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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
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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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에서부터 현지
정치 및 사회제도, 문화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신흥지역
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다양한 연구 수요
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신흥지역
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아시
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인
도,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신흥지역
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경
제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흥지역 관련 심층 연구보고서 및 논문집 발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발간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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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약 40
편의 논문을 엄선해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신흥지역을 대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
니다.
공모된 논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통해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
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
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
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집이 학계,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신흥지역에 관
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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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 우리에게
주는 함의**
1)성 일 광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차례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스라엘 안보 전략의 세 기조
Ⅳ. 안보 전략의 변화: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Ⅴ. 제2차 레바논 전쟁: 다히야 전략의 실효성
Ⅵ. 2008~09년, 2012년, 2014년 가자 전쟁 안보 전략
Ⅶ. 한국의 대북 안보전략과 다히야 전략
Ⅷ. 결론: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본 연구에서 비대칭전이란 핵을 이용한 이스라엘의 비대칭전이 아니라 대량의 로켓과 미사일 화력을
보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비대칭전을 의미한다. 비대칭전이란 전쟁에서 피·아간의 차이점(강·약점)
을 이용해서 아측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적에게는 최대한 불리하도록 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지략적
전쟁 방식을 의미한다. 박창권, 권태영,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대안과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39
호(2007), p. 84. 춘추전국시대 손자는 전쟁의 기본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으로서(兵者詭道也), 적과
정(正)법으로 대결하고 기(奇)법에 의해 승리를 취하며(以正合,以奇勝), ‘약(弱)한 것으로 강(强)한 것을
이기고(以弱戰强),’ ‘실(實)한 곳은 피하고 허(虛)한 곳을 공격(避實擊虛)’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리적, 정보적 비대칭을 중요시 했으며, 모든 전쟁의 기초를 ‘기만’에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 김만중,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군 대비방향: 비대칭전 수행능력을 중심으로”(충남 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1), p. 24.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의 이론은 그 후 20세기 중엽, 영국의 리델 하트(Liddell
Heart)에 의해 다시 부각되었다. 그는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서 ‘간접접근전략(Indirect Approach)’을 제
시했는데, 핵심내용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찾아 공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손자의 ‘피실격허’
(避實擊虛)와 사실상 맥을 같이 한다. 권태영, 노훈, 21C 군사혁신과 미래전 (서울: 법문사, 2008),
pp. 257~258. 비대칭 용어를 군사교리에 처음 사용한 것은 1995년 미국의 합동 참모본부이다.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1호, 2008,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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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2)
한 국가의 안보전략은 그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보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
기에 있다. 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무려 네 차례 아랍 국가와 전면
전을 치른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수차례 치른 실전 경험을 기초로 세워진
만큼 다른 국가의 안보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또는 라마단 전쟁) 당시 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스라엘
탈(Israel Tal) 소장은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치른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맹공격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선제공격 독트린과 적 영
토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Tal 2000, pp. 121-122).
본 연구의 목적은 선제공격을 골자로 한 이스라엘의 대칭전 안보전략과
2006년 이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전에서 적용한 안보전략을 비교
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전략을 북한과 대치하
고 있는 우리 안보 상황에 적용가능한지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 및 안보 환경의 변화 추이와 지속성을 밝히기 위해
특정 이론에 맞추기보다는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어떤 안보 정책 기조를 유
지했는지 간략히 살피고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1) 이후 안보 정책이 어떻
게 변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줄곧 유지해온 세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중동학회 논충』제36호-2호(2015년) 에
게재되었습니다.
1)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 상대는 레바논 국가가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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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안보 기조를 분석하고 그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징벌적 억제력 확보를 위
해 무차별적 무력사용이라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 ‘다히야
(Dahiya) 전략’의 허와 실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2008~09년 가자 전쟁, 2012년,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보고 실제로 변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의 국지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 안보 환경에 맞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이스
라엘의 비대칭전 대응 전략에 비추어 전망해 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공식적인 안보 및 군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스
라엘 안보 정책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기록물, 증언, 자서전 자료를
이용한 이스라엘 군사 독트린의 기본원칙과 기원에 대한 연구는 있다
(Ben-Horin 1981; Levite 1990; Rodman 2001; Maoz 2009; Yaniv 1993; Bar-Joseph
2001; Karsh 2010; Brecher 1972; Handel 1973). 이런 연구들은 주로 이론이
나 역사적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비대칭전을 다루기보다
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과 같은 대칭전(재래식 전쟁)에 한정된다는 맹점
을 가지고 있다. 에프라임 인바르(Efraim Inbar)는 자신의 저서 Israel’s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Since the Yom Kippur War에서 마
지막 재래식 전면전인 1973년 전쟁 이후 전개된 이스라엘 안보문제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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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1987년 발생한 인타파다, 새로운 전략 동반자, 평화 협상 가능
성과 관련된 이스라엘 전략적 사고를 다루고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의 억제
력은 빠져있다. 반면 이스라엘의 억제력을 다룬 연구는 주로 핵문제와 관련
한 분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란이 역내 핵 주권국으로 등장한
상황을 상정한 이런 연구는 핵 억제력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였다. 야이르 에
브론(Evron 1987), 샤이 펠드먼(Feldman 2006)과 아브너 코헨 (Cohen 1998)
등이 핵 억제력을 연구 했다.
제브 드로리는 자신의 저서 Israel’s Reprisal Policy: 1953-1956에서 1950
년대 당시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숨어 있는 논리
를 해부하려 했다(Drory 2005).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는 사미 코헨의
Tsahal Contre le Terrorisme (The IDF against Terrorism)(Cohen 2010)과 아
모스 말카의 논문 ｢Israel and Asymmetrical Deterrence｣ (Malka 2008, pp.
1-19)이다. 두 연구는 이스라엘군의 테러조직과의 저강도 분쟁2)을 다루고
있지만 비대칭전에서 이스라엘의 억제력 확보 전략을 깊게 다루지는 않는
다. 국내 논문으로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 정책의 핵심은 보복 정책이라는 내
용을 골자로 한 송대성의 짧은 연구 논문이 있다(송대성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억제력 확보 전략에 대한 빈약한 국내 연구의
빈틈을 채우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전략이 북한의 국지적 도발
에 맞서야 하는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주는 함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2) 미국 합동 참모본부는 저강도 분쟁을 “정치, 사회, 경제 및 심리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서 지역적으로 전술, 무기 및 폭력의 수준에 있어서 제한된 방식의 정치적, 군사적 투쟁”으
로 정의했다. 최종철, 이민용, “한국의 저강도 분쟁전략” 국방연구 42권 2호 (1999),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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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은 국가와 비국가단체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국제관
계의 여러 접근법과 모델은 제외한다.

Ⅲ. 이스라엘 안보 전략의 세 기조
[그림 1]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외부 위협을 몇 가지 차원에서 인식해
왔는데 첫째 차원은 테러리즘이며 둘째 차원은 이스라엘 주변부 국가, 마지
막은 이스라엘과 국경은 맞닿아 있지 않지만 호전적인 국가의 차원이다
(Shafir 2001, p. 148).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안보·군사 정책의 세 기조는 억제

그림 1. 이스라엘 지도부의 위협 인식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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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조기 경보 그리고 신속한 결정 이후의 결정적인 승리로 구성된다. 이스
라엘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1950년대 개발하기 시작한 핵무기가 바로 아
랍국가와의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재래식 무기 증강과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억제력이 실패할 경
우 이스라엘의 기조는 자국 정보부가 적 위협에 대한 정보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충분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이스라엘군의 핵심병력인 예비군을 동원
해 도전해오는 적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Levite 1989, pp. 25-62;
Tal 1996, pp. 41-116; Maoz 2009, p. 13).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는 이스라엘군을 소개하면서 군사 전략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군의 독트린은 방어적이지만
전술은 공격이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지 않은 만큼 필요시 이스라엘은 선
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격을 받는다면 전장을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의 영
토로 전환해야 한다.”3) 마찬가지로 약 반세기 동안 이스라엘군은 아랍 국가
의 호전성이 불변하는 만큼 선제공격, 방어, 보복 행위의 조합을 통해 이스
라엘의 억제력을 발전시키고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랍국에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Cohen,
Eisenstadt, Bacevich 1998, p. 18)

3) http://www.mfa.gov.il/mfa/aboutisrael/state/pages/the%20state-%20israel%20defense%20forces%20idf-.aspx 2015. 07/03; 이스라엘군 홈페이지 http://www.idf.il/1497-en/Dover.aspx. 20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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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스라엘의 세 가지 안보전략 기조

자료: 필자 작성

1. 억제력(deterrence)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의 핵심은 억제력이다(Byman, Wazman, Wolf 2002,
p. 1).4)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은 억제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억제력은 복잡한 심리 과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요소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상대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으로 양측 모두 이를 인지한 경
우, 억제를 당하는 상대를 위협하는 억제하는 주체의 본질, 위협 능력의
신빙성과 군사적 행동의 비용-효과 균형에 대한 억제를 당하는 측의 평가
(Evron 1978 p. 98, 2006).

미-소 냉전 기간에 소개되고 발전된 억제력 이론은 다른 국가들이 양극체
제와 실제로 발생할지 모르는 핵 분쟁의 위협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억제력 이론은 핵위협의 경험과 두 강대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4)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억제는 군
사력의 실제 사용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그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억압하
는 전략이다. 억압(coercion)은 적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그러
한 위협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한된 무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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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크게 의존했다(Morgan 2003, p. 8).
억제력은 1960년대 초반 이스라엘군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됐다.
이 용어 선택은 아마도 미국 국방 전문가들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orowitz 1973, p. 23)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자들은 억제력의 개념에
대한 체계화나 이론을 정교화하지 않았다(Art and Waltz 1971, p. 60).5)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두 가지 전
략은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증강과 핵무기 개발이었다(Ben-Horin 1981, p. vi;
Tal 2000, p. 51).6) 제브 마오즈는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을 간단히 말하면 아
랍국가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력이 실패할 경우 적을 확실히 물리치고 승
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aoz 2009, pp. 15-16).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기 체계의 우위를 통한 억제는 거부 억제로 볼 수
있다.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적대국에게 도발을 통한 정치 군사
적 승리는 거부된다고(즉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안정이 유
지되는 것이다(Paul 2009, p. 24).7) 적대 관계의 국가들은 상대방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거부할 목적으로 군사력, 특히 재래식 지상, 해상, 공중 전력
5) 학자들 사이에서 억제력은 반격 시 징벌적인 위협으로 적이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 전략에
주로 사용한다. 적이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차기 분쟁에서 적이 목표하는 가치가 거
부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략은 방어적 전략이다.
6) 마오즈는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국가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발전시켰
다고 설명한다. Zeev Maoz(2009), Defending the Holy Land, p. 275; 샤피르는 이스라엘 안보
기조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핵능력과 관련한 애매모호한 전략과 재래식 능력이다. See Iftah S.
Shafir(2001), “Non-Conventional Solutions for Non-Conventional Dilemmas?” Uri Bar-Joseph
st
(ed.), Israel’s National Security Doctrine Towards the 21 Century. London, Portland, p. 164.
7)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박휘락, “한국 핵억제전략의 보완:
핵민방위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4년 제20권 3호,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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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한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목표달성을 보장하지 못하
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발국의 전쟁 개시가 억제된다. ‘거부억제’(Denial type
Deterrence)는 재래식 무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거부억제 수용론자들
은 충분한 군사적 능력이 없이는 잠재적 도발자가 공격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측과 방어측 간의 군사적 균형에 주목한다 (Paul 1994, p. 8).
이스라엘의 억제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부억제는 성공하지 못했음
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국방력 증강을 통한 거부억제는 물론 응징보복 억
제를 위한 핵무기가 개발된 1967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거부 및 보복 억제
력은 실패해 두 차례 아랍국가와 전면전을 치렀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와 핵
무기에도 불구하고 아랍국가의 전쟁의지와 의도를 억제하기는 역부족이었
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을 경험한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
쟁의지를 무력으로 꺾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후에야 이집트와 평화협상에
임하게 된다.
비대칭전의 억제력이 대칭전의 경우와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재래식 무
기체계의 절대적 우위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단체에 대한 억제
력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다량
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보유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전 중심으로 진
화한다.

