, 2위, 4위를 기
록한 Cinquenta Tons de Cinza, Cinquenta Tons Mais Escuros, Cinquenta Tons
de Liberdade는 모두 James E.L의 영문 소설로 에로틱 로맨스 작품이다. 3위,
5위, 10위는 특이하게도 종교와 신앙 관련 서적들이며 6위의 O X da questão
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자수성가 사업가인 에릭 밥티스타(Erik Baptista)의 자
서전이다. 7~9위는 판타지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이다.
국내에서 200만 부 이상, 그리고 미국에서도 초판 10만 부 이후 10쇄를
찍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브라질에서의 실적은 저조한데 [표 15]에서
20위를 기록한 A Queda가 불과 5만 3,000여 부 판매된 것을 보면 브라질에
서 순위권에 들지 못한 엄마를 부탁해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
할 수 있다.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브라질 평단의 반응은 뉴욕타임스의 서평만큼이
나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평가도 일부 부정적인 견해
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다.40) 이 책에서 보여주는 엄마의 모
습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며 강한 모성애로 인류사회의 전형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인류의
원형적인 모습을 건들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어머니의 역할

40) 분위기 이외에도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 접근으로 미국에서도 신파적이라
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브라질 일부 독자들에게서도 반여성적인 시대착오적 소설이라는 부
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 466

문화원형으로서 브라질 낙천성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투영

과 존재의 의미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독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원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브라질에서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브라질에서 이 소설이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내
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브라질이 젊은 나라
라는 점이다.

표 16. 브라질 연령대별 인구분포
(단위: 백만 / 백만 단위 이하 절삭)

연령층

0-34

35-44

45-54

55-59

60+

총인구

인 구

12,900

2,680

2,100

827

1,000

19,000

자료: IBGE(2010).

2010년도 브라질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95% 정도가 65세 미
만이며 29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나라다
(IBGE 2010).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
인 현상임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브라질 사회에서 어머니의 희생
이나 모성애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접근은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소설의 분위기가 브라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다. 엄마를 부탁해의 주제가
보수적이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 역시 가볍지 않기
때문에 찰나적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 접근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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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모습은 브라질 사
회가 유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그래서 브라질 문화의 핵
심적 코드는 ‘재미’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것이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
미가 없는 것은 브라질에서 어필하기가 어렵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
탁해가 북미와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판매가 거의 되
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슬픔과 희생이라는
코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선뜻 다가갈 수 있는 코드
가 아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브라질에서는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역시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브라질 사회는 경쟁이나 비
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광고에서조차 비교 광고는 사용하
지 말아야 할 소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4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었던 ‘내조의 여왕’이
포르투갈어 더빙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시장에서 프로모션이 되지 않고 있
다.42)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 성공을 위한 희생 등
과 같이 브라질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코드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 문화콘텐츠, 특히 줄거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
고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거운 주제나 인류보편적인 주제를 다
41) 이승용(2014). 브라질 광고와 광고 산업.
42) ‘내조의 여왕’은 2012년 MBC 상파울루지사와 제일기획에서 실시한 브라질 현지 FGI 조사
에서 ‘커피프린스 1호점’, ‘내 이름은 김삼순’, ‘불새’ 등을 제치고 호감도 1순위로 꼽혔었다
(정길화, ‘한류의 성과와 가능성 -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25일 한국외국어
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3기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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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경우라 해도 해학과 위트, 유머 등을 사용하여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스
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나오는 말
결핍 때문에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아닌 탈산업화 시기에 소비와 생
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나 사회가 그 제품에 부여해놓은 가치를 소비하게 하는
심리다. 동일한 조건의 제품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
치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소비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들마다 집단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구매결정 시점의 조건이나 제품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
지만 문화원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적어도 해당 사회나 집단이 추구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출해낼 수는 있다.
프레이리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디오니시우스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았는
데 본 연구는 브라질 사람들의 이런 디오니시오적 성격이 현재중심적인 태
도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중심적인 디오니시우스적 성향은
브라질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문화적 특징을 갖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브라질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재미(fun)가 브라질 사
회 전반을 지배하는 코드로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재미가 없
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브라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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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브라질 사람들이 갖는 현재 중심의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정서는 브라질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먼저 교육과 노동현장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는 생각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데 고
등교육 이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나 초과근로수당보다는 현재의 휴식과 즐
거움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라질에서는 동
일한 조건이라면 즐거움, 재미가 부가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가능
성이 높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재미와 즐거움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의 즐거움이나 재미는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행
동이나 대화를 통해 충족되어진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는 업무주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적인 이야기, 신변잡기적인 이야
기 또는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 등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천천히 본질적인 업
무로 들어갈 것을 비즈니스 스킬로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유희나 즐거움의 대상이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브라
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즐거움과 재미다. 탈산업화 시대에
소비는 상품의 소비가 아니라 가치의 소비인 바 브라질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재미라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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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발전과 연구방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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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망

1)

I. 들어가며
1. 안데스 3개국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패러다임 변화 연구
오늘날 남미 지역(안데스 지역 포함) 국가들은 글로벌 의제인 ‘지속가능한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4 전략지역 심층연구: 지역연구 논문 사업’의 지
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전략지역(라틴아메리카 및 안데스 지역) 선정과 논문의 주제(자연자원
거버넌스)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대학 중점사업(NRF-2009-413B00004)과의 연관성도 십분 고려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졸고를 심사해 주신 심사자들의 노
고에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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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기후변화 및 다양한 환경오염 제거,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농작물,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자연자원 개발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Augusto de La
Torre 외. 2010). 특히 자연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정치사
회적 복합적인 갈등에 대한 정책적 혹은 정치적 해결 방안 논쟁은 이미 지역
공동체 정치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1세기 들어
안데스 지역 좌파 정부들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첨예한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남미 안데스 지역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원주민 공동체들의 정치
적 참여 증가와 점증하는 참여 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 급진
좌파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의 현상이 이들 공동체에 맞는 새로운 자연자원
관리를 요구하는 데에서 논의는 깊어지고 있다. 자연자원 개발에서 이전의
신자유주의 방식의 시장 중심 경제발전 논리보다는 빈곤 해결과 소득 재분
배 선호의 ‘사회정의’ 실현과 환경보호, 그리고 ‘환경정의’를 요구하는 등 다
른 차원의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지역 공동체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경원 외 2012). 기존과는 다른 자연자원 관리 정책의 전환, 이를
보장할 제도 발전,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연자원 개발 과정 참여보장 등 새로
운 유형의 분배 정의 요구와 이를 실현할 보다 새로운 유형의 자연자원 거버
넌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미 안데스 지역 공동체들의 자연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부각
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개념 논쟁들과 이의 정책적 이
행(implementation)을 몇몇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 동시에 기존 자연자원 거버넌스 패러다임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미 안데스 지역 3개국(에콰도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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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자원 관리(management)와 관련되어 논의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연자원 개발 논의들을 고찰해보고 21세기 거버
넌스 차원에서 제도 발전과 제도 이행 사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추적해보고자 한다.1)

2. 안데스 지역 3개국 연구 필요성
2008년 에콰도르(Ecuador)가 세계 최초로 ‘자연’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
국가로 등장했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볼리비아와 페루의 경우도
새로운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자연자원 개발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국유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남미 지역 국가들 중 브라질은 아마
존 산림 황폐화를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이미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인 ‘산림 황폐화 및 산림 전용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REDD+)’를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화했던 국가로 등장했다(Anthony Hall 2002). 글로
벌 수준에서는 REDD+ 체제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COP 15차 2009년 코
펜하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많은 남미 지역 대표들을 파견하여 선진
국들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태적 부채(ecological debt)’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상섭 2013a). 특히 안데스 지역의 급진 좌파 정부의 하나인 볼리비아의

1)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 관련 데이터는 대부분 RWI 연구소의 ‘자원 거버넌스
지수 2013(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A Measur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il, Gas and Mining Sector, Revenue Watch Institute, 2013)’의 개별 국가 연구(몇몇 비
교 대상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사례) 자료들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특히 2011년까지의 데이터들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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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대한 정당성
을 부정하며 볼리비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머니 지구에 대한 권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대중회의’를 코차밤바(Cochabamba, 2010년 4월)에서 개최
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된 COP 16차 기후변
화 당사국총회를 의도적인 ‘생태계 파괴(ecocide)’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
히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8월에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인 야수니
(Yasuni)에서 탄화수소개발 대신에 국립공원 보존을 선택하면서 국제신뢰펀
드(Yasuni Ishpingo Tambococha Tiputini Trust Fund; Yasuni ITT Trust Fund)
창출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 합의를 하기도 했다. 에너지(석유) 개
발 계획의 철회와 지역 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 움직임은 에콰도르 사법당
국으로 하여금 1960년대 이후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석유개발에 참여
해왔던 석유개발 다국적 기업들에 환경파괴 비용을 물어 벌금을 판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움직임이 안데스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원주민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 안데스 3
국의 사례는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원주민들의 참여와 이들의 정치적 정
체성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아마존 유역 원주민 공동체들
의 생존과 관련해 자연자원 개발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은 물론 다양한
저항운동을 발생시켜 왔고, 특히 이러한 저항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는 현재의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환경
정의 및 사회정의).
좀 더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안데스 지역에서 새로운 자연자
원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연자원(자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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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농작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과 이들 자원 보유가 각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수출, 세입)과 사회분배(빈곤율 감소)에 그 어떤 국가들보다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배가 된다. 1차 상품 생산과 수
출에 상당히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기준으로 살
펴보면 안데스를 포함한 오늘날 남미 지역은 거의 절반이 넘게 보유하고 있
는 열대우림지역(아마존), 경작 가능한 토지의 4분의 1, 수자원(담수)의 3분
의 1, 기타 주요 광물과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원인 탄화수소(석유 및 천연가
스)는 물론 다양한 생물자원 등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 공동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경제 발전(development)과
관련해 중요한 중심축은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역시 이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개발과 그 이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자연
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소득분배 상관관계에서 농촌지역이나 도
시의 빈곤계층 등을 소외시켜 왔으며(사회 불평등) 더 나아가 이들 계층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의 영향 등 다양한 자연
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남겨졌다. 홍수, 가뭄, 산사태, 태풍, 그리고 전
염병 같은 질병(페스트), 안데스 산맥의 융빙 현상 등 안데스 유역에서 발생
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특히 이들 취약 계층은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
며 그 강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자원 개발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같은 환경적(환경영향평가 및 지속가능한 개발) 고려가 더욱 중요해 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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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안데스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 붐: 왜? 그리고 얼마나?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미 안데스 아마존 유역의 지역공동체들은 광물 및
탄화수소(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서 엄청난 규모의 개발 투자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증하는 자연자원 개발 투자 증가의 원인은 대략 3가지 정도
로 원인 분석이 가능한데: 1)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인 자원가격 상승 유지와
더불어 중국, 인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국가들의 글로벌 차
원의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 농작물 등 자원의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그래프 1] 참조); 2) 기술의 발전과 변
화는 기존과는 달리 개발을 위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나 장벽들을 극복하
게 만들어 주어 역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3) [그래프 2]에
서 보듯이 이러한 자연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정부 재정의 증가(세금, 로열
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Bridge 2004; D. Bebbington and A.
Bebbington 2012: 21), 특히 차이는 있지만 개별 국가들마다 적극적인 자원
개발 정책 및 제도 변화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강하게 유인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자원 개발 투자는 칠레와 페루, 광물 개발에 페
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경우는 탄화수소 개발에 집중되어 오고 있다. 안
데스 유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개발자원인 광물 개발-대표적으로 볼리비아
의 포토시(Potosí)와 오루로(Oruro), 페루의 세로 데 파스코(Cerro de Pasco)뿐만 아니라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 개발까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페루
의 로레토(Loreto), 볼리비아의 타리하(Tarija), 에콰도르의 파스타자(Pastaza)
지역 등이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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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및 추이(2003~11, 2003년=100)

자료: ECLAC(2013), p. 16 인용.

[그래프 1]에서 보듯이 국제시장에서 원자재(특히 석유, 천연가스, 광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직접적으로 개별 정부들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미 안데스 지역 개별 정부들은 자연자원 개발로부터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의
강력한 자연자원 관리 규제(예를 들어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국유화 방식)에
서부터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많은 세제개혁(전통적인 소득세 정책의 강
화 및 추가적인 로열티 부과 등) 등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활용되었다. [그
래프 2]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7~11년) 시기별로 안데스 지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1차 자연자원 개발 부문에서 확보한 재정의 변
화를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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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원자재 개발을 통한 재정 수입 변화(1990~92/1999~2001/2007~11. GDP의 %)

자료: ECLAC(2013), p. 17 인용.

베빙턴(D. Bebbington and A. Bebbington)의 안데스 지역 개발 지역 붐 분
석과 논의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가장 규모가 큰 광물자원 개발 투자 붐
을 가져온 지역들은 페루의 피우라(Piura), 아푸리막(Apurimac), 그리고 아야
쿠초(Ayacucho), 탄화수소 개발 지역으로 알려진 알티플라노(Altiplano), 볼
리비아의 북쪽 저지대 지역, 에콰도르의 남동쪽 지대(야수니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2012: 24). 이러한 광물자원 및 탄화수소 부문 개발에 대한 광산
채굴권 허용으로 인하여 2010년까지 페루의 고지대 농민 공동체들 중 55%
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2002~07년에 더욱 증가해 채굴권 허용량은 약
77% 증가(기존에 허용된 700만 ha 광산개발에서 1,320만 ha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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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 개발 허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마존 유역(2008)

자료: A. Bebbington(2009), p. 14 인용.

이와 동시에 탄화수소개발 허가권의 증가율은 2004~08년 기존의 14%에
서 거의 70%까지 증가해 토지 이용 변경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러한 지역들이 기존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던 자연보존지역이거나 혹은
페루 아마존 분지의 원주민 공동체 거주 지역이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이웃 안데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물 개발에 대
한 영향은 적었지만(10%), 전통적인 광물개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
면 이도 상당한 증가율이라고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개발 투자는 2004~08년 65% 증가했고, 볼리비아의 경우는 현재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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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 잠재 지역이 50%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속되었다. 실질적으
로 남미 안데스 지역의 자원개발 부문 개발 투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래프 3 참고).

그래프 3. 남미 안데스 지역 자연자원 개발 투자 증가(시기: 2003~08,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CLAC(2008a).

[그래프 3]에 의하면 남미 지역(안데스 지역 포함)에 대한 2003~08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는 대부분 국제시장에서 1차 상품(원자재) 가격
(기본적으로 광물 및 탄화수소 가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ECLAC
2008b).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역별/부문별로 구분해보면 자연
자원개발 분야가 가장 큰 비중으로 안데스 지역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
된다(그래프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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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남미 안데스 지역 외국인(FDI) 부문별 비중(브라질 제외) 2007~12 (%)

자료: ECLAC(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 37,
2013년 4월 공식통계 활용, 지역별·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참조.

2007~11년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는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지역(안데스
지역 포함)에서 자연자원개발 분야로(특히 광물자원) 개발 투자가 큰 비중
(4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총 투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제조
업 분야에 비해 거의 3배나 많은 양이다. 2012년에 들어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데 비해
자연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이 지역
에 대한 투자는 300억 달러에서 2012년에 1,430억 달러로 4배 급증했다. 특
히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은 2000년 11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580억 달
러까지 증가했다. 구체적인 투자 부문을 보면 칠레의 경우는 2012년 총 300
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절반(49%)이 거의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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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콜롬비아는 2012년 156억 달러의 투자액 중 50%가 석유개발, 광물개
발에 투자되었으며 페루의 경우는 총 투자액 122억 달러 중 50~70%가 넘는
액수가 광물 개발에 투자되었다(CEPAL 2013; Raul Zibechi 2014).2)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남미지역 안데스
개별 국가들의 중앙정부들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자연자원 개발 및 관리에서 기존과는 다른 공정하고, 지속가능하
며, 그리고 생산적인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의지와 국가능력 배양, 그리고 무엇보
다도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데 이는 이 지
역의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 발전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역사적인 경
제 저발전의 유산, 지속적인 빈곤 및 사회 불평등 제거, 그리고 개발 과정에
서 경제적 비효율성 극복이라는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자연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이후에 새로운 접근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보고 본
론에서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새롭게 논의 중인 자연자원 거버넌스
개념을 다양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가치(value)’-‘제도(institution)’, 그
리고 ‘관리 과정(management process)’ 차원의 접근 논쟁들을 범주화해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개별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점들
을 살펴보겠다.

2) 이러한 투자 경향은 브라질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르다. 2012년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총액
인 660억 달러 중에 40%는 부가가치 생산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부문에 투
자되었고 자원개발에는 단지 13%만 활용되었다(Raul Zibech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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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발전과
연구방법(비교)
1. 기존 자연자원 개발과 경제발전 상관관계 연구
자연자원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좀 더 경제적 관점의 ‘자원의
저주’ 이론이 대표적이다. ‘자원의 저주’ 혹은 ‘풍요의 패러독스’ 이론(‘Resource
Curse’ or ‘Paradox of Plenty’)에 의하면 자연자원이 많은 국가가 역설적으로
그 자연자원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더뎌지고 개발로 인한 사회적 재분배는
더욱 열악해져 사회적 불평등, 빈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예를 들어 일명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현상 분석에 의하면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자연자원 소유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상
승하여 여타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네덜란드가
1959년도에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나서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국내 산업발전의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되어 전체
적으로 보면 경제 발전에 문제를 일으켰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이론인 비
교우위론에 입각해서도 자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자연자원 개발 및 이의
전략적 수출에 특화하는 것이 자원 보유 국가가 ‘더 부유해질 수 있는(Better
Off)’ 방법이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저주의 문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생산 및 수출 특