2. 조기경보
조기경보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함과 동시에 예비군을 동원해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자국민이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두 가지

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요소로 구성된다. 조기 경보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
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 시 이스라엘군의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보장한다(Tal
2000, p. 77). 첫째 단계는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
취합과 분석을 통해 위협하에 있다고 인지할 때 적 ‘(공격) 의도에 대한 경
고’의 의미로 해석한다. 둘째 단계는 적 병력 배치와 전쟁 준비 단계로 이스
라엘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적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Tal 2000, p. 78). 이 경우 조기 경보는 ‘위협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위협
의 구체성은 객관적인 실재다. 이스라엘과 같이 좁은 영토 때문에 전략적으
로 불리하고 지상군의 대부분을 예비군에 의존하며 안보를 적의 전쟁 ‘의도
(intent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면 조기 경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기 경보는 선험적인 의도와 관련된 정보와 평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적의 의도를 암시하는 정보
와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Tal
2000, p. 78).
이스라엘이 전쟁 임박을 알리는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다. 그러나 조기경보
발령에 실패해 이스라엘이 고전한 전쟁도 있다. 1973년 제4차 전쟁은 이집
트가 시리아와 함께 전쟁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정보판단에 오류
를 범해 선제공격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고전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9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이스라엘의 경보 시스템은 한 차례 더 변화를 겪는다.
1982년 레바논 전쟁과 1990년대 이후 안보 환경이 비대칭전으로 변한 만
큼 이스라엘군은 전면전을 예방하는 재래식 조기경보보다는 미사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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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기의 공격을 알리는 새로운 조기 경보에 집중하
고 있다. 이스라엘은 조기경보를 담당하는 세 개의 정보 부서를 운용하고 있
다. 국외 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모사드(Mossad)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신
베트(Shin Bet 또는 Shabak),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군 정보부(MI)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조기 경보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스파이 첩보활동
(Humint)에 주로 의지했으나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이후 신호 정보(SIGNIT,
signals intelligence)와 시각 정보(VISINT, visual intelligence)에 점차 더 의존
하게 됐으며 정보 취합, 분석, 판단,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3. 신속한 결정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적을 조기에 물리침과 동시에 적 영토 일부를 차
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신속한 군사적 결정을 요구한다(Maoz 2009,
p. 13). 신속한 전쟁 결정은 또한 적국 혹은 테러 조직의 공격과 작전 능력을
최소화하고 적 공격에 의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Siboni
2008).
결정 개념의 확장(expansion of the concept of decision)은 국가간 관계에서
생겨난 용어로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해 한 국가가 선호하는 합의를 상대국
에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샤브타이는 여러 이유를 들어 비대칭전(즉 비
국가단체와의 무력충돌)에서 확장된 결정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을 인정하지만(Shabtai 2010, p. 10) 어느 정도의 주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
가 비국가단체를 무장해제시켜(레바논의 경우) 자국의 주권을 완전히 실현
한다면 결정이나 억제력 개념을 체계화함으로써 장기적 안전을 도모할 수

1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있다고 주장한다(Shabtai 2010, p. 14).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비국가단체와의 무력충돌 시 이스라엘의 결정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중단시키거나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적의 전략적 물자(미사일이나
로켓 비축량)에 심각한 피해를 가했는지, 이스라엘 민방위 전선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Kulick 2009, p. 30).

표 1. 이스라엘의 대칭전 안보 전략

대칭전

안보 전략

전쟁원인

조기경보

제1차 중동전쟁(1948년)

방어적 공세 8)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에 대한
아랍국가의 전면 공격

-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1956년)

선제공격

이집트의 홍해 티란 해협 봉쇄,
무기 구매,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성공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67년)

선제공격

이집트의 홍해 티란 해협 봉쇄,
유엔군 철수, 시나이 반도 군부대
전진 배치

성공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전쟁, 1973년)

방어적 공세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

실패

지료: 필자 작성

8) 방어적 공세는 전반적인 전쟁형태가 공세이지만 그렇다고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를 취하지만 곧바로 공세로 전환하여 전격적인 작전으로 신
속결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박창희 (2011),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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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보 전략의 변화: 대칭전에서 비대칭전으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개념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이스
라엘 억제력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보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초 국가 건설 3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의 안보 지형은 심각한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1979년 3월 26일 므나헴 베긴
(Menachem Begin) 이스라엘 총리,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이집트 대통
령은 캠프 데이빗(Camp David)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두 국가간 적대관계를
종식시켰다. 같은 해 1979년 이란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망명 중이던
아얏툴라 호메네이(Ayatollah Khomeini)가 이란으로 돌아왔고 정권의 이슬
람화가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창설한다. 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 변화는 이
스라엘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둘째와 셋째
차원에 있는 비국가단체와 국가가 지대지 로켓 및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Shabtai 2010, p. 10).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
라엘의 안보 전략은 대칭전에서 비대칭전 즉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무게 중
심이 이동했다(Harel 2008, p. 60).
가비 시보니는 이스라엘 국토 전체와 국가 전략지역에 대한 헤즈볼라의
고강도 곡사탄도(high trajectory) 화력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보복
적 (또는 징벌적) 억제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Sibon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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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니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비대칭
전 대응 전략은 징벌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볼 수 있다. 징벌억
제는 적대국이나 비국가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공격을 포기하는 상황이다(Paul 2009, p. 24). 도발을 통한 이
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보복 징벌 위협’(threat of retaliation
or punishment)때문에 잠재적 도발국은 억제되는 것이다(Paul 1994, p. 8). 징
벌억제는 잠재적 도발국의 군사적 능력을 중시하는데 상대방이 보복할 의지
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도발에 의한 이익보다 징벌이 크므로 도발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억제가 작동한다 (Paul
1994, p. 9). 상대방을 징벌억제하기 위해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는 ‘믿을 만
한 보복 능력’(credible retaliatory cap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핵기
술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핵억제력은 적대국에 대해 핵공격 처벌을
가할 능력과 위협을 보유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한다(Snyder 1961, p. 14).
2006년 리쿠드 당 출신의 단 메리도르(Dan Meridor) 의원이 의장을 맡은
국회 메리도 위원회가 안보 전략 재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
서는 이스라엘 안보전략의 세 기조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포함했는데 미래에 직면할 도전과 응전 등을 다루고 있다. 보고
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핵심은 테러조직과 테러리즘 인프라
에 대한 체계적 공격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Shabtai 2010, p. 10; Harel
2008, p. 60).9)
9) 그러나 샤브타이는 억제력을 소규모 테러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Shay Shabtai
(201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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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2차 레바논 전쟁: 다히야 전략의 실효성
제2차 레바논 전쟁(암호명 방향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였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2000년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철수 이후 수차례 이스라엘을 북부 주둔 이스라엘군과 무력 충돌을 빚으면
서 이스라엘의 억제력은 많이 손상된 이후였다. 이스라엘의 우유부단하고
약해빠진 대응 때문에 헤즈볼라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내부
여론도 전쟁 개시에 한 몫을 했다(Waxman 2006, p. 29).
요압 겔버(Yoav Gelber)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안보전략 기조가 모두 무
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을 잃었고, 조기
경보도 없었으며 이스라엘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다 (Gelber 2007).
2000~06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 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소
규모 충돌을 계속 용인 할 것으로 오인했고 결국 이것이 억제력 게임의 새로
운 규칙을 도출했다. 제2차 레바논 전쟁은 약해진 자신을 인지한 이스라엘
의 자기보호본능임과 동시에 헤즈볼라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Ghanem-Rosen 2011, pp. 79-80).
기존의 안보 전략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과도한 무력사용이라는
새로운 비대칭전 안보 전략을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사용한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전환점에서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본부와 그 지도자 하산 나스랄
라의 가옥이 위치하고 헤즈볼라 대원들이 은신한 다히야 (Dahiya)를 집중 공
습했다(Katz 2010). 다히야 전략은 이스라엘 남부 도심 지역 다히야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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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화시켜 헤즈볼라가 더 이상 전쟁에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군사·안보 전략이다.
야이르 에브론(Yair Evron)은 보통 도발에 대한 대응은 받은 피해에 상응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도발자가 반복해서 제한된 군사적 공격을 한
다면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disproportionate) 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Evron 2007, p. 39).10) 에브론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
라와 레바논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안보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본다.11)
전쟁 기간 중 많은 이스라엘 정책 결정자들은 징벌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군(IDF)이 정립한 ‘과도한 보복’ 전술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아미르 페레츠(Amir Peretz) 당시 국방장관은 헤즈볼
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 아마도 나스랄라는 “아미르 페레츠라는 이름을 절
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Waxman 2006, p. 31). 단 할루츠(Dan
Halutz) 당시 군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납치한 이스라엘 병사
10) 에브론은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먼저 적의 군사적 도발을 궤
멸시켜 전투에서 적의 목적달성을 막는 것이다. 둘째는 응징인데 전투를 넘어 민간인 목표
를 포함해 적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에브론은 이스라엘이 2000년 남부 레바논에
서 철수한 이후 상호 억제력이 형성됐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
개하지 못하게 했으며 반대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심각하게 공격하지 못하도
록 했다고 설명한다. See Yair Evron(2007), op. cit., pp. 34-37.
11) 2002년 후반까지 이스라엘 북부 사령부는 ‘영토 방어 (Defense of the Land)’라는 새로운 전
략을 마련했는데 그 골자는 소수의 사단이 육상 작전을 전개한 이후 헤즈볼라 목표물과 레
바논 주둔 시리아군을 수일간 공습하는 것이다. 2005년 레바논 주둔 시리아군 철수 이후 이
스라엘군은 ‘상승한 물(Elevated Waters)’이라는 새 군사작전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영토방어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아모스 하렐과 아비 이사하로프의 다음의 책을 참
고할 것. See Amos Harel and Avi Issacharoff(2008), op. cit., pp. 61-62. 제브 마오즈는 이스
라엘의 저강도 전략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확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도발에 대
한 무차별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Zeev Maoz(2009), op. cit., p. 232. 사미 코헨은 이스라엘
군(IDF)은 지난 60년 동안 ‘무차별적 보복’이라는 전략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Samy
Cohen, Israel’s Asymmetric Wars(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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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브와 골드바세르를 귀환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20년 전
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압박했다(BBC News 2006). 할루츠 총장은 또 내각
모임에 앞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레바논 대화
의 전환점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레바논 정부에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
지만 어디에 있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헤즈볼라 목
표물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12) 2006년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 북부 사령관 가디 아이젠코트(Gadi Eisenkot) 소장은 이
스라엘군은 로켓이 발사되는 레바논 마을을 ‘과도한’무력 사용을 통해 파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 마을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것이
고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마을이 아니라 군사
기지다”라고 말했다(Reuters 2008).
다히야 전략의 또 다른 목적은 레바논 민간 시설을 공격해 헤즈볼라를 통
제하도록 레바논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레바논과 그 정부에 책임을 물어 차기 전쟁을 예방하려고 하였고 레바논 당
국이 진정성을 가진다면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습의 초점은 레바논의 인프라, 특히 전기 및 석유 시설과
베이루트 공항이었다(Shalom 2009, pp. 9-10).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상호주의 원칙은 이스라
엘이 처한 위협의 정도와 대결 수준의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레바논 민간 인프라(도로, 터널, 공항)가 이스라
엘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레바논 경제와 사회가 마비된 것과 관
12) The Commission for Examining the Events of the Battle in Lebanon, 2006 the Winograd
Commission, the Second Lebanon War, Partial Report, April 2007, pp. 110-111,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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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이스라엘에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위협을 주고 헤즈볼라를 돕고 지원
하는 모든 것이 적법한 목표물”이라고 해명했다.13)
쟁점은 이러한 과도한 무력사용과 민간시설 파괴가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
력확보에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자간 이견이 존재한
다. 일부는 전쟁이 헤즈볼라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고 주장한다. 예컨대 브랜다이스 대학의 크라운 중동연구소장 샤이 펠드먼
(Shai Feldman)은 이스라엘 공군의 고강도 무력사용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아랍 세계국가에 무거운 징벌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
켰다고 주장한다(Feldman 2006, p. 3). 펠드먼은 2006년 이후 수년간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은 평화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로켓
공격의 공포를 잠시 잊었으며,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부 레바논군
(SLA)이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을 성공적으로 막은 만큼 이스라엘은 전쟁에
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Cordesman 2006, p. 6)