3)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는 용어는 Richard Auty(1993)의 저서 “Sustaining Development
in Mineral Economies: The Resource Curse Thesis”(Routledge 출판사)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신현준 2005: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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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패에 이르는 원인은 자연자원
개발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 소유 국가의 ‘거버넌스 문제점
(problem of governance)’, 혹은 ‘거버넌스의 질적(quality of governance)’ 발전
의 실패가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폴 콜리어 외(2005)에 의하면,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한 국가들의 경우 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 흔히
가부장주의(patronage), 포퓰리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공정 선거,
경쟁 선거, 안전, 그리고 시민권에 근거를 둔 민주적(democratic) 시스템의
부족”, 다시 말해서 ‘질적 거버넌스’의 실패(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2005: 625)가 오늘날에도 자원의 저주는 물론 자원개발을 둘러싼 수많은 갈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지만 위와 같은 거버
넌스의 실패, 부패와 빈곤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우위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급격
히 경제 발전을 시작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오일,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자연자원 소유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이며,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더욱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주요 ‘원자재 이론(Staple Theory)'은 개발도상국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이들 국가의 부존 자연자원 수출(특히 원자재 부문)에서 새로운 고
용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축적은 가능하며, 이후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 발전(특히 제조업 부문 재투자)해
다양한 경제발전 및 성장 패턴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또다시 기존 원자재 이론에서 지적한 바처럼 반드시
경제발전에 있어 풍부한 자원이 ‘단지 축복(blessing)이 아니라 저주(curse)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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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린 이유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특화해 원자재 수
출 중심을 강화, 경제발전에 접목시킨 중동지역 및 남미 자원 부국들의 경제
성장 효과가 지극히 저조했기 때문이다(Sachs and Warner 2001; 신현준
2005: 6 재인용).
또 다른 개념인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는 “자국의 영토 혹은
영해에 있는 자연자원이 이를 보유한 국가의 재산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혹은 국가 민족주의 개념이 강화된 의미로서 자원은 사적 이익이 아닌 전체
국가 이익 증진에,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자원민족주의 차원의 자원개발은 다시 말해서, 최고 정
책결정자 자신들과 그들 그룹의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총체적 ‘지대(rent)’는 국가-민족의 발전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
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로는 자연자원 가격인상, 자원채굴
삭감 조치, 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부 개발 참여 허용 및 배제, 혹은 전면
적 국유화의 선택 등 다양하다(손혜현 2012). 요약하자면 ‘자연자원 개발로
부터 국가 세입을 최대화하고 개발에 있어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민족주의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최근 돋보이
는 볼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은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 국가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
한 경험의 산물로 특히 거듭된 역사적 시행착오 끝에 최근 등장한 21세기형
자원민족주의는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정치적 혹은 이념적 목표에
주력하였던 과거와 달리 경제 이익 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주
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이상현 2007: 57). 이에 더하여 21세기형 자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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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 개념은 1970년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의 결정(특히 국가 소유
권 논쟁), 국제 시장에서 자연자원 가격의 인상에 대한 일시적인 정책 결정
등의 단순한 논리와는 달리 좀 더 글로벌한 차원의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들로 작용해오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자원안보 확보, 화석연료 생산 방식에서
기후변화 대응,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가미된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감축
(Halina Ward 200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의 실현 등이 그 이유들이다.4)

2.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 개념과 방법
기존 전통 경제학적 분석인 ‘자원의 저주’ 혹은 ‘원자재 이론’, 정치적 이
데올로기가 강조된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시대적 논쟁을 넘어 언급했다시
피 오늘날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념은 폴 콜리어의 ‘기존 시스템 극복
혹은 다양한 개념의 질적 거버넌스 시스템 정립’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1) ‘사회정의’에 입각
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2008)의 자원개발 과정에서 ‘3R(재분배;
Redistribution, 인식; Recognition, 대표성; Representation)’은 대표적이다. 이
에 더하여 2) ‘환경정의’ 차원의 21세기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 논쟁도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입각하여 추가적으로 논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
히 남미 안데스 지역 공동체들의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 위와 같은 ‘정의론’

4) Halina Ward는 자원민족주의 형태를 자원의 생산국, 소비국, 투자대상국가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유형은 이중으로 겹쳐 존재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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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논쟁이 상당히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개념-현실 부합성이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공통으로 나타내고 있는 참여와 대표성 논쟁에서 기
존에는 소외되었던 안데스 지역 원주민 공동체들의 존재, 사회정의론 차원
에서 살펴보면 자원개발과 소득 재분배가 첨예한 이슈인 빈곤 국가들이라는
특징, 지정학적으로도 아마존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연자원 개발과정
에서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환경보호 고려 및 이의 정책적 이행 딜레마
존재 등이 위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 논쟁은 특히 남미 안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자연자원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새
로운 이슈는 아니었다. 오랫동안 식민 역사와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 문제는 단지 자연자원 수탈 역사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 수면 위
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중요 정책 결정이나 거버넌스 논쟁에서 그동안 중요
한 결정 변수로 등장하지도 않았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이
지역에서 불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자원 개발 붐은 새로운 관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자원의 저주, 환경파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광산개발 투자 증
가, 중국의 원자재 요구와 자연자원 개발 투자 증가로 인한 이 지역 환경파
괴 문제는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신문 가디언(The
Guardian)에 의하면:

5) 에두아르두 갈레아노(Eduardo Galeano)의 역작인 ‘수탈된 대지로서 라틴아메리카(open veins
of Latin Ameri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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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의 제2의 아프리카화는 되지 않겠다. 21세기 들어 엄청난
규모의 자원개발 증가는 이 지역의 환경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현
재까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대규모의 중국 국영기업들의 광산
개발 투자 중남미 러시는 이 지역 환경오염을 덜 발생시키고 있지만– 석
유개발 다국적 기업인 셰부론(Chevron)의 경우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석
유 개발 과정에서 발생시킨 환경오염에 대해 현재 190억 달러의 소송 중–
향후 중국도 이 지역 자연자원 개발 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남미 안데
스 지역의 환경오염 증가의 주범으로, 그리고 환경파괴의 중요 외부 세력
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6)

위와 같은 거버너스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분석 변수들 예를 들어 사회
정의, 환경정의 등의 새로운 가치들이 내재한 이들 남미 안데스 개별 국가들
의 민주적 시스템(제도) 구축 변화를 추적해가면서 과연 안데스 지역에서 새
로운 형태의 자연자원 거버넌스는 발전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체성
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자원의 제도적 관리 혹은 관리 메커니즘 개발과 이의 이행/사회
정의 및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과정으로서 논쟁에 많은 아이
디어를 제공하고 있는(특히 자연자원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을 대
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인 ‘New Political Spaces in Latin American
Natural Resource Governance(Havard Haarstad 2012)’를 참고할 것이며, 제도
개혁과 질적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을 1차 자료들로는 새로운 ‘자원 개발 관
리 방식(resource management)’을 위해 요구되는 ‘질적 거버넌스’ 평가 기준
들-법과 기구를 통한 제도 개혁(Institutional and Legal Setting, 환경영향평가

6)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mar/26/china-latin-america-resources-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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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적 영향 평가 포함), 투명성과 참여성 보장을 위한 개발에 대한 정부
의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보 공개 관행(Reporting Practices)의 변화, 자
원 개발 이행에 대한 안전성 및 정책적(개발 허가 등) 통제 정도(Safeguards
and Quality Controls), 자연자원 개발 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한계
(Enabling Environment, 부패 정도 포함) - 및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제공하
는 국제기구들의 사전 분석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7) 예를 들어,
‘자연자원 거버넌스 국제기구(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평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자원 거버넌스 정도를 4개 항목으로 범주화해 분석
평가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이 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경우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경우, ‘만족스러운’ 수준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는가 하면, 현재 좌파 정부들이 집권하고 있는 에콰
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부분적 만족(partial)’ 수준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국가들인 페루는 ‘만족’을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부분적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도 세부적
인 혹은 부문별 평가 기준에 의하면 더욱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8)

7) 예를 들어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
8)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방법도 다소 계량적 수치를 통해 정량적 평
가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가치’ 중심적 정성 평가를 덧붙여 분석에 대
한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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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미 국가들의 자원 거버넌스 정도 평가(2013년 기준)

자료: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

2014년 발표된 자연자원 거버넌스 헌장(Natural Resource Charter)에 의하
면 질적 차원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분야에서 오늘날 특히 중요하게 부각하
고 있는 개념들과 인식 혹은 평가 지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원개발에 있
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정부 부처), 법적 제도(예를 들어
자원개발법), 그리고 이를 통한 최대 이익의 시민사회 분배 보장; 2) 자원개
발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에 정보 공개; 3) 자원의 생산과 자
원개발 이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권리의 할당; 4) 세금 체계와 계약
관계는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인하면서 자원의 완벽한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 5) 더 나아가 새로운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은 지방
정부의 이익 실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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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이 상쇄되어야 하며; 6) 공기업의 경우는 상업적 효율성과 명확
한 권한 부문에서 명확한 책임성을 지녀야 하며; 7)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된
세입의 사용에 있어 정부는 최상의, 그리고 공정한 결과 확보, 혹은 미래 세
대를 위해 투자되도록 해야 하며; 8) 자원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정부 재정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예산 사용의 안정성 확보; 9) 중앙 및 지방 정부 수준
에서 공공 지출의 효율성 확보; 10) 자원개발 산업과 연계한 경제의 다양화
를 통해 사적 부문의 투자를 용이하게 유도해야 하며; 11) 자원개발에 참여
하는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환경권, 사회권 및 인권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고; 12) 마지막으로, 개별 정부들과 국제기구
들은 자원 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의 증진과 이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Natural Resource Charter 2014).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념들
(평가지수들)과 이의 정책적 이행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
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그림 3 참고).

그림 3. 자연자원 개발 헌장 가치 사슬(value-chain)

자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Natural Resource Charter”,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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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인 안데스 3개국의 경우와 다른 지역 및 국가들을
비교 관찰해보면 만족스러운 ‘굿 거버넌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 노르
웨이(98), 영국(88), 호주(특히 광물 부문 85),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도 브
라질(80), 멕시코(77), 칠레(75), 콜롬비아(74)-에 비해 이들 3개국은 상당히 저
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지수에서 보듯이 볼리비아는 53점, 에콰도르는
58점, 페루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나은 73점을 기록하고 있다(표 1, 표 2 참고).

표 1. 자연자원 개발(탄화수소에너지, 광물 부문) 거버넌스 비교 분석
(선별된 거버넌스 선진국 vs 안데스 국가들)

질적 자연자원 거버넌스
주요 항목/국가(순위)

노르
콜롬
에콰 볼리
웨이 영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칠레 비아 페루 도르 비아
(1)
(3)
(4)
(5)
(6)
(8) (9) (11) (18) (24)

자원개발 관련
제도발전(법/기구 등)

100

79

88

81

84

77

75

88

70

80

자원개발 및 생산 관리
분야 투명한 정보 공개

97

91

97

78

82

74

73

83

64

47

자원개발 안전 보장 및
질적 관리

98

83

65

96

81

65

91

56

65

63

자원개발 정책 이행
환경(투명성 및 부패)

98

93

96

66

53

87

58

55

28

32

주: 안데스 3개국의 정도를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 평가지수의 평균값 순서대로 비교 평가함.
자료: Revenue Watch Institute,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Measur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il, Gas and Mining Sector, p. 8.

자연자원 거버넌스 평가 지수가 좋은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차이도 물론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번째 항목인 자원개발 관련 제
도발전(법/기구 등) 분야에서는 대부분 70~80점대(노르웨이 제외)를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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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거버넌스 평가 지수에서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부문은 제도와 계획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개발
정책의 이행 환경, 예를 들어 정책 이행의 투명성 및 이행 과정에서 심각하
게 존재하고 있는 부패 문제가 제도 발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
80점대를 넘어선 칠레를 제외하고 심지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가
50~60점대 순위에 있으며 이보다 더 열악한 경우는 에콰도르(28)와 볼리비
아(32)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

3. 1980년대 이후 남미 민주주의 발전과 자연자원 거버넌스(NRG) 변화
오늘날 자연자원 거버넌스 개념은 개별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자
원의 이용을 위한 조건들과 접근에 있어 행위자들(자원 이용자 및 개발 권한
을 가진 세력) 사이에 발생하는 임박한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실천, 절차, 메커니즘 등의 정치적 제도 개혁이나 이러한 제도
들을 창출’ 및 이의 정책적 이행으로 정의된다(Ravnborg et al. 2012: 2). 일종
의 자연자원 개발과 관리의 ‘제도화 과정’과 이의 ‘정책적 이행’으로서의 이
해가 핵심이다. 물론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은 개별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경
제구조, 사회적 인식, 행정 관료주의, 다양한 문화적 포용 및 상이한 정책 이
행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따라서 거버넌스 시스템은 개별 국가들
마다 제도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도들은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관리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자
연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내적·외적 행위자들과의 협상 능력도 상당히 중요
하다. 이에 더하여 다소 시기적 구분은 있지만 오늘날에는 자연자원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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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혹은 환경 거버넌스 개념과의 조화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desarrollo sostenible) 모델의 지구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방향 제시 측면에서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변수이다. 거버넌스 운용 및 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올
바른 절차와 제도 이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
책결정 참여성(participatory) 보장, 자연자원 개발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투
명성(transparency) 확보 및 책임성(responsibility) 획득 등의 문제는 특히 개
별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거버넌
스 시스템 구축에 가장 중요한 논제이자 중요 변수로 등장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위에서 언급한 3R 개념과 대부분 이해를 함께하고 있으며 그 가치
방향성에 있어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물론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에 자연자원은 개발 관리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목적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지역에서 민선정부들의 등장(1983년
아르헨티나, 1985년 브라질 등)과 정치발전(민주화:democratization)을 통해
자연자원 거버넌스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 행위자로
기존의 중앙 집권 국가와 제도적 틀에서 탈피하여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와 시장의 역할에 중심을 둔 자연자원의 관리로 변화가 모색되었다. 특히 자
치 형태의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및 사적 및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독려되었
다. 일명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연자원(농업, 산림 및 에너지 개발)의 관리와
이용을 리드해왔다. 동시에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사회 세력들의 정치 참여
증가는 자연자원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과 비정부기구들
(NGOs) 및 학계 연구소들과 연합을 통해 지방의 자연자원 이용자들과 공동
체들을 중요 행위자(이해당사자)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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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신조어는 정책결정 과정에
서 지방 세력들과 글로벌 행위자를 연계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연자원 관리
네트워크를 요구했다(Michiel Baud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이와 같은 초기의 시도들은 남미지역이
구조적으로 내재한 지속적인 불평등, 빈곤, 부패, 폭력의 유지 등으로 한계
를 드러냈으며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제도적 이행과 국가 능력의 부재 문제
등은 여전히 거버넌스의 불평등만을 더욱 심화시켜 효율적인 정책 이행으로
는 옮겨가질 못했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탈중앙화, 지방정
부의 참여 강화 등이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의 변화를 리드했지만 실질적
으로 사회정의 차원의 소득 재분배 실현, 그리고 환경정의 차원의 환경보호
등은 다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몇몇 사례를 통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 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2000~13년) 남미 안데스 지역은 새로운 좌파 정부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자
원 거버넌스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하상섭
2013c).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다른 좌파 정당들
의 등장과 환경정치 엘리트들이 등장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해오고 있
다. 이들의 정치적 의제들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질서와는 다른 형태의 자연
자원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소외 세력들(예를 들어 ‘원주민 공동체’)의 정
책결정 참여 강화나 자연자원 개발과 이용의 ‘사회정의’ 실현(혹은 ‘환경정
의’)을 통해 다른 유형의 발전(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스출로스베르그와 데이비드 카르더스(David Schlosberg and
David Carruthers 2010)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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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위자들로서 ‘원주민 공동체’들을 주목하고 있다. 사회운동 혹은 환경운
동 차원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원주민 공동체 운동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재정권
의 붕괴와 더불어 민선 정부들이 등장했고 이들 정부의 민주주의 신뢰 회복
과정에서 이들 원주민 공동체를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로 부각해 왔고 특히
이들 공동체를 중요 시민사회 정치 참여자로 인정하는 다양한 제도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주민 공동체를 수용하는 동화주의 정책
들이 마련되었으며 ‘다인종사회’ 혹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헌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급속한 자원개
발 과정에서 방치되었거나 혹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공동체 지
역의 토지오염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은 원주민 보존지역의 자연자원 불평등
개발 문제와 더불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원주민 공동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탄화수소 에너
지 및 광물 개발 다국적 기업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David
Schlosberg and David Carruthers 2010: 14).9)
물론 남미 안데스지역에서 자연자원 거버넌스는 여전히 이분법적 과정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외부 국제사회의
압력과 변화된 사회구조와 일반 시민사회에서부터의 내부 압력이 동시에 존
재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정의(생태계 보호)의 균형
사이에서 딜레마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이슈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미 좌
파정부들이 추구하는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황 개선(빈곤 감축, 식량안
9) 구체적인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환경정의 및 환경 갈등 관련 사례 분석은 정경원 외
(2012),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환경정의: 쟁점, 약속, 실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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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확보, 사회불평등 제거)과 국가 공공재로서 환경 서비스 제공(생물다양
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자원 거버넌스에서 다루
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회발전 및 환경정의 차원의 환경서비스
개선 노력들은 종종 광물개발, 에너지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거대 인
프라(SOC) 건설 프로젝트 등 다소 규모의 경제 프로젝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에콰도르의 야수니 국립공원 석유개발 프로
젝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야수니 ITT 국제신뢰펀드는 무산되었으며
에콰도르 정부(R. Correa 정부)와 의회는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보다는
석유 에너지 개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시켰다(2013년 10월 기준).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및 학계,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자원 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에서 배제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동시에 참여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참여 거버넌스
의 실패 사례라는 지적들도 존재한다(하상섭 2013b). 실질적으로 안데스 3개
개별국가들의 거버넌스 평가지수를 정성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한계 이
유들을 알 수 있다.