14)

펠드먼은

전쟁의 부작용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달리 헤즈볼라는 무기, 전투
원과 영토를 잃은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넴 로젠도 제2
차 레바논 전쟁 결과 헤즈볼라는 물리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미래
무력 도발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Ghanem- Rosen 2011, p. 81).
많은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군사적 도전을 막기 위
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과도한 무력 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예비역 소장 기오라 에일런드(Giora Eiland)는 레바논과 무력충돌 시 이

13)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hind the Headlines: A Measured Response to Hezbollah
Missiles,”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mfa.gov.il/MFA/. 17 Jul 2006.
14) 물론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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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대응 목표물이 될 것이라
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줘야한다고 역설했다(Shalom, 2009).

적절한 행동은 ..차기 충돌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한다면
레바논 국가는 더 이상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Eiland 2009,
p. 22)15)

가비 시보니는 헤즈볼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의 열쇠는 과도한 무력 사용
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마스는 물론 다른 이슬람 무장조
직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iboni 2008, Lambet).
한편 야이르 에브론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준정부 조직에 대한 억
제력과 관련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안한다. 에브론은 억제력 확보가 매우 복
잡한 정책이고 비용-편익(Cost-Benefit) 관점에서 국가 하부 단체에 적용하는
것이 국가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준정부 조직에 대
한 억제력 확보가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Evron 2009, pp.
79-80). 왜냐하면 이 조직이 단순한 무장조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회에 각각 깊이 뿌리내리고 광범위한 사회, 복지,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가진 조직인 만큼 민심 이반은 조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하마스는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정부 역할을 하고
15) 엘란드는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정책 결정과정을 논하고 있다. Giora Eliand, “Decision
Making Process in Israel (tahalik kabalat hachlatot biisrael)” in Shlomo Brom and Meir Elran
(eds.), The Second Lebanon War, 2007. pp.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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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또 다른 국가라 할 만큼 영향력이 높아 민심이라
는 변수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비용-편익 계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Evron 2009, pp. 79-80). 따라서 에브론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
한 성공적인 억제력 확보는 이 조직이 얼마나 정부화 또는 준정부화 되느냐
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억제력 확보 여부는 현상유지를 가능하
게 하는 비용-편익 균형을 깨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Evron 2009, pp.
79-80).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
다. 미리암 가넴 로젠(Miriam Ghanenm-Rosen)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군
사적 도발 의도와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차 레바논 전
쟁은 억제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명
성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또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이스라엘을 피해자가 아닌 침략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한다(Ghanem-Rosen 2011, pp. 79-80). 예컨대 이스라엘군(IDF)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패했으며 그 결과 강도
높은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했다. 코르데스먼은 “최종 결
과는 이스라엘이 상응하는(proportionate)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Cordesman 2006, p. 14) 전쟁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교육, 농업, 환
경 사회 많은 분야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다. 전쟁 개시 5일 만에 사망자는
153명으로 늘었다(Harel 2008, p. 97). 국제 위기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1,191명

16)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대표적인 활동이 다와와 지하드이다. 주민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와(Da’wa)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나 비무슬림 정권
에 대한 무장투쟁은 지하드(Jihad)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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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간인과 전투원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 거의 10만 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고 15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다.17) 전쟁에 관여한 민간인 사망자
외에도 이스라엘의 실수로 사망한 민간인도 있었다. 2006년 7월 30일 이스
라엘군은 카나 마을의 한 건물을 공습한 결과 국제적십자회에 따르면 28명
이 사망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즉각적인 공격 경고에도 피신하지 못한 민간
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Cohen 2010, p. 272).
가넴 로젠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제2차 레바논 전쟁의 진행과정은 이스라엘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
았고 오히려 헤즈볼라가 승리를 주장했다고 강조한다 (Ghanem-Rosen 2011,
pp. 79-80).
제2차 레바논 전쟁의 교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임명한 비노그라
드 위원회 (Winograd Commission) 역시 군사력 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결론
내린다. 이스라엘은 전쟁 막바지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스라엘에 유리한 조건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가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명시한다(New York Times, 2008). 제브 마
오즈는(Zeev Maoz)는 적의 폭력 행위 의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연계하지
않은 군사적 독트린은 단기든 장기든 성공할 수 없다며 아랍국가에 대한 무
제한적인 무력 사용은 효과가 있었지만 헤즈볼라에는 효과가 아주 조금있거
나 또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Maoz 2009, pp. 296-298).18)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 대헤즈볼라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무력을

17) International Crisis Group, “Israel/Palestine/Lebanon: Climbing Out of the Abyss,” Middle East
Report No. 57(25 July 2006), p. 14.
18) 마오즈는 제2차 레바논 발발 이전에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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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다히야 전략의 성공여부는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헤
즈볼라의 전쟁의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년 동안 또는 가능한 오래 헤즈볼라가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 현재까지 헤즈볼라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Ⅵ. 2008~09년, 2012년, 2014년 가자 전쟁 안보 전략
다히야 전략이 적용된 2008~09년 캐스트 레드(Cast Lead) 전쟁은 이스라엘
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으며 공습과 지상군 투입 등 3주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 역시 헤즈볼라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과도한 무
력 사용을 통해 민간인 전투원 포함 1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했다.
반면 2012년 가자 전쟁(Pillar of Defense, 방어 기둥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8일 동안 대단히 제한적인 군사력을 사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총선을 얼
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여유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통한 전략적 목표물을 정밀조준 폭격하는 외과수술 방식으로 작전
을 전개하면서 양측의 인명피해는 다른 전쟁에 비해 많이 줄었다.
2014년 가장 전쟁(Protective Edge, 방어 절벽 작전)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
로 전개됐다. 7주 동안 이어진 전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가장 긴 전
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쟁기간이 긴 만큼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이용한 공
습은 물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 30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 우리에게 주는 함의

하마스와의 반복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과도한
무력사용을 동반한 다히야 전략을 사용했지만 대하마스 억제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어 가자지
구 민심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란 주권
국가 내 존재하는 단체로 전쟁 결정에 레바논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
레바논 국민은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다히야 전략으로
파괴된 레바논 남부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이 헤즈볼라에 있다고 보는 만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개시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히야 전술을 통한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억제력은 2-3년으로 제한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2006년 이후 이스라엘의 비대칭전과 억제력 확보

안보 전략

전쟁 피해

억제력
확보 여부

전쟁

전쟁기간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방향 전환 작전)

34일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한 레바논 인명피해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1,000명 이상

성공
(9년)

2008-09년 가자 전쟁
(캐스트 레드작전)

22일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한 팔레스타인 인명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1,000명 이상

제한적
(3년)

2012년 가자 전쟁
(방어 기둥 작전)

8일

제한적 군사작전(지상군
파견 안함)

팔레스타인
인명피해
100여명

제한적
(2년)

2014년 가자 전쟁
(방어 절벽 작전)

49일

과도한 무력사용 동반한
다히야 전략 (지상군 파견)

팔레스타인
인명피해
2,000명 이상

현재까지
유지

평균

28.25일

3/4 다히야 전략 사용

약 1,025명

자료: 필자가 자료 www.middleeasteye.net/news/timeline-israel-gaza-conflict-1595503520 참고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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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한국의 대북 안보전략과 다히야 전략
한국의 대북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의 공격을 억제하는 ‘재
래식 거부 억제(conventional denial deterrence)’ 전략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억제전략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박창희 2011, p. 46). 그러
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진 만큼 억제전략은 그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과거 재래식 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재래식 억제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재래식 억제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Walton 2007, pp. 214-220). 억제를 위해서
는 적어도 금지선(red line)을 명확히 설정하고 북에 인지시킬 수 있는 의사
소통 (communication), 북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capability),
그리고 도발 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신뢰성
(credibility)이라는 세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Williams 1987, pp. 118-121).
문제는 위 세 가지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비대칭전 안보전략이 부재했다
는 것이다.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안보관련 정책을 원점에
서 재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능동적 억제전
략’(적극적 억제) 이라는 명칭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
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킬체인이나 한국형
방어 미사일-핵공격 사전 차단) (조선일보 2010). 정부는 여기서 ‘적극적 억
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박창희는 이 용어는 아직 그 내용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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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언급되고 있지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박교수는 적극적 억제는 ‘보복’에 초점을
맞춘 용어임을 고려하여 ‘거부’의 개념을 추가한 ‘응징적 억제’라는 용어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응징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전략
이다. 둘째 응징적 억제전략은 ‘보복’에 주안을 둔다. 기존의 억제전략이 한
미연합군의 군사력 증강 및 대북 우위를 통해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예방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응징적 억제는 한국군의 국방력 증강을 통해 적의
모든 유형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만일 적이 국지적으로 도발할 경우 즉각
보복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응징적 억제전략은 ‘거부’에 주안을
둔다. 북한의 국지도발은 군사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
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
가 도발을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박창희 2011, p. 53).
응징적 억제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북 도발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점타격, 추가표적 타격, 대안표적 타
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점타격이란 아군 부대 또는 민간인 지역에 대해
사격하는 적의 화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지원세력 타격이란 적 화력을 지원
하는 부대로서, 인근 전투근무지원 시설, 적 잠수함기지, 특수부대기지 등이
해당된다(박창희 2011, p. 54).
추가표적 타격이란 적 공격이 자국 민간인을 포함하여 핵심시설까지 심대
한 피해를 입혔을 때 적 원점이나 지원세력은 물론,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
히기 위해 보다 더 중대한 표적을 선정하여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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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격이란 적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고 테러행위를 할 경
우 적 원점타격이 곤란하므로 적이 우리에게 가한 피해에 상응하는 표적을
선정하여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특수부대의 기지와 북한 내 핵심기
반시설 타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박창희 2011, p. 54).
박창희 교수가 제안한 ‘응징적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에 대한 응징을 골자
로 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거부하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다히야
전략과 유사하다.