Ⅲ. 안데스 3개국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질적 변화와 한계 고찰
위의 개념 논쟁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적 수준에서 자연자원 거버넌스 관
련 연구 기관들(예를 들어 RWI 같은)이 중요한 모범 사례이자 질적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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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평가 지수로 구성 평가하고 있는, 혹은 좀 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고
찰하고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보다 큰 범주에서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
를 위한 제도발전,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정책 이행 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내부 환경 조성 여부들이 대표적이다. 이를 좀 더 미시적 수준에서 특
히 제도 개혁 부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자원개발 관련 분야 정보 공개법
존재 여부, 자원개발 관련법과 기구 설립, 오늘날 국제협력 기구 중 하나인
자원개발 산업 투명성이니셔티브(EITI)에 참여 여부,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의 제도화, 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 재정 이전 규칙 마련 등 다양한 내용
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도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주요
분석 항목 중에 하나이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들의 정책적 이행과 관리 부
문도 중요한 거버넌스 평가 대상들이다. 예를 들어 자원개발허가 이후 사후
감시와 관리 정책, 투명한 개발 예산 집행 과정 관리, 자원개발 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 갈등 조절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여부, 개발 이익의 지
방정부 이전 규칙 준수 여부, SOC의 국제표준 회계 적용 등이 중요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데스 3개국이 자원개발 거버넌스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지수들, 예를 들어 국제투명성 지수(TI), 부패방
지지수, 공개예산지수(IBP Index), 책임성 및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거버넌스
지수(WGI)의 시민의 능동적 참여 지수, 정부효율성 지수(WGI), 법치주의
(WGI) 준수 등의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어 자원 거버넌스 평가 항목을 이루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안데스 3개국의 개별 국가
들 사례를 비교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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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년 안데스 국가들의 질적 자연자원 거버넌스 지수 비교

자연자원 거버넌스 주요 4항목 및 안데스 개별 국가들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제도개혁

70

88

80

자원개발 관련 분야 정보 공개법

100

100

67

자원개발 부문 입법화(자원개발법)

100

100

100

자원개발산업 투명성이니셔티브(EITI) 참여10)

0

100

0

독립적 허가 과정

83

100

50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요구

50

100

100

세입징수 명확성

100

100

100

공공 부문 균형

0

0

100

법에 근거한 지방정부 재정 이전 규칙

100

100

100

투명한 정보 공개

64

83

47

허가 절차 및 과정

83

67

0

계약 관계

67

100

33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17

100

0

자연자원 개발 데이터

50

100

17

생산량 공개

100

100

100

생산 가치 공개

67

67

67

세입의 1차 자료 공개

33

67

44

세입의 2차 자료 공개

22

40

0

보조금 지급 공개

0

33

67

개발 회사의 공개

100

100

0

명확한 개발 관련 SOC 보고서 공개

50

-

17

SOC 생산 데이터

95

-

76

SOC 세입 데이터

60

-

67

10) ‘자연자원 개발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개별 정부들, 기업,
시민사회가 연합해 만든 조직이다. 이 조직은 자연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세입에 대한 정보
공개는 물론 이의 투명한 관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
표준이 있다. 남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페루만 표준 준수 국가로 가입되어 있다(http://eiti.org/eiti
참조). 콜롬비아는 2014년 현재 2016년 OECD 가입을 위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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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자연자원 거버넌스 주요 4항목 및 안데스 개별 국가들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0

-

0

SOC 위원회

100

-

50

지방정부 이전 보고서

100

100

100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고서

100

100

100

안전보장 및 질적 관리

65

56

63

개발 허가 과정 관리

56

56

33

예산 집행 과정 관리

44

33

33

정부 보고서의 질적 평가

83

67

79

이익 갈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100

0

100

SOC 보고서 질적 평가

67

-

83

SOC 보고서 회계감사

50

-

33

SOC의 국제표준 회계 적용

100

-

0

SOC 준재정 활동

SOC 관련 이익 갈등 공개

0

-

100

지방이전 보고서 질적 평가

50

83

67

지방 이전 규칙의 중앙정부 준수

100

100

100

정책 이행 환경

28

55

32

부패-국제투명성 지수(TI)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거버넌스
지수(WGI) 중 부패방지지수 기준

28

54

37

공개 예산지수(IBP Index)

30

85

18

책임성 및 민주주의-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거버넌스지수(WGI)의 시민의 능동적
참여 지수

43

57

50

정부 효율성 지수(WGI)

29

47

39

법치주의(WGI)

12

32

13

주: 각 부문의 수치를 합한 항목별 평균값은 전체 평균 점수들과 맞지 않을 수 있음. 3개국 비
교 분석 과정에서 일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별한 항목 값만 인용하여 비교 분석함(전
체 통계는 원문 참조).
자료: Revenue Watch Institute(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를 참조하여 에콰
도르, 페루 및 볼리비아 개별 국가 사례 선별적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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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콰도르의 자연자원 개발 관련 질적 거버너스 평가: 제도개혁 및
정책이행 문제
에콰도르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 개발 산업에 상당히 의존적이며 광물 에
너지 분야 개발 산업 비중이 GDP의 20%(2011년 통계)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에콰도르 수출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
한 관련 제도 개혁(국유화법 제정)은 자연자원 개발에 있어 개발 기업들과
재협상(재계약)을 유도했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자
연자원 개발 및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
르는 남미 지역에서 5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다.

표 3. 에콰도르의 자연자원 개발과 경제 영향

분류 및 연도
인구(백만)

2000

2005

2011

12.35

13.43

14.67

GDP(단위: 십억 달러)

20.3

41.8

65.9

1인당 GDP(달러)

5,381

6,510

7,655

24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세입(정부 총세입에서 %)
자연자원 수출(총수출에서 %)

50

59

58

자료: Revenue Watch Institute(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좀 더 구체적으로 에콰도르의 자연자원 매트릭스를 보면, 에콰도르의 석
유 매장량은 남미 지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45억 배럴에 달했다
(2008년 통계 기준). 2007년에 에콰도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재가입
했으며 2007년 일일 생산량은 51만 2,000배럴을 보였다. 이는 에콰도르 정부
의 2000~05년 사이 재정수입의 4분의 1과 수출에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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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았다(표 3 참고).
하지만 좌파 정부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에너지 부문은 지
속적인 정치적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라파엘 코레아 정권의 등장 이전(2007
년 이전)에는 사적 부문,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사적 석유회사들의 경우
총 생산의 44%(2001년)에서 63%(2005년)까지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
며 이들의 개발 이익은 꾸준히 증가해올 수 있었지만 2006년 외국인 석유회
사의 세금 문제 및 몇몇 계약의 위반이 에너지 부문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자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에콰도르의 에너지 개발 부문을 국유화하고
사회정의 실현, 빈곤감축을 위한 정부 세입 증가 필요성 등을 논리로 생산과
개발에 대한 이전 서비스 계약을 전면 개편했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헌법).
2008년 10월 새로운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
다. 새로운 법적 제도 장치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개발 부문을 통제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석유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의 양도할 수 없는 소유권을
선언했다. 모든 외국인 석유회사들은 정부와 다시 서비스 재계약을 추진했
지만 에콰도르 석유 생산의 11%를 책임지던 시티 오리엔테(City Oriente)사
는 에콰도르를 떠나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현재) 에콰도르의 에
너지 부문에서 서로 다른 총 20여 개의 외국인 회사들이 에콰도르 에너지
생산 및 개발의 46%를 담당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psol, Andes Petroleum,
Chinese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Perenco and Agip 등).
에콰도르의 경우 비록 대규모의 광산개발 프로젝트들은 없었지만 2007년
이후 광산 개발을 둘러싼 지역 및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2008년
새로운 헌법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석유 에너지 부문과 동일한 정의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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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 부문 자원개발과 동일하게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
와 관리 등 제도 개혁을 상당할 정도로 추진했다.
2008년 에콰도르의 새로운 헌법은 과반수가 넘는 국회 여당의 힘에 힘입
어 제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특
히 시민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그 기능을 강화했으며 정부 정책 결정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공공정보의 접근 및 공개법(일명 LOTAIP)’을 만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지수 평가(표 2)에서 보듯이 자연자원 개발
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정부 보조금, SOC 준재정 활동공개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에콰도르의 석유 산업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생산을 위해 처
음으로 국제입찰에 참여한 국가이다. 1990년대에는 자연자원개발에 대해 신
자유주의 방식에 따라 시장을 더욱 개방했으며 외국인 개발 회사들의 투자
를 더욱 강화해왔다. 2003년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료되면서 사
적 부문의 개발은 일일 50만 배럴에 이를 정도로 더욱 증가하였던 반면에
에콰도르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의 경우는 생산량
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회사들에
의해 점유되면서 특히 세금과 계약 기간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었고 정부는
2006년 옥시덴탈 석유회사(Occidental Petroleum) 자산을 인수하면서 이 부
문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11) 이렇듯 자연자원 거버넌

11)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세입의 활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지출에 활용했다. 10억 달러를 교육 부문에, 그리고 4억 달러를 건강 서비스에 지출했
으며 연료 보조금만 해도 20억 달러에 달했다. 정부가 약속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
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했다. 석유 초과 이득세(oil windfall
profits tax)에 대한 세율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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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새로운 중앙통제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에콰도르 공공
부문에 대한 낮은 정책 이행 투명성 때문에 기껏 만들어놓은 제도는 그 신뢰
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개 예산 지수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이행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에콰도르는 국제부패지수 레벨 평가에서 163
개 대상 국가 중 13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드뱅크의 부패통제 거버넌스
지수에서도 낮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개발기업들은 의무
적 혹은 제도적으로 감사를 받지만 감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또 다른 최근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실패 사례는 기
존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방식에서 다시 재중앙화(recentralization) 행
정개혁을 추진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야수니 국립공원 프로젝트에서 발
견된다. 빈곤감축, 사회정의 실현, 야수니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변
화 대응 및 원주민 공동체의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
되었던 야수니 국립공원 석유 생산 중단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이다. 자연자
원 개발에서 강력한 중앙통제 방식과 다양한 관련 정책 결정 참여자의 배제,
그리고 국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책적 혼선이 낳은 결과이지만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프로젝트 추진의 투명성 부족,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부족(야수니 신뢰 기금 조성 실패), 지역 공동체(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 배제 등이 가장 큰 실패 원인들로 분석되고 있다. 자연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개혁, 정보공개를 통한 자원개발 산업의 투명성 제고, 안전보장 및
질적 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 분야에서 평가를 해보면 가장 열악
한 부문이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특
히 정책 이행 신뢰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인 정부의 부정부패는 여전
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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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했듯이 라파엘 코레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다소 이상적이긴 하
지만 자연권을 보장하고 ‘좋은 삶’이라는 사회정의 및 환경정의 철학을 실현
하고자 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이익 우선 거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및 빈부 갈등 제거, 특히 생물다양성 및 원주민지역 보존 차원
의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 파괴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의 단적인 예가 ‘야수니 국립공원’ 탄화수소(석유) 개발 유보였으나 결
국 2013년 새로운 자연자원개발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물론 코레
아 정부는 여전히 환경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자연자원 개발을 실시하고자 약속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정부 세수입을 증대해 원주민 공동체의 복지(예를 들어 수자
원 관리 및 상수도 위생)를 지원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정의 차원에서 자연권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생태주의를 내세우며
원주민 공동체의 복지 및 소득 분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은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 부족(특히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국가
능력)으로 실패했다.

2. 페루의 자연자원 개발 관련 질적 거버너스 평가: 제도개혁 및 정
책이행 문제
페루는 세계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가로 알려져 있다. 주로 금과 구리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광물개발 산업 분야가 페루 GDP의 11%, 수출의 64%
비중을 차지했다(2011년 통계).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광물생산국으로서 페
루는 상당히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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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은, 주석, 아연, 창연(bismuth) 생산에서 세계 3번째 생산국이었으며
구리, 납, 레늄(rhenium) 자원은 4번째, 금과 몰리브덴의 경우는 세계에서 5번
째 수준으로 많은 광물자원 생산국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광물개발 산업들
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방식인 민영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
화 정책을 통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었으며 페루의 광
물에너지부에 의하면 페루는 이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인도네
시아를 이어 세계 5번째로 광물 분야 외국인 투자 선호국가로 등장했다. 250
개가 넘는 해외 광물투자기업들이 활발한 진출을 해왔다. 지속적으로 광물
자원이 페루 경제발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종 국제시장에서 광물
및 자연자원(원자재) 가격 충격이 있을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자연자원
관리기금이 없어 상당히 대외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자원 거버넌스
및 지속적 관리에서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991년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민영화를 선택했으며 오늘날에도 상당할 정
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표 4. 페루의 자연자원 개발과 경제 영향

2000

2005

2011

인구(백만)

분류 및 연도

25.86

27.56

29.40

GDP(단위: 십억 달러)

68.0

89.9

176.9

1인당 GDP(달러)

5,543

6,387

9,037

0

0

60

64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세입(정부 총세입에서 %)
자연자원 수출(총수출에서 %)

46

자료: Revenue Watch Institute(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페루 개별 국가
자료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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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개발 산업은 페루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05년 기준으
로 광물산업이 GDP의 6%, 그리고 국가 세입의 10%에 달했다. 비록 광물 생
산(철광, 금, 은, 구리)이 2006년에 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제시
장에서 광물가격 인상으로 거둬들인 수출 이익은 53%까지 증가했다. 천연
가스 매장량 수준은 남미 지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 자연자
원 개발에 대한 미래 잠재성은 상당히 큰 편이다. 2010년 LNG와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SOC 인프라 건설이 완공되면서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붐이 일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많은 외
국인 투자기업 및 사적 기업들이 참여 중인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 개
발 프로젝트로 생산, 운송, 분배를 포괄해 진행되었다. 초기 프로젝트는 안
정적인 국가 규제와 아마존 지역 환경보호가 요구되었다. 자연자원 거버넌
스에서 환경보호,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제도적으로 접목
되면서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실험이 되었다.
페루의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부문에 대한 보고서를 내
고 있는 ‘시민참여제안(Propuesta Ciudadana)’에 의하면 2004~05년 페루의
광물개발 생산량은 31%나 증가했고 2005~06년에는 56%까지 증가했다.
2004년과 비교해 2005년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이익은 400%까지
증가한 반면에 광물 개발 분야는 단지 60% 증가에 그쳤다.12) 페루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 기업소득세(30%)를 부과하여 국가 세입 마련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제도적으로 광산 개발 분야에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 총매출액

12) 이에 대한 데이터 및 통계는: http://participaperu.org.pe/apc-aa/archivos-aa/3c6bb51ada688b58c
57cb18308d59d73/GPC_9_1.pdf 참고.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
peru/extractive-industries에서 재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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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3 % 구간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이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을
돕고 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이러한 로열티 지급으
로부터 면제를 받고 있기도 하다.
페루는 일일 오일 생산이 약 11만 5,000배럴에 달한다. 연간 페루 예산의
17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은, 구리, 금 생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광산
개발 및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지방정부
로 이전해주는 일명 ‘카논(Canon)’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2006년에만 GDP의 1%에 달하는 예산(약 10억 달러)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
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지방정부로의 예산 이전은 몇몇 주에 국한되어 있
어 지방정부 간 형평성의 갈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이전에 대한 문제점 혹은 페루 정부의 정책이행 관행은 다소 비판적이다.

“카논 미네로의 도입은 자원 붐 경제로 형성된 초과 이윤을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분배하여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구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과 분배 과정을 관리하고 감시할 외
부 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지
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
려보다는 즉각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의존할
경우, 카논 미네로의 분배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단순한
정치적 보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이 보장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는 체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양
산하며, 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집행되지 않은 카논 미네로가 향후 보
다 장기적인 공공사업에 투자되기보다는 소수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전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혜를 요구하게 된다. 카논 미네로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투자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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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예산의 분배와 집행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
고,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강정원 2014: 1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경우는 질적 거버넌스 지수 평가(표 2)에서 나
타나듯 여타 다른 자원 풍요 국가들인 안데스 국가들과 비교해 자연자원 개
발 산업 관련 세입과 정부지출의 투명성은 많이 개선되었다. 오일, 천연가스,
광물 산업 세입과 분배, 그리고 그 이용에 대해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개발 산업 투명성 이
니셔티브(EITI)’에 남미 지역 안데스 국가들 중 유일하게 참여하면서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해 질적 자연자원 거버넌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에 대한 정보, 기업 소득세 지불, 기업의
사회적 분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투명한 정책 이행 정보는 상당히 부족
하다.
2000년대 들어 민주주의 질서 회복과 2006년 평화로운 정권교체, 그리고
2012년 좌파 정부의 등장이라는 엄청난 정치 변동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여
전히 시장경제와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 지표(교육, 의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페루의 자
연자원 개발과 연관되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율 저감이다. 여전히 페루
인구의 절반인 2,8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인프라 부족은 미래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공공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제도 개혁은 물론 공공정책 이행에 커다란 장애
요소이다. 평가 지표에서 보듯이 정부의 세입에 대한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2001년 재정투명성 및 책임법, 2003년의 공공 정보 접근과 투명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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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선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EITI)으로 자원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공공 정보가 공개되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지연이나 신뢰성 부족이 문제이며, 특히 자원
이 풍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제고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EITI 정보 범위의 지방정부들로 확산 시스템 필요).
공개예산 지수에 의하면 페루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연자원 개발 관련 정
부 예산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이
용 평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행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회계 감
사 평가 정보는 없는 것이다.1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예산 이전은
2000년대부터 탈중앙화, 지방자치 강화, 국제시장에서 광물 가격 상승에 힘
입어 증액되어왔다. 이러한 예산의 원천은 페루 재무부가 광물 및 탄화수소
에너지 산업에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나 로열티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이 재원의 50%를 지방정부에 이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의 불공평한 분배 시스템은 몇몇 주정부에 정
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정치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비판(강정원 2014)
과 더불어 형평성의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은
2003년 공공정보 투명공개법 제정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헌법
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는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는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자연자원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이다. 이전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자원개발은 경제성장 논리에 집중되
13) www.openbudgetindex.org에서 자료 확인 및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peru/transparency-snapshot 재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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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많은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 특히 아마존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자원개발을 허용했으며 정부는 이에 저항하는 원주민 공동체들을 공권력 행
사를 통해 폭력적으로 억압했다.14) 하지만 점차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된
지방민과 원주민 공동체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다. 예를 들어 페루 정부는 기존에 광업부와 에너지부 소
관이었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을 2008년에 새로 설립된 환경부로 이
전시켜 개발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평가를 강화하는가 하면 특히 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최대 허용치를 제시하는 환경평가기준
을 공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페루 북동부 아마존지역에 ‘환경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석유 개발로 인한 키추아(Quichua)와 아수아르(Ashuar) 원주민
공동체의 거주지 보호 및 지역의 환경오염 사태에 개입해 다국적 석유개발
회사인 플러스페트롤사에 90일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오염물질
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별도로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아래 기사 참고). 일종의 환경정의 차원의 대응이 원주민 공동체 보호,
그리고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이들 공동체에 돌려주는 사회정의 차원의
노력과 동시에 정부 정책 변화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원주민 공동체들
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14) 이에 대한 개발 및 사회갈등 혹은 환경사회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기현(2011)의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석유개발과 환경사회운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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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페루 아마존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자연자원개발과 환경오염 저항