Ⅷ. 결론: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비대칭전에서 이스라엘은 세
차례 다히야 전략을 사용할 만큼 다히야 전략에 대한 신뢰가 깊다. 따라서
미래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전략은 다
히야 전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2006년 이후 대헤즈볼라 억제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다히야 전략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대하마스·헤즈볼라 안보전략인 다히야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의 국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서는 우리 군이 북의 국지도발 시 원점 타격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듯이 반드
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 응징이 필요해 보인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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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상당한 효과를 보인 만큼 군사적
보복이 어려울 경우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스라엘의 비대칭전 안보 전략은 철저히 보복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스라엘의 응징적 억제전략은 뛰어난 정보력에 기초한 만큼 북의
도발 의도를 사전에 감지해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도발을 감행한 원
점과 지원 세력을 보복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정보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복 응징을 할 경우 자칫 오판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보력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감수하고 보복공격에 집중한다. 실제로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 민방위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을
헤즈볼라의 카츄사 로켓 공격하에 둘 수 없다며 중부 지역으로 철수시킨 후
에 34일 간의 전쟁을 이어갔다. 따라서 확전을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고서는 제대로 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한국의 능동적 억제전략이 다히야 전략과 유사점이 많지만 이스라엘과 우
리의 안보 환경의 분명한 차이점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보복 공격이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하마스는 헤즈볼라보다 민간인 피해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민
간인 사상자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두 조직 모두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
해 미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 주민
의 인명 피해는 북한정권에 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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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스라엘과 한국의 국지도발 비대칭 대응 전략 비교

이스라엘의 다히야 전략

한국의 대북한 비대칭전
(능동적 억제전략)

상대방

헤즈볼라, 하마스(국가 내 국가, 비국가단체)

국가

응징적 공격
범위

민간인 거주 지역 및 국간 기반 시설
(공항, 발전소 등)

북한화력, 군사 기지, 핵심
기반시설
(민간인 지역 최대한 배제)

핵보유 주체

이스라엘

북한

억제력 확보
여부

제한적 억제(대하마스 2-3년, 대헤즈볼라
2006년 이후 억제력 유지)

미지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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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IS 현상
Ⅲ. 이슬람주의와 IS
Ⅳ. 결론

Ⅰ.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슬람 단체인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를 이슬람주의 역사 속에서 이 단체가 갖는 의
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부 IS 현상에서는 이슬람주의, 이슬람 테
러리즘, 중동 지역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이슬람주의와의 비교, IS의 새로운 점
등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극단주의와 초국적인 영
토성의 측면에서 IS의 차별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IS
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도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해본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극단적인 양상에 초점을 둔 이슬람주의 현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접근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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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IS가 자행하는 극단적인 행태 및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열광적인 관심은 현상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IS 현상이 극히 최
근에 나타났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점과 함께 대상이 무장 이슬람단체이며 전
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IS가 중동 및 북아프
리카의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아랍민족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주의 등 주요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단체나
운동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보다 유사한 형태를 가진 급진적 이
슬람주의 단체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S의 모태이
기도 했던 알 카에다와의 차이점이 중요할 것이다. Ⅱ부에서는 먼저 IS 현상
을 성공요인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Ⅲ부에서는 이슬람
주의 역사에서 IS를 설명한다. 특히 알 카에다 지부로 출발한 IS를 기존의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조직들과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알 카에다 등 기
존 이슬람주의와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극단주의와 초국적인 영토성을 중심
으로 IS의 차별성을 검토한다.

Ⅱ. IS 현상
1. IS의 부상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이슬람주의 세력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상
당한 규모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이다.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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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원리에 따라 통치하고 현지 이슬람 세력의 ‘충성서약’이라는 방식으
로 이슬람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뙤르는 IS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는 세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첫째, 공식적인 충성서약 없이 지지하고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세력,
둘째, IS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등 자신들
의 이해관계 때문에 충성서약을 한 세력, 셋째, IS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
로 동의하고 충성서약도 하는 등 IS에 완전히 복종하는 세력(Le Nouvel
Observateur, 2014. 11. 15). 외부 세계의 관심거리이자 쉽게 납득이 되지 않
는 점령 지역의 양상을 보면 2014년 중반 모슬 등 이라크 주요 도시를 점령
한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라크 중북부, 시리아 중북부 지역의 도
시,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 바그다드 인근지역까지 장악하고 있다. 단체의
역사를 보면 알 자르카위가 1999년에 창설한 ‘유일신과 성전’(Jama’at
al-Tawhid wa al-Jihad, JTJ, The Organisation of Monotheism and Jihad)이 모
태가 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공 이후 미 점령군에 대한 저항운동에
서의 활약으로 명성을 얻게 된다. 2004년 파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알
카에다의 일원이 되었다가 2014년에는 알 카에다로부터 분리된다. 조직적인
측면을 보면 IS는 알 바그다디, 참모진, 이라크(알 투크마니)와 시리아(알 안
바리) 총책,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12개 지역(윌라야) 대표,
부문별 위원회, 정책이 샤리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슈라(Shura)위원회
로 구성된다.1) 이러한 조직 구성은 한편으로는 적어도 수니파 지역 전체의
지배를 염두에 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사
1) http://edition.cnn.com/2014/09/18/world/meast/isis-syria-iraq-hierarchy/index.html?hpt=hp_t1(검색
일: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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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IS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3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일
부 지역을 장악하고 2014년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등 이라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면서였다. 2014년 6월 칼리프제의 복원을 선언한다거나 자신
들이 장악한 지역에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테러나 잔인한 방식의 인질살해를
자행하는 등의 매우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이 단체를 현재
가장 비중 있는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이나 미국 등 관련국 정부의 입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일반적 인식을
보면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행태, 국가의 양상을 띤다는 점, 상당
한 수준의 영토, 병력, 자금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엄한진, 2015a, p. 124). 세
계의 주목을 끈 이들의 행태를 보면 대량학살(전쟁포로나 민간인 대상), 인
종청소(비수니파, 비아랍인 박해), 요인암살, 인질처형(동영상 공개), 공개처
형, 잔인한 처형방식,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언론인 테러, 문화유적 파괴
(cultural cleansing), 유물 약탈(재정확보 차원) 등이 있다(엄한진, 2015b, p.
115).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던 문화유적 파괴는 우상숭
배라는 논리에 입각한 유적 자체에 대한 거부와 함께 해당 집단의 기억, 정
체성 파괴를 통한 다른 종교, 문명, 종족의 말살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이들
이 점령한 지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는 교과과정 개편, 히잡 착용 강요, 여
성 외출금지와 음주, 흡연, 음악, 사진 금지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되
어 온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폭력에의 의존도가 높아
지고 독단주의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IS의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0월 말 리비아의 데르나를 장악
한 800명의 이슬람 무장세력이 알 바그다디에게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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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시리아 외부에서는 최초로 IS의 수중에 들어간 지역이 되었다. 리비아
의 IS 조직은 이라크, 시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IS 지부이
다. 이들은 특히 데르나와 벵가지 등 리비아 동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후 2014년 11월 10일 이집트의 대표적인 무장세력 중 하나인 안사르 바이
트 알 마크디스가 IS에 충성을 서약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슬람 국가
의 ‘시나이 지역’의 일원으로 간주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자지구에서 활동
하면서 자신들을 ‘가자지구의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n Gaza)로 표현하
였다. 알 마크디스가 해체된 후 시나이 지역 IS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IS의
시나이 지역’(Sinai Province of IS)으로 표현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알제리
의 ‘준트 알 칼리파’(Jund al-Khalifah)가 IS에 충성서약을 했고 프랑스 관광
객 에흐베 구르델(Hervé Gourdel)을 참수하면서 명망을 얻게 된다. 그러나
2014년 12월 이 조직의 지도자가 알제리 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활동이 뜸하
게 된다. 2015년 1월 중순에는 예멘의 한 관리가 예멘에 IS 조직원이 수십
명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와 경쟁관계
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월 아프가니스탄 관리들 역시 IS가 아프가니
스탄에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의 IS 조직원 중 상
당수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IS 지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탈레반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근 지역은 이슬람국가의 ‘호라산 지역’이 된다. 2015년 1월 하순에는
IS 조직원들이 난민을 가장해 유럽연합에도 침투했다고 한다. 2015년 2월에
는 이집트가 리비아에서 자국인 21명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리비
아 소재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수십 명의 IS 조직원이 사망했다.
2015년 3월 초에는 IS가 데르나 이외에도 리비아의 몇몇 도시들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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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했다. 2015년 3월 7일에는 보코 하람이 IS에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나이
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예멘
의 안사르 알 샤리아, 필리핀의 아부 사야프, 레바논의 발벡 여단 자유 수니,
요르단의 ‘유일신과 성전을 촉구하는 아이들’(Sons of Call for Tawhid and
Jihad), 체첸과 다게스탄의 코카서스 에미레이트의 지도자 다수 등이 IS에 충
성을 서약한다.