기사설명: Pluspetrol 석유회사 페루 아마존 북동부 지방의 Pastaza 지역에서 지난 40년간 석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 및 인근 원주민 공동체의 환경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원주민 공동체들과 개발회사 간의 피해 및 구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는 내용임.
자료: http://www.laprimeraperu.pe/online/nacional(2013년 9월 17일 기사)

이러한 페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루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평가 지수는 낮은 상태이다. 특히 페루의 경우 광물개발 산업이 페루 경제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페루의 질적 자연자원 거버넌스에서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부문
은 향후 광물개발 분야에서 건전한 사회-경제적 분배 및 환경적 고려를 통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광물개발 활동들은 대부분 사회적 저항에 직면
해 있는데, 예를 들어 야나코차(Yanacocha) 금광(Newmont사 개발)의 경우는
이웃 공동체들의 조직화된 사회적 저항으로 2006년 생산량의 20%가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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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고려가 가미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형
태의 개발 관행이 특히 지방 수준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광산개발을 통
한 이익이 모든 페루인들(원주민 공동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다시 말해
사회정의와 환경정의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거버넌스가 시
급하게 요구된다.

3. 볼리비아의 자연자원 개발 관련 질적 거버너스 평가: 정책 및 제도
개혁
볼리비아 정부는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해 세입을 충당하고 경제발전을 도
모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석유 생산도 중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다. 자원개
발 산업을 통해 정부 세입의 29%를 충당했으며 2011년에는 국가 GDP의
18%, 수출의 82%가 이 부문에서 발생했다. 1990년대 들어 볼리비아는 또
다른 자원인 천연가스 수출 국가가 되었으며 남미 지역에서 천연가스 생산
만으로 3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광물 자원으로 아연, 주석, 은, 금,
납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자원 부국이다.

표 5. 볼리비아의 자연자원 개발과 경제 영향

분류 및 연도
인구(백만)

2000

2005

2011

8.31

9.15

10.09

GDP(단위: 십억 달러)

10.7

10.8

23.9

1인당 GDP(달러)

3,567

3,772

4,503

21

29

66

82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한 세입(정부 총세입에서 %)
자연자원 수출(총수출에서 %)

38

자료: Revenue Watch Institute(2013), “The 2013 Resource Govern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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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으로 볼리비아 역시 수출이익과 정부의 세입은 자연자원 개발 부문
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4번째
로 많은 주석을 생산하는 국가이며 은 생산은 11위이고, 동시에 금, 구리, 납
등의 광물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언
급한 페루 사례와는 달리 볼리비아의 자연자원 개발은 탄화수소 같은 에너
지자원 개발이 광물 개발보다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일 생산 수
준으로 석유는 5만 8천 배럴, 천연가스는 5,190억 입방미터를 생산 중이다
(EIA 2008).15)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들로는 일본의 수미토모
(Sumitomo)사, 인도의 진달 스틸(Jindal Steel)사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오랫
동안 광물자원의 보고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포토시(Potosi)에서 개발에 적
극 참여 중인 산 크리스토발(San Cristobal) 회사가 은과 아연, 납 등을 생산
하고 있으며 산 크리스토발 광물 회사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은 은 생산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은 생산에서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회사이다. 생산
량 기준으로만 계산해보면 볼리비아의 2008년 GDP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 중이다.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에서는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YPFB(Yacimientos
Petróliferos Fiscales de Bolivia)가 자연자원 개발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활동 중인데 러시아의 가스프롬(Gazprom),
프랑스의 토탈(Total), 브라질 국영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 중인 스페인의 렙솔(Repsol)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볼리
비아에서 자연자원 개발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
15) 에너지 생산 관련 데이터는 http://www.resourcegovernance.org/countries/latin-america/bolivia/
extractive-industries에서 재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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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더불어 더욱 붐을 이루고 있다. 2003~08년 볼리비아의 광물 수출은
23%에서 28%까지 증가했으며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 수출은 30%에서 50%
까지 증가했다.16)
이와 같이 점증하는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에 대한 생산 증가와 더불
어 볼리비아 정부는 2005년부터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입을 증
대하기 시작했다. 2005년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 정권은 새로운 탄화
수소 에너지법을 제정하여 탄화수소 직접세(IDH: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징수를 강화했으며 개발 회사들에 생산 가치의 32%에 달하
는 세금을 요구했다. 물론 이전부터 부과되어오던 18%의 로열티 세율은 지
속적으로 유지했다.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그의 재임 기간에 이와 같은 세율
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2007년에는 외국인 에너지 투자 기업들과 자
연자원 개발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했다. 모든 탄화수소 에너지 부문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사적 부문 회사들에는 오직 18%에 달하는 생산 참
여만이 허용되었다. 모랄레스 정권은 이와 동시에 정제 시설 및 탄화수소 에
너지 부문 분배 회사들까지 국유화를 감행해 자연자원의 생산, 분배, 운송
부문에서 YPFB의 독점권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국유화 정책의 제도
적 도입과 동시에 2008년에 국제시장에서 탄화수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볼리비아 정부 세입의 증대를 가져다주었다.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2번째
로 많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4 TCF(Trillion Cubic Feet)에 달하고 이 중

16) 자료의 출처는 Fundación Tierra: “Ingresos públicos provenientes de la explotación de recursos naturales:
Los casos de Santa Cruz y Potosí.” July, 2009. La Paz이며, http://www.resourcegovernance.org/
countries/latin-america/bolivia/extractive-industries에서 재인용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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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85%는 타리하(Tarija)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된 천연가스는 대부분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수출된다. 탄화수소 에너지로부터 발생
하는 정부 세입은 여타 다른 지방정부로도 이전되고 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에너지 자원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으로 분배되고 있고 이는 볼리비아 전체
지역 예산 균형을 생각하면 지역 간 불균형적 예산 분배 문제 갈등이 되고
있다. 2008년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생산
지역에 집중되었던 중앙정부 예산의 지방정부 이전 몫에서 30%를 삭감하고
이 삭감분을 노인들을 위한 노령자 기금(일명 ‘존엄 채권: Dignity Bond’)에
지불했다. 물론 이러한 자연자원 거버넌스 및 새로운 사회적 분배 방식은 당
장 공공 및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했고, 특히 탄화수소 에너지를 직접 생산
하는 지역들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반대와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광물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리듐(lithium) 광물자원
의 볼리비아 매장량은 세계적이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5%인 1,800~ 2,000
톤 정도가 볼리비아 매장량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는
포토시(Potosí)의 1만 평방킬로미터(square kilometer)에 달하는 ‘우유니 소금
사막(Salar de Uyni)’에 집중되어 있다. 휴대전화, 컴퓨터의 배터리, 자동차
산업(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으로서 리듐 자원의 사용 가
치는 향후 무궁무진하다. 이 귀중한 자원 개발과 분배 등에 대한 볼리비아
국내 차원의 논쟁, 예를 들어 탄화수소 개발 국영기업의 참여와 관련된 자원
개발 과정에서 세금 부과 문제 및 자원 개발 이후 세입의 지방정부 이전 등
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 시
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진보와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충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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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보면 비록 볼리비아가 매장량에서 많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
도 이 자원에 대해 향후 독점적으로 거버넌스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은 상당
히 낮아진다. 이에 더하여 현재 볼리비아의 리듐이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으로서 질적 문제, 볼리비아 내부의 기술발전, 이 분야에 대한 향후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듐 자원 개발과 함께 문제시되는 환경오염 이슈
등 모든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리듐 자원 개발에 대한 볼리비아 국내 정치경제적 요소들, 예를 들어 이 자
원 개발에 대한 독점적 소유와 운영(자원민족주의),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 및 지역 공동체와의
사회정의 차원의 자원개발 이익분배 갈등 등도 동시에 새로운 거버넌스 차
원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17)
자연자원 개발 산업의 중요성은 볼리비아의 수출과 세입에서 증명된다.
2005~08년 광물자원과 탄화수소 에너지자원 수출은 19억 달러에서 54억 달
러까지 증가했으며 자연자원 개발 기업들로부터 세입(로열티와 직접세 포
함)은 2005년 4억 4,80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총
세입의 30%를 넘었으며 그만큼 이 부문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해
졌다.
질적 거버넌스 지수 평가(표 1/표 2)에서 보듯이 볼리비아는 2006년 이후
자연자원 개발 관련 정부 및 공공 부문 정보공개 분야에서 상당할 정도의
제도적 발전을 보여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보공개는 지속적으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예산공개 지수에 의하면 볼리비아