2. IS 부상의 배경과 성공요인
IS는 단기간에 중동의 대표적인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유례 없
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 조직에 대한 전 세계적 차원의 관심이 있었
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자원병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IS의 부상과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IS가 부상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이
라크 사회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박, 간헐적인 공습, 특히 1차 대전 이후 독일
의 사례를 연상시키는 가혹한 경제제재 조치는 이라크 사회를 질식시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사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종족 및 종교에 따른 분열을 야기시켰다. 알 말리키 정권의 폭정은
이러한 사회의 위기와 해체를 가속화하였고 이미 IS의 등장 이전에 이라크
사회를 내전으로 몰고 갔다. 당연히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점령정책에 반대
하는 저항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미 1990년대 이후 확산된 반미, 반유럽 정서
를 기반으로 IS는 반체제운동과 반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다. 과
거 나세르의 경우와 유사하게 IS는 이라크를 넘어 시리아, 더 나아가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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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지지세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폭
력에 의존한 지배, 그리고 분열을 이용한 지배는 이라크나 시리아의 권위주
의 정권의 산물만이 아니라 미국 등 외세의 전통적인 지배방식이었다.
이라크 사회의 예외적인 상황의 산물만으로 IS의 놀라운 성공을 설명하기
에는 부족하다.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 IS의 성공적인 점령정책이다. 튀자
르는 IS가 소수의 병력으로 방대한 지역의 점령에 성공한 비결을 군사적 측
면만이 아니라 유연한 점령정책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1월 팔
루자를 점령하고 곧이어 6월에는 모술을 점령한 IS의 전술은 2003년, 2004
년 팔루자, 라마디 등 알안바르 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던 알 카에다와 현
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영토를 점령한 외부 세력의 일반적인 행태와 달리
IS는 지역 주민을 억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종의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
모니적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점령지의 통치권을 부족장 등 그 지역의 적
임자에게 이양한다거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거나 주민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환영받을 만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
다. 그래서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IS가 해방군으로 환영받았다는 것이다(뤼
자르 2015, pp. 21~23). 미군이 남겨놓은 무기 덕택이라든가 더 나아가 미국
등 외세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실 후자는 이
미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다.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 등 외부세계의 지원은 이
미 아프간 반군에서 시작되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견제하기 위한
하마스 지원을 거쳐 리비아 반군으로 이어졌다.
외관상 보이는 것과 달리 IS의 성과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장악한 곳은 지리적, 경제적, 종족적으로 점령이 용
이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과 함께 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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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덧붙여져야 한다. 이슬람주의는 1970년대 이후, 또
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세력을 키워왔다. 이들이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총체적
거부를 표방하는 단순한 담론, 광범위한 대중적인 기반 등이다. 이를 무기로
1970년대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운동 및 이데올로기를 거의
독점해 온 것이다. 정당과 기존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불신, 사회정의나
철저히 계율에 따르는 삶과 같은 도덕적 담론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대중을 끄는 것은 이슬람주의의 구체적 방안보다 그것이 지닌 급진성이다”
라는 표현에서 이슬람주의의 성공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엄한진 2014, p.
189). 그리고 이 단순함과 급진성은 IS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중의 불신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운동에 머물지 않고 국가 자체에 대
한 환멸로 이어지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능
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는 예전보다 더 광범위한 대중을 급
진적인 저항세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신학이나 종교성, 지식과 전술이
아니라 분노와 결단만으로도 급진적인 종교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치적 성격의 종교운동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단순한 홍보용 전술이
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첫째, 이 극단적 폭력성을 우리는 이
라크 등 중동 지역 사람들이 수십 년간 겪어 온 오래된 모순과 분노의 표현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라크만 해도 이미 25년 가까이 극단적인 상황을 겪
어왔던 것이다. 둘째, 여기에 자신만이 올바른 무슬림이라는 강한 믿음이 작
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민의식은 또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낳은 자신감의 결여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라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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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약화, 공권력의 약화 역시 도를 넘은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넷째, 이
슬람주의의 한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슬람주의의 정치적 역량이
지니는 한계는 알제리에서의 선거혁명의 좌초 등 이미 1990년대부터 확인
되었고 아랍의 봄 이후 재확인되었다. 한때 아랍의 봄의 결실을 이슬람 세력
이 가져가는 듯 보였으나 이집트의 사례처럼 종교 세력의 정치권력 장악에
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슬람주의의 정치적인 길, 평화적인 길
에 대한 실망이 다시 테러리즘 등 극단적인 노선 이외의 길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IS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IS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
다. 그리고 언론은 특히 다른 지역으로부터 오는 자원병의 소식을 크게 부각
시켰다. 자체 미디어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이들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
이 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2006년 11월 조직 명칭을 ISI(Islamic State of
Iraq)로 개칭한 후 이 단체는 알 푸르칸 미디어 재단(Al-Furqan Foundation
for Media Production)을 설립하게 된다. 이 재단은 CD, DVD, 온라인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다. 2013년에는 알 티삼 미디어 재단(Al-l’tisam Media
Foundation)과 아즈나드 미디어 재단(Ajnad Foundation for Media Production)
을 추가로 설립한다. 2014년에는 서구인을 겨냥해 여러 서구 언어로 서비스
하는 알 하야트 미디어 센터(Al-Hayat Media Center)도 만들었다. 2014년 7
월부터는 다비크(Daviq)라는 이름의 웹진을 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알 바
얀(Al-Bayan)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창설하였다.2) 특히 트위터가 홍보에 적
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캠페인에

2)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State_of_Iraq_and_the_Levant(검색일: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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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IS의 프로파간다를 전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은 물론 사회
봉사 활동도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
구소 2015, p. 82).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외부세계의 관심은 지대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과 열광이 공존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IS는 대중
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관심은 전쟁이나 테러리즘, 이슬람, 중동 등
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의 연장선상이자 동시에 양극화 및 청년실업과 같은
한국 사회 자체의 사회문제 심화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다른 지역에서의
관심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IS에 합류하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자. IS 조직원의 출신 국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주를 이루지만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
시아 등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IS의 대열에
합류한다. 먼저 IS의 거점 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라크의 암담한 미래와 알 말리키 정권의 실정이 대중의 이반을 낳았
고 IS의 세력 확장을 초래했다. 시리아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지속된 내전
의 참혹한 결과(20만 명 사망, 수백만 명 이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동, 북아프리카 및 다른 이슬람사회에서 오는 자원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도 오랜 재이슬람화의 산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슬람주의 또는 정치적 이슬람이 대안적인 이념으로 강하게 존재해온 곳은
중동보다는 북아프리카였다. 중동은 이란과 터키를 제외하면 아랍인으로서
의 정체성이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랍민족주의 또는 범아랍주의가 오래
전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
크가 이 세속적인 이념의 거점이었다. 이와 달리 북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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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베르베르인의 비중이 크고 아랍인으로서 만큼이나 베르베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아랍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종족적인 경쟁을 초월해 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정체성의 자원으로서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튀니지의 엔 나흐
다(En nahda), 모로코의 왕실 중심의 재이슬람화, 알제리의 이슬람구국전선
(Front Islamic de Salut, FIS) 등은 이러한 이슬람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다.
물론 중동의 경우에도 이슬람의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세속적인 이
념이 주도하던 시기를 포함해 줄곧 종교가 사회를 장악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다.
IS 열풍은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인 ‘아랍의 봄’과 이중적
인 연관성을 가진다. 즉 한편으로 아랍의 봄에서의 경험이 저항운동을 자극
한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의 봄의 사실상의 실패로 인해 종교
적 방식의 대응이 부활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 통합의 꿈이 존재해왔고 위에서 언급한 이슬람주의의 경우와 달리 이
측면은 북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확연히 나타났다. 1920년대 오스만 제국의
해체 이후 세속적인 형태든 종교적인 형태든 통합의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토양으로 인해 중동에서는 단지 칼리프제 선언만
으로도 무슬림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전 이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체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말리 등
다른 나라로 지하드를 수행하러 가는 전통도 IS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
다. 또한 북아프리카 및 말리, 니제르 등의 경우 알제리 내전에서의 이슬람
반군의 패배 이후 IS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버려진 무기, 버려
진 전사들은 새로 사회에 통합되기보다는 새로운 무장투쟁의 터전을 찾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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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언론은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합류를 대서특필하면서 IS의 흡인력을 강조
하고 동시에 IS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으로부터 오는
자원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 태생의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 무슬림의 대
부분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거나 그들의 2, 3세이다.
물론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선택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들이 유럽에서 겪은 힘든 경험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유럽에서 온
청년들은 그곳에서 인종주의적, 반이슬람적인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을 목격
하였고 동시에 유럽의 억압적인 이민정책(고급인력 위주의 이민정책,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규제 강화, 정체성 및 사상에 대한 압력 등)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유럽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테러
리즘에 가담하는 현상을 ‘룸펜테러리즘’, ‘갱스터테러리즘’으로 명명하기도
한다(Conesa 2015). 이 개념들은 테러리즘이 사회적 산물이며 일상에서 경험
하는 일탈이나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유럽이나 미국 등 중심부 국가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상당수
가 테러 단체와의 조직적인 연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외로운 늑대’의
개인적인 선택인 이유를 말해준다. 순전히 당사자 단독으로 범행을 하는 것
은 아니고 가족, 친구, 단체 등이 결부되지만 상당 부분 개인의 경험의 연장
선상에 있다. IS와 같은 외부의 테러 조직과 연계가 있는 경우도 행위의 마
지막 단계에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볼 때 유럽이나 미국 출신 가담자 중 특히 프랑스 출신
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2015년 프
랑스 언론사 테러는 IS와 프랑스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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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보면 2015년 1월 7일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 등 이슬람주의자
를 풍자하는 만평이 포함된 1177호가 발행된 날 편집진 다수가 테러로 사망
한 것이다. ‘왜 프랑스인가?’, ‘왜 프랑스 언론인가?’에 대해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로부터의 자원병이 많다는 점과도 연관되
어 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단초
를 찾을 수 있다.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교분리주의이
다.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은 구체제에 대한 투쟁이
었고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구체제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반혁명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혁명의 정신은 엄격한 정교분리, 공사분리의 전통을 낳았다. 이
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정치적인 개입, 그리고 역으로 국가의 종교 개입
이 금기시된 것이다. 언론 역시 미국 등 다른 서구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프랑스 사회는 이주민에게 공화주의의 수용을 강요하며 특히 무슬림을
겨냥해 정교분리주의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요소는 국내외 무
슬림 사회에 대한 압력의 핵심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이 겪는 또 다른 제약은 무슬림인 북아프리카 아랍인이나 아랍계 프
랑스인이 ‘위험한 집단’(dangerous group)의 전형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치
안문제의 부상과 경찰에 의한 통제의 강화라는 전 지구적인 경향이 프랑스
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억압의 심화로 나타나는 것이다(바캉 2010, p. 53). 보
다 직접적으로 이슬람주의와 프랑스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도 있다. 이
슬람 세력은 아직 정치적 민주화가 미약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에서 더 자유로이 활동하고 조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무슬림 이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재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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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화 현상이 나타나고 분쟁지역으로의 무자헤딘 파견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
루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프랑스 간의 역사적 관
계, 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개입주의 행보 역시 IS
현상과 프랑스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낳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IS와 국제사회
IS가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독점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서구로 표현되는 이 지역의 외세가 수행하는 역할이 크다.
IS는 서구와 오리엔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당시 서구의 가장 가까운 타자이자 가장
큰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오리엔트에 대한 담론으로 서구의 지배를 정
당화하고 용이하게 해주었다. 유사하게 이슬람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IS에 집중된 외부 세계의 관심과 담론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강대국의
지배를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세와의 연계를 통해 기
획된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든 IS의 만행이 결과적으로는 외세의
새로운 개입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IS 현상의 경우 과거에 유럽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는 미국과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다. 2014년 5월부터 강대국의 주요 언론이
나 SNS 등 미디어에서 IS가 중동정치 부분을 독점하게 된다. 미디어는 중동
지역의 세력 구도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보도하며 그 결과 현실의 일부만 보
여주는 경향을 보였다. IS의 엽기적인 행태는 상업적인 미디어의 기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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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였고 IS 역시 이 점을 잘 활용하였다. 시아파 대 수니파, 미국 대 이슬람
주의, 시리아 정권 대 민주 세력 등의 설명방식은 현실의 복합적인 양상을
전달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단순화된 설명은 혼돈을
낳고 이에 비례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음모론이 힘
을 얻게 된다.
미국이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IS를 배후에서 조종한
다거나 알 바그다디가 사이먼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라거나 또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동맹이 IS의 창설
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관련 기관에서 반박
문을 발표하기도 했다.3) 이러한 최근의 음모론은 9.11테러를 부시 행정부나
모사드가 꾸몄다는 주장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IS 현상에 관한 음모
론을 입증해주는 것 같은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IS는 1991년 걸프전 이
후 25년간 미국 주도로 자행되어 온 이라크 사회의 파괴를 배경으로 등장하
였고 이라크 등 아랍인의 반미, 반유럽 정서에 힘입어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무장세력은 미국 및 동맹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
거나 또는 미군이 남겨놓은 무기에 힘입어 세력을 키워왔고 이것이 음모론
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4) 물론 이러한 양상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등장
3)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State_of_Iraq_and_the_Levant(검색일: 2015. 7. 12).
4) 시리아내전과 IS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IS와 싸
우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푸틴은 시리아 정부에 협력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러시아)는 테러단체와 싸우는 이라
크, 시리아 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군사·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사드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 외에 시리아에서 IS를 포함한 다른 테러리스트 조직들과 실질
적으로 싸우려는 세력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S와 같은 아주 위험한
그룹들(테러조직들)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체제에
맞서도록 하는 무기로 키운 조직들이라고 비판하면서 “테러리스트들과 게임을 하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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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오래된 현상이다. IS의 성장에 미국 등 외세
가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기여한 것은 아프간 반군, 하마스, 리비아 반군
등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또한 외
세의 개입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유동적 성격을 가지
며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은 적에
서 우방으로, 전쟁에서 평화, 사실은 갈등을 은폐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전략(pacification)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알 카
에다의 경우를 보면 아프간 내전과 걸프전에서는 미국과 같은 진영에 있거
나 심지어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하다가 9·11테러와 이라크 침공 시기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한다. 그러다가 리비아 내전에서는 미국 등 서구와 연대
해 카다피 정권 축출에 참여하였다. 시리아의 아사드 부자의 정권 경우에도
9·11 직후부터 아랍의 봄 이전까지 친미, 친서구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증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은 미국과 연관된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음모론은 전통적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
역의 현실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음모론의 힘은 무엇보다 1968년
6일 전쟁 이후 매우 강도있게 진행되어 온 전쟁, 테러리즘이나 장기집권과
같은 정치·군사적 현상이 거의 중단없이 지속된 이 지역의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외부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과 장기간
의 답보 상태가 과학적인 설명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것이다. 극단적

그들을 무장시키려는 시도는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을 내포한 것”이라고 지적했
다(연합뉴스 2015. 9. 29).

∙ 56

이슬람주의 역사에서 IS의 의미

인 폭력이 정상적인 사회의 운영을 가로막고, ‘대테러전쟁’이 대다수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며, 외세의 개입으로 주권과 국가의 지위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IS와 같은 퇴행적인 흐름과 더불어 음모론 등 비합리적인 사고
를 강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음모론을 비판하면서 촘스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
하는 근거가 너무 박약한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러
한 일을 정부가 탄로나지 않도록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밀이 탄로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관련자들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고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은 생명이 끝날 수 있는데 테러가 이를 감내할 만한
이득을 이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11테러에 음모론을 제
기하는 주장들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일 수 있다고 경계한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국내정책,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은 일회적인 테
러 사건보다 훨씬 더 미국과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인다. 이런 의미에서 촘스키는 미국 행정부는 음모론이 반가울 것이
라고 했다. 더 나아가 행정부는 타당성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면서 실제 미국
국민들의 코앞에 닥친 위협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9.11테러 음모론에 대한 미 행정부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도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를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테러 가능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않는 방조의 혐의는 있을 수 있다(촘스키, 아슈카르 2009, pp. 34~37).
이러한 설명은 IS의 폭력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인터
넷으로 전해지는 이들의 끔찍한 행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세계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IS보다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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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IS
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따른 대중의 관심이 이러한 현실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개입은 중동 지역질서를 만드
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대외정책을
통해 관철된다. 현재 중동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중동의
주요 현상에 미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음모론은 미국의 개입이 지닌
복합성과 다른 기제들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가 겪고 있는 양상은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의 부산물이자 동시에 이를 더 심화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즉 20세
기 초 열강의 지배에서 현재의 모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1차 대전
을 전후해 영국, 프랑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던 지
배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레바논 내전, 이라크 침공 등은 그 연장
선상에서 미완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고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의 양
상 역시 이러한 오래된 외세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인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
역도 하마스와 파타,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두 지역으로 분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데 이 역시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시도해온
전통적인 목표의 일부인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침공 이전 이라크와 2011년
내전 이전 시리아에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슬람화 현상
도 이 두 나라에서는 극히 미약했다는 점도 종교를 이용한 분할지배 전략을
입증해준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무
질서를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지속시키거나 ‘새로운 중동의 무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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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미국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적인 요소였다. 또한 미국의 의도를 가로막는 민중권력
등장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역으로 표면적인 양상과 달리 실제로는 반제국주
의적 성격보다는 종족적인 성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토착 세력을 선호했다.
이슬람주의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9·11테러나 IS의 폭력은 1세기 이상 중동지역을 갈라놓은 역
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기대되었던 평화가 아
닌 전쟁과 폭력이 유럽 인근 지역 모든 곳에 찾아왔다. 9·11테러는 알 카에
다나 미국 등 특정 세력과 연관된 사건을 넘어서 바로 이 탈냉전 시기의 폭
력이 정점을 이룬 사건이었다. ‘오리엔트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라는 토인비
(Arnold Toynbee)의 진단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중
동의 갈등도 유럽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산물인 측면이 강하다. 1990년대 사
회주의권 붕괴 직후에 전개된 동유럽의 갈등은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의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중동분쟁 역시 유럽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석유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동도 유럽과 미국의 지정학이 작용해온 것이다. 테러리
즘 및 대테러리즘 담론과 실천은 양자 모두 서구의 허구적인 평화 담론을 정
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Corm 2002, p. x).
중동 지역의 세력 구도에서도 이 지역에서 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동 및 아랍 세계의 전통적인 강자 이집트가 나세르의 사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굴욕적인 화해 이후 주도권을 잃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정치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란, 사우디, 터키가 헤게모니 쟁탈전
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의 국가가 개입해 지역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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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국제적인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쪽에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한쪽에 사우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가 대치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국 차원의 세력 구도는 전통적인 구분법인 독재정권
(군), 종교세력, 세속적 민중운동의 3자 구도에다가 아랍의 봄 이후에는 혁명
세력 대 반혁명세력의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물론 반혁명세력은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그 내부에는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세력이 존
재한다. 국가별 구도를 보면 먼저 IS 현상의 진원지인 이라크는 정권, IS, 다
양한 반정부세력(시아, 수니, 바트당 세력), 시리아는 알 아사드 정권, IS, 알
누스라 전선(알 카에다 시리아 지부), 무자헤딘 군대, 이슬람 전선, 자유시리
아군(FSA) 등이 주요 세력이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혁명 1단계에서는 혁명
세력에 맞서 군과 무슬림형제단이 정권을 수호하는 반혁명 연대를 형성했었
다. 그러다가 무바라크 퇴진 이후 혁명 2단계에서는 군과 혁명세력이 연대
하여 무슬림형제단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미국은 자신의 작품이기도 한 이슬람주의 세력, 그리
고 현재는 IS를 악마화해왔다. 미국이 키워낸 알 카에다의 지도자 빈 라덴의
자리를 지금은 IS의 알 바그다디가 잇고 있다. IS 등 이슬람주의 세력을 ‘이
슬람-파시즘(Islamo-fascism)’ 또는 전체주의로 지칭하기도 한다(Schwartz
2006). 이러한 담론 차원의 악마화에 상응하는 실천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라크에서는 2014년 8월 8일, 시리아에서 2014년 10월 23일부터 미국 주도로
연합군의 공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IS에 대한 이라크군의 공격을 지원하
기도 한다. 물론 미국의 IS 공격이 지닌 의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강하
게 존재한다. 한 예로 이란 대통령 하산 로우하니는 미국의 군사개입이 “이
라크와 시리아를 남아시아의 파키스탄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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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작업이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은 탈레반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국제
사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원하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쉽게
소탕되지 않을 IS에 대한 투쟁을 명분으로 장기적으로 지중해 동안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자 한다”고 비판하였다(Braun 2014). 결과적으로 예멘
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우디 주도로 아랍 연합군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기도 했다.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아랍 정상들이 IS 퇴치를 위한 아랍연
합군 창설에 동의한 바 있었다. 의례적인 행위인 측면이 강했지만 아랍국가
들의 연대가 시도된 배경에는 ‘아랍의 봄’이 준 교훈이 존재한다. 아랍의 봄
은 저항운동이 주변국으로 쉽게 전파되는 아랍세계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주었고 정권들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아랍 국가간의 군사적인 연대
가 성사되었던 과거의 사례로는 아랍의 봄 시기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를
대상으로 한 공습, 바레인 수니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2011년 사우디의 군사
개입 등이 있다.