17) 하상섭, ｢남미 볼리비아의 리튬(Lithium) 개발의 경제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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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간예산과 재정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물론 제
도적으로 볼리비아는 2004년 투명하게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
개법(Law 27329)과 2006년 법률 3351조를 통해 사법부에 반부패 투명성 부
처(차관급)를 두었으며 이후 2009년에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헌법 사항으
로 최고법령(Supreme Decree No. 29894)을 통과시켜 반부패 및 제도적 투명
성 관할 부처를 둘 정도로 제도적 발전은 이루었다.
주지했다시피 모든 탄화수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유화와 사적 외국인
기업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국영석유기업인 YPFB의
독점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질적 자연자원 거버넌스 시스템 구
축을 위해 볼리비아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와 운영·관리 부문에
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왔지만 이 부문에
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불협화음 혹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
어 볼리비아 자연자원 거버넌스에서 최고 정책결정 역할을 해온 볼리비아
국영석유기업 YPFB는 오래전부터 부패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심
지어 정부의 자연자원 개발 정보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정책을 주장해온 좌
파 정부 에보 모랄레스 정권하에서도 문제는 발생했다. YPFB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여당인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당(MAS: Movimiento
Al Socialismo)’의 정당 지도자가 뇌물을 받는 사건(e.g. Santos Ramírez)이 발
생하기도 했다. 비록 광물 및 탄화수소 에너지부가 개발 계약에 대해 온라인
을 통해 정부의 자연자원 개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패
스캔들은 계약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결국 투
명성 확보는 몇몇 감시 및 통제 강화라는 제도 발전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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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제거되지 않는다
면 다만 제도는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 및 질적 거버넌스 차원의 투명성 확보 노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동시에 탄화수소에너지법(Law of Hydrocarbons, Nº
3058)은 제도적으로 개발 정보에 대한 볼리비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
고 있으며 특히 자연자원 개발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의 관리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정보 공유는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
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제도화되면
서 보호받게 되었다.
세입에 대한 투명성 보장은 정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접근성을 보장하
는 정부 공개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그들의 예산
을 웹사이트나 여타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탄
화수소 에너지 부문 입법화를 통해 자연자원 거버넌스 시스템이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자연자원 개발과 세입에 관한 정보 접근에 시
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규
정한 정보들은 오직 연말에 보고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월별 혹은 분기별
세입 징수 과정은 보고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와 추적은 상
당히 힘들다. 자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세입의 증대와 더불어 지방정부로의
예산 이전도 증가했다. 문제는 존재하는 법과 제도로 사실 자연자원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으로 예산(로열티 및 직접세)은 더 많이 이
전되게 되어 있어 지역마다 예산이전 편차가 심해 결국 지역 간 예산 이전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최고법령(No. 28701)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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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발생
하는 세입의 82%를 국가 세입으로 규정했으며 나머지 18%만 사적 부문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형
태의 통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자
원 거버넌스의 집중과 통제 강화는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리라는 결과를 낳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자원 개발 및 생산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 감소가
이어져 생산량이 감소했다.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해 볼리비아 국영석유기업
인 YPFB의 세금과 로열티는 국가 세입으로 보전되어 재정경제부로 이전된
다. ‘탄화수소 에너지부’가 자연자원 개발 정책을 만들며, ‘탄화수소 국가위
원회’가 개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 간의 협력은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책 마련과 정책의 이행(규제) 면에서 국가 능력
은 상당히 떨어진다. 위의 평가 지표에서 보듯이 자연자원 개발에서 요구되
는 사회적 혹은 환경적 영향 평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환경적
영향 평가는 무시되거나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정보 공개 목록에서 찾아보기도 힘들다. 만연한 부패와 예산 공개 투명성의
실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부족 등은 미래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질적 이행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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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21세기 안데스 3개국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평가 및 전망
본 연구는 남미 안데스 3국을 대상으로 현재(2013년) 자연자원 개발과 관
련된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특히 자연자
원 개발과 관련된 이전 개념들과는 달리 새로운 질적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념 및 평가지수라는 새로
운 제도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Revenue Watch Institute (RWI)의 평가 지표
들을 기초로 남미 안데스 3개국에서 자연자원 개발 거버넌스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수 평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
으며, RWI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다 나은 질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마다 내부적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안데
스 3개국에 대상 국가 선정 및 이들 국가의 연구 필요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들 3개국의 미래 경제발전, 사회발전, 빈곤감축, 환경보호, 사회정의 및 환
경정의 실현 등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남미지역 자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존 개념들과 논쟁들,
예를 들어 ‘자원의 저주’, ‘원자재 이론’, ‘자원민족주의’ 등의 개념들(자연자
원 개발의 실패 원인 분석 수준으로 설정하면서)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서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정과 효율적 제도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효율적인 자연자원 개발과 관리 방
식을 통해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치경제 저발전, 빈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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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적 패러다임(예를 들어 질적 거버넌스)으로서 많은 학
자들이 언급하듯이 새로운 개발 및 관리 유형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남미 안데
스 지역 공동체들이 자연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
의 자연자원 거버넌스 분석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변수 혹은 국제기구
들(예를 들어 RWI)이 사전 조사 분석한 거버넌스 지수 평가들을 도입하여
이의 제도 발전과 정책 이행(implementation) 정도를 안데스 3개국을 대상으
로 비교 고찰해보았다. 특히 거버넌스 구축에서 전제조건이 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혹은 참여성과 신뢰성에 대한 가치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
로 고찰해보았다. 개발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마다 상황과 정책 이행 정도는
상당히 다르지만 면밀하게 변수 및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 어떠한
차별성과 공통점이 상존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안데스 3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새로운 자연자원 거버
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의 정책적
이행 과정에서 여전히 이행을 가능케 할 내부적 환경 조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source Governance Index 평가 참고). 자연자원 관
리 및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과 제도는 발전해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
정도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자연자원 거버넌스
에서 중요한 평가 지수인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요구와 이의 실제 이행
정도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향후 환경정의 개념이 좀 더 거버넌스 차원에
서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을 보였다(에콰도르 및 볼리비아). 비슷하게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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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발
견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예산 이용의 포퓰리즘적 관행, 지역
간 집중과 격차의 존재 등은 여전히 고질적인 장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평가 지수에서 살펴보았듯이 3국 모두 정치적 부패 수준이 높아 전체
적으로 거버넌스 평가지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예산과 세입에 관한 정부 공개는 제도적으로 완성되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다른 자연자원 거버넌스의 향상된 면을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혹은 투명성 차원의 정보공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으로 주목된다.
안데스 3국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발견되는 낮은
거버넌스 지수는 정책 이행 환경의 결여 부분이다. 특히 국제투명성지수, 자
연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 정도,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지
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공통적으로 법치주의(rule of law)
의 이행 정도는 3개국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자원 개발 과
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 갈등,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이
없어 개발의 안전보장 및 질적 관리 부분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래에는 자연자원 개발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통
합을 위한 새로운 조절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 비해 페루의 경우 특징적으로
향상된 자연자원 거버넌스를 보이는 분야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보장되고 있고
자연자원 개발 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 영향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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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볼리비아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인 자원개발 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에 가
입해 거버넌스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이 페루가 그나마 에콰
도르나 볼리비아에 비해 다소 ‘만족스러운’ 자원 거버넌스 지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개발 갈등 및 이의 해결 과
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환경정의 및 사회정
의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 남미 안데스 3국은 자연자원 개발에 있어 새로운 개념과
방향, 다양한 제도의 발전을 통해 자연자원 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강
화해 오고 있다. 물론 좌파 정부의 등장과 이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에
서 혹은 자원민족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유화라는 자원통제 정책을 선택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존 개념의 자원민족주의 측면보다는 부존 자연자원 개발의
효율적 활용 측면 혹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론적 대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
버넌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원 거버넌스 지수 혹은 고려해야하는 다
양한 변수들을 자원 개발 과정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이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언급했다시피 가장 큰
거버넌스의 문제는 여전히 제도와 이의 실제 이행 사이 차이에서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몇몇 국가들에서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III장에서 도입한 자연자원 거버넌스 정의를 너무 폭넓
게 도입하여 실제 더 많은 사례분석(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자연자원들)에
접근하지 못한 면이 있고, 이미 RWI에 의해 진행된 자연자원 거버넌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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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수를 샘플로 하여 단순 비교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 특히 연구 대상
지역인 남미 안데스 3국에 대한 지역 설정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다양한 행
위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 거버넌스 분석보다는 제도와 제도 이행에 있어 개
발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 강조, 개발 거버넌스의 개념 혹은 방향
논쟁에서 새롭게 등장한 환경정의와 사회정의 사이 균형을 실제 많은 사례
분석으로 연결해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주요 특징들만 설
명하고 단지 거시적 수준에서 그동안의 제도 발전 특징들만을 비교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기존 RWI가 설정한 자원
거버넌스 평가 지수의 수용보다는 좀 더 엄격한 논리적 분류, 혹은 좀 더 다
양한 분석 변수 확장, 연구 대상 구분 확대, 평가 지수와 지수 사이에 존재하
는 좀 더 미시적 수준의 비교분석 등은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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