Ⅲ. 이슬람주의와 IS
1. 이슬람주의의 급진화
일반적으로 ‘이슬람주의’는 다른 많은 ‘주의’와 유사하게 이슬람이라는 종
교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로 인식된다. 물론 종교 및 문화로서의 이슬람과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세계관으로서의 이슬람주의를 동일시하여 이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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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이슬람과 이슬람
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생산된
담론, 즉 ‘오리엔탈리즘’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래서 역으로 이슬람과 이
슬람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논의를 많이 듣게 된다(티비 2013).
그렇지만 ‘이슬람주의’라는, 이제는 상당히 대중화된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건
종교 세력에 의해서건 사회 전체를 이슬람법에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정치적
인 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권력 장악
등 정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 및 일상생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
는 흐름도 이슬람주의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이슬람주의와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이슬람주의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 다
양한 구분법이 있다. 최근 학계나 언론에서 주로 쓰이는 유형화의 예로는 개
혁적인 또는 온건한 이슬람주의 대 살라피즘적 이슬람주의, 무슬림형제단
대 살라피즘, 와하비즘, 지하드주의, 무슬림형제단으로 구분하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에서 와하비즘은 18세기 사우디에서 탄생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신학이자 종교운동으로 문자주의적 경전 해석, 극도로 보수적인 신
학, 다른 입장이나 종교에 대한 불관용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살라피즘
은 어원적으로 선조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를 지닌 이슬람 사상이다. 살라프
는 아랍어로 ‘조상’을 의미한다. 이슬람 개혁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운동
은 19세기 말 열강의 압력이 고조되던 오스만 제국에서 태동하였고 영적 지
도자가 만든 조직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운동이다. 살라피즘 내부에는 매
우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지만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아 공히 마호메트 시대
의 모습을 다시 구현하고 코란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주창했다. 일종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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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탄티즘으로 이상 국가 또는 황금시대(the Golden Age), 즉 메디나의 무
함마드 시절 또는 초기 정통 칼리프 시절로의 회귀 또는 이 황금시대의 부활
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동시대 미국에서 태동한
‘근본주의’와 비교되기도 하였다(엄한진 2014, p. 97).
이 글에서 이슬람주의는 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운동을 의미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체제에 대한 총체적 거부를 표방하는 단순한
담론, 강한 대중적인 기반 등을 무기로 1970년대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운동 및 이데올로기를 거의 독점해 온 정치적 성격의 종교운동
을 의미한다. 매우 다양한 조류가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통적으로 이슬람
주의 단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 왔다. 첫째, 이집트에서 태동한 무
슬림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중동의 수니파 단체, 둘째, 파키스탄의 이슬람 개
혁주의 정당 자마아테 이슬라미(Jamaat-e-Islami)와 이 단체를 창설한 마우두
디(Abul A’la Mawdudi)가 주창한 이론의 영향력이 큰 남아시아 단체, 셋째,
이란혁명과 호메이니 사상의 영향력이 큰 시아파 단체(Roy 1992, p. 14). 또
한 이슬람주의 단체 중 무장투쟁에 참여하는 주요 단체는 첫째, 2003년 미국
의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니파 저항세력과 시아파 저항세
력, 둘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셋째, 글로벌한 조직인 무슬림형제단과 알
카에다가 있다. 알 카에다의 경우를 보면 1924년 폐지된 칼리프 제도를 복원
하는 세계 이슬람정부 수립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양상을 보면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헤즈볼라 등 기존의 주요 이슬람 세력과
함께 탈레반, 알 카에다, IS 등 미국의 군사개입에서 파생된 세력이 이슬람
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집트 무장세력, 알제리 무장투쟁, 쿠르드 저항운동, 하마스, IS 등의 사

6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례를 보면 이슬람주의 세력은 공히 2000년대를 전후해 급진화 현상을 겪었
다. 오랜 저항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쿠르드 분리독립운동과 팔레스타
인 해방운동의 사례에서도 급진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9·11테러가 이러
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테러리즘 등 폭력성이 심화되는 현상은 그
직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990년대가 되면 정권장악 실패와 아랍정권들에
의한 탄압으로 이슬람주의가 쇠퇴하게 된다. 이후 대다수는 정권과의 충돌
을 피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면서 정치권에 편입하게 된다. 이를 거부
하는 소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전술을 채택하게 된다. 1995년 6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을 노린 테러, 1995년 11월과 199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관련 시설이나 경호원을 겨냥한 테러, 1995년 11월 19일 사다트의 예루
살렘 방문 19주년 기념식이 거행된 파키스탄의 이집트 대사관을 노린 자살
폭탄테러, 1997년 9월과 11월 이집트를 방문한 관광객을 노린 테러, 1999년
예멘 사나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테러와 미 해군 대상 자살폭탄테러 등이
있었다.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1998년 2월 인도에서 발생한 이슬람주의자
들의 테러, 1998년 8월 7일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 대상 테
러, 2000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교회를 겨냥한 공격이 있었다. 이미
1990년대, 즉 이미 2001년 9.11테러 이전부터 중동 또는 무슬림 세계에서는
이슬람주의의 급진적인 분파들에 의한 테러가 나타났던 것이다(Bozarslan
2008, pp. 200-203)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사회적 요인이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전쟁
등 폭력적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아프
간 전쟁, 그리고 IS 부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라크 전쟁은 점령군과 저
항세력 양 진영 모두에 각종 극단적인 양상을 초래했다. 2003년 5월 1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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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드를 점령하면서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승전을 선포하였지만 종전
선언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재개되었다. 구 바트당 세력
의 게릴라, 알 카에다를 포함한 수니파의 저항운동, 알 사드르 군대의 반정
부운동 등 다양한 세력이 미국,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던 이라크 정권에
대한 투쟁을 지속하게 된다. 이 전쟁은 아프간 전쟁, 레바논 전쟁 등 동시대
의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9.11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
산된 ‘안전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자신의 삶을 교란하는 갈등을 무력으
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근저에 있는 것이다. 이는 상대를 절대악으
로 간주해 완전히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상할 수 있듯
이 미국, 이스라엘 등이 채택한 이러한 안전담론과 이분법, 극단적인 폭력의
사용은 그 표적이 된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2. IS와 기존 이슬람주의 비교
이 장에서는 극단주의와 초국적인 영토성을 중심으로 IS의 차별성을 검토
한다. 그런데 극단적인 행태를 괄호에 묶는다면 IS와 기존 이슬람주의의 질
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IS의 담론은 알 카에다 등
기존 수니파 이슬람주의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철저하고 극단적인 종교적인
실천 강요, 종말론적 경향 등 기독교 근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
슬람공동체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것은 탈레반, 알 카에다, 헤즈볼라 등의
사례에서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이슬람세계의 수호라는 대의를 주 무기로
활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무슬림공동체 내부의 적에 대한 응징을 우선시한다
는 것도 항상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이미 무슬림형제단이나 알 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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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에서 제기되었던 입장이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중동 등 이슬람 세계에
서의 갈등은 대부분 무슬림간에 전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IS가 기존 이슬람주의와 다른 새로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IS를 특별한 사례로 보는 대중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고 또한 과
거 알 카에다의 경우처럼 이 현상에 대한 일종의 기대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극단주의와 영토성의 경우에도 기존 이슬람주의와의 질적
단절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가. 초국적인 영토성
2014년 6월 IS는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
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6월 29일 칼리프제의 수립5)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극단적인 행태와 더불어 IS를 돋보이게 하고 많은 자원병을 끌어
들일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서구에 대항
하고 대내적으로는 무슬림을 통합한다는, 이슬람주의의 오래된 꿈의 실현을
표방한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이슬람주의 세력은 주로 일국적인
차원에서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언급했었다는 점이다. IS는 칼리프제의 수립
과 함께 기존의 모든 국가 및 비국가 조직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는 1차 대전 기간에 열강이 설정한 중동의 국가 체제를 거부
하는 나름 매력있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표방하는 것
과 달리 레반트 지역 또는 이 중 수니파 지역에 국한된 국가 창설을 도모하
5) 칼리프제 복원은 이슬람원리로만 지배되었던 순수하고 완벽했던 마호메트 생전 이슬람 시대
를 복원하고자 하는 살라피즘, 와하비즘의 이상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왜곡되어
온 이슬람사회의 정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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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IS에서 세계는
서구와 무슬림 사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주창하는 칼리프
제 역시 이슬람세계, 그중에서도 수니파 세계에 국한되는 인상을 준다. 영토
확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라크 전체를 수중에 넣겠다는 초기의 목표를 포
기하고 수니파 지역 장악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조직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
처럼 초국적 사회운동인지 아니면 여전히 근대가 낳은 국민국가 차원의 현
상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이미 이 조직의 기원이기도 한 알 카에다에
서 이슬람주의의 초국적인 양상을 접한 바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조직원을
충원하고 활동 지역 역시 심지어 이슬람 세계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한 알
카에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헤즈볼라와 다른 세계화 시대의 현상으로
각인되었었다. 이외에도 초국적 선교 단체인 파키스탄의 타블리히나 중동
전역에 지부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형제단의 사례는 일국적 차
원을 넘어선 이슬람주의의 성격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칼리프제에 관한 담론은 IS의 초국적, 더 나아가 글로벌한 성격을 보
여주기에 충분했다. 기존의 이슬람주의 세력도 이슬람국가 건설을 언급하였
지만 주로 일국적인 차원에서였다. 알 카에다 역시 1924년 폐지된 칼리프 제
도를 복원하는 세계 이슬람정부 수립을 장기적인 목표로 표방해왔다.
이미 이라크 저항운동에서 IS의 예전 명칭 중 하나인 ISI(Islamic State in
Iraq, 이라크 이슬람국가)의 목표에 미군 축출, 이스라엘 응징과 더불어 칼리
프제 수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압바스 제국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칼리파 수립에
관한 이들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IS는 칼리프제의 수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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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모든 국가 및 비국가 조직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
했다. 이는 1차 대전 기간에 열강이 설정한 중동의 국가 체제를 거부하는 의
미를 지닌다. 아랍민족주의를 명분으로는 내세웠지만 실현하지 못한, 그리
고 이슬람주의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아랍세계 또는 이슬람세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이 IS를 차별화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칼리프제의 복원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100년 전 서구 열강이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유
지되고 있는 오리엔트 지역의 종속적이고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체제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연결되어 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 설정한 ‘국경
을 없애자’라는 구호는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구호는 강제적인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국경을
없애자는 주장을 자신들의 주된 목표로 상정했다. 사실 1세기 전 서구 열강
에 의해 설정된 국경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의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칼리프제의 복원, 오스만 제국을 대체할 제국의 형성에 대한 염원은 오래된
현상이다. ‘우리는 왜 불행할까?’라는 질문에 ‘갈라져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면서 아랍민족주의는 통일아랍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랍 민족의 통합을
주창하였다. 이슬람 세력 역시 ‘움마’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무슬림이 함께
사는 세계를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했다(엄한진 2014, p. 18). IS의 칼리프제
복원 선언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아랍세계 또는 이슬람세
계의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
세의 개입으로 인해 사분오열된 현재 아랍세계의 현실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가 종식되지 않고 있었던 1950년대 아랍세계의 현실을 연상한다.
칼리프제 담론이나 실제 현실에서 초국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것에서 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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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초국적인
성격과 함께 이라크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수장의 출신지역 변화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르단 출신 알 자르카위(1999~2006), 이집트 출신
알 마스리(2006)에서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Al Qaeda in Iraq, AQI) 시절의
이라크 출신 아부 오마드 알 바그다디(2006~10)로, 그리고 현재 조직의 수장
인 이라크 출신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2010~현재)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16일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새 리더가 되면서 새 지도
부의 1/3 정도의 자리에 구 바트당 인물들을 영입하였다. 대부분의 핵심적인
지위는 과거 후세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시한 이라크인들이 차지하
고 있다. 일반 조직원의 출신 지역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AQI(알 카에
다 이라크지부)가 결성된 2006년경부터 조직원 중 외국인 비율이 줄고 이라
크인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6) 간부급과 마찬가지로 일반 조직원 사이에서도
이라크인이나 시리아인은 다른 국가 출신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 군사조직이 기존 국가를 거부한다기보다 대체하고
자 하는 점에서도 일국적 운동의 면모를 볼 수 있다. IS의 세력이 큰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는 공히 국가의 사회 장악력이 약한 곳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하는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강한 곳이다.
IS의 세력이 큰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는 공히 국가의 사회 장악력이 약
한 곳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하는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강한 곳이다. IS
현상이 보여주는 영토성은 2003년 미국의 침공과 점령이 초래한 이라크 문
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지역으로의

6)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State_of_Iraq_and_the_Levant(검색일: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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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라는 이라크 문제의 예측가능한 결과의 한 양상인 것이다. 또한 이라
크 정부의 대응이 미약한 상황에서 쿠르드족이 IS에 저항하는 주요 세력의
하나가 되면서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쿠르드 자치지구의 위상이 강화되는 결
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이라크의 분할이 현실화되고 있
는 것이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최근
중동 여러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분할 현상의 하나이고 역사적인 기원을 가
지는 현상인 것이다. 다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초국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
고 칼리파 담론으로 초국적인 측면이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차원에서 보면 알 카에다는 무엇보다도 국민국가, 영토 등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스트모던한 운동으로 관심을 끌었다. 특정 이념에 대한
동의에 입각해 자발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오는 자원병으로 이루어진 이 조
직은 9·11테러의 극적인 정면만큼이나 현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에 새로운 시대의 저항운동의 한 모델이었다. 그런데 마치 첨단기
술의 사회가 종말을 고한 후 생존하는 원시적인 수준의 사회를 그리는 흔한
헐리우드의 영화에서처럼 IS는 재영토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적어도 일부에게는 재영토화 전략 역시 탈영토화 전략 못지않게 새로
운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칼리프제를 부활한다는 선언은 단순하게 아
프가니스탄의 외진 동굴이나 인터넷 상의 이슬람주의 사이트에서 선포된 것
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영토를 근거로 한 선포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
선언이 단순하고 상징적인 실력 행사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선호의
흡인력은 상당했다. 이런 선포, 즉 나름대로 국가 체제를 갖춘 특정한 영토
에서 샤리아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기준으로 IS와 모든 다른 이슬람주의 세
력을 구분할 수 있다(뤼자르, 2015, p. 161). IS의 영토성은 특정 지역에 거점

∙ 70

이슬람주의 역사에서 IS의 의미

을 두고 활동하는 일반적인 반군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 초국적인 성격이 이
들과 차별성을 지닌 알 카에다의 초국적인 탈영토성과 이슬람 저항세력의
일국적인 영토성과 구분되는 초국적인 영토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전망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들이 복원하려는 칼리파가 대표적
인 사례이다. 그렇다고 과거 이슬람 제국과 완전히 동일한 전망은 아니다.
이슬람 제국이 자랑했던 종교적 관용성을 찾기는 힘들다. 유대인과 기독교
인은 투쟁의 대상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이슬람이 주도했던 과거 제국에
서 다른 일신교가 소수 종교의 입장에 있었던 반면 지금은 기독교 세력으로
간주되는 서구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이슬람 세계를 짓누르고 있
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칼리파의 복귀>라는 제호를 단 다비크 1호의 내용을 보면 칼리프제의 복
원을 천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의
야망이 표현되고 있다. 영어, 불어, 독어 등으로 발행되는 다비크는 서구 등
자신들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서구의 잠재적인 IS 대원을 겨
냥하고 있다. 잔인한 처형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것도 IS가 아랍인 이
외에 유럽, 우즈베키스탄, 체첸 출신의 전사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위의 책, p. 39). 이 점에서 다비크 시리즈는 알
카에다가 발행했던 유사한 잡지들과 차이가 있다. 2010년부터 발간된 알 카
에다의 인스파이어는 이슬람 진영으로의 합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구를
타격할 ‘외로운 늑대’의 용기있는 선택을 독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공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Cambhir
2014, pp. 1-2). 이러한 전략에서는 IS가 강조하는 종교적, 정치적 비전은 상
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IS는 보다 야심있고 적극적으

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로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진지에 합류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IS가 표방하는 이슬람 국가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을 가진다. 이슬람 세계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까지도 포함
한 전 세계의 장악을 언급하고 있다.7) 다비크 8호에는 IS가 전 세계 무슬림
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슬람주의자들을 일국
적 차원에 국한해 활동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을 이슬람사회의 통
합이라는 대의에 배치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알 카에다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는 알 카에다 역시 민족주의적
인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절하한다. 다비크의 한 필자는 시리아에 국한된
알 누스라의 투쟁을 문제시하면서 알 카에다의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적 이슬람주의는 민족주의적 세속주의와 함께 민족주의 정
권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정권은 이슬람과 민주주의를 공히 주된 통치 이념
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슬람이 절대적인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에
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8)

나. 극단주의적 성격
이슬람주의는 급진적, 급진주의, 극단적, 극단주의와 같은 용어와 함께 쓰
이는 경우가 많다. 현 사회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식이 이러한 용어의 근거일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현대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종교적 요소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이념 자체
7) https://en.wikipedia.org/wiki/Dabiq_(magazine)(검색일: 2015. 8. 10).
8) http://counterjihadreport.com/2015/03/31/islamic-states-dabiq-8-focuses-on-unifying-ummah-criticizingislamists/(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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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
한 1990년대 이후 이슬람주의의 급진화 경향이 이러한 인식을 강화한 측면
도 있다. 알 카에다, 그리고 IS는 이슬람주의가 급진적, 극단적이라는 점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IS가 보여주는 담론과 행위의 극단주의는 이
슬람 급진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제시한 주요 이론가들의 논의에서 그 근원
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븐 타이미야(Ibn Taymiyyah, 1263~1328)는 당시 몽
골에 지배당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붕괴된 상황에서 시아파나 수피즘과 같은
이슬람 내부의 분파, 그리고 몽골이나 유럽 등 외부 세력도 동시에 비판하면
서 당시 상황의 해결방안으로 이슬람 초기 사회와 이슬람 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을 제시했다. 와하비즘의 창시자인 이븐 와합(Ibn Wahab, 1703~1791)은
당시 아라비아 사회를 타락했다고 평가하고 그 원인은 무슬림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이슬람 초기 사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였
다. 1928년 반체제운동의 일환으로 무슬림형제단을 창설한 하산 알 바나 역
시 1922년 영국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쟁취했지만 여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이집트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슬람 원리에 충실할 것을 주창하였다.
사이드 쿠틉(Sayyid Qutb, 1906~66)은 미국 체류 기간 중 경험한 서구사회
의 모습에 대한 환멸, 그리고 나세르 정권의 비이슬람적 측면에 대한 실망으
로 급진적인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서구 문명에 대한 흔한 비판과 유사하게
그도 물질문명, 정신적 가치의 부재, 도덕적인 타락 등을 근거로 서구 및 서
구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맑스주의 역시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
가 주창하였고 현실에서 실험된 사회주의 체제가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점을 그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쿠틉 2011, pp. 51~52). 그리고 그
역시 이슬람 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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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p. 18~37).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 부흥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전위들의 길을 밝혀
줄 지침은 바로 코란이라고 생각했다(쿠틉 2011, p. 59). 쿠틉은 지하드를 방
어 전쟁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기독교 서구가 주도하는 현재의
힘든 환경이 주는 압박과 사악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의 공격에 굴복한 패배주
의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한다. 지하드를 주변 외세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이
슬람의 영역을 지키는 것에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슬람을 통해 세
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슬람 초창기 지도자들이 했듯이 전 세계로
이슬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설교와 설득으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슬람의 메
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지하드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 세계 사람이 무함마드를 믿는 무슬림, 그와 평화를 맺는 자들, 그리고 그
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적대 세력, 이렇게 세 부류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란에 있는 ‘너희에게 도전하는 알라의 적들과 싸우되, 그러나 먼
저 공격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싸움을 삼가되 무슬림에 먼저 싸움
을 걸어오는 자와 싸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게다가 이러한 투쟁은 일
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지상에서 거짓 세력이
사라지고 알라의 권위가 전 세계에 확립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Ibid., pp. 146~153).
샤리아의 적용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 와하비즘이나 쿠틉의
사상은 이후 무슬림형제단을 넘어 이슬람세계의 정치적 이슬람 세력의 사상
적 기반이 된다. 알 카에다나 IS 역시 큰 틀에서 이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
이다. 국제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급진적인 이슬람단체에 사상적, 물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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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 알 카에다의 연장선상에서 IS 역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IS
주의, 그리고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IS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IS는 알
카에다의 민족주의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유사하게 무슬림형제단에 대해서
는 이들의 점진주의(gradualism)를 비판하고 있다. 하산 알 바나, 그리고 심
지어 급진적인 지도자 사이트 쿠틉까지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샤리아의
관철을 얘기한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무슬림형제단이 제시하는
이슬람 공동체가 이슬람주의자뿐 아니라 세속주의자, 민주주의자, 민족주의
자, 이단적인 이슬람 세력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9)
종말론 역시 IS에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이 된다.
2014년 7월 창간호가 나온 IS의 홍보용 웹진의 제명 다비크(Daviq)는 아마겟
돈에 관한 하디스에 언급된 시리아 북부 작은 도시의 이름이다. 하디스에 따
르면 이 도시에서 무슬림 군대와 기독교 군대의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게 된
다. IS의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 비서구사회에서의 유토피
아적 종교운동이나 기독교 근본주의 등 급진적인 종교운동, 그리고 극우 진
영과 나치즘의 이론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지하디스트 조직과 차
별화되는 IS의 이념은 천년왕국설의 강조이다. 천년왕국주의가 20세기 초
미국 개신교 세계에서 태동한 근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슬람주의도
근본주의로 불리기도 한 점에서 보면 IS의 종말론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
다. 또한 IS 이전에도 종말론적 주제는 이미 다른 무장 이슬람 조직의 홍보
수단에도 중요한 소재로 등장해 왔다. 아라비아반도 알 카에다의 홍보조직
인 말라힘 미디어의 명칭도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IS만큼 종말론
9) http://counterjihadreport.com/2015/03/31/islamic-states-dabiq-8-focuses-on-unifying-ummah-criticizingislamists/(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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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직은 없었다. 종말론의 추종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갈등과 충돌을 하디스에서 최후의 심판일 직전
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대 전투의 실현이라고 믿는다. IS는 중요한 전
투의 고비마다 종말론적인 하디스 구문을 인용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홍보하고 있다(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5, pp. 27~28).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의 전통 속에서 출현한 조르쥬 소렐(Georges
Sorel, 1847~1922)의 사상에 따르면 민족, 계급 등 한 집단이 인류의 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 즉자
적인 본능, 각 집단에 고유한 삶의 에너지에서 비롯한 열정적인 힘을 통해서
이다. 폭력을 사용할 용기, 순교의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 즉각적인
본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이러한 살아있
는 힘과 신화를 창출할 역량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위대한 신화를 담지할 주체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산업노동자들
뿐이고 총파업이 이 신화를 이룰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로부터 막대한 희
생을 동반하는 최후의 전투라는 전투적인 관념이 도출된다. 그의 사상을 이
어받은 칼 슈미트(Karl Schmitt)에게서 우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급진적
이슬람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저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Der Begriff des Politischen, 1932)에서 칼 슈미트
(1992)는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적과 아’의 구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정치이론에서 신화적인 측면, 즉 최후의 결전, 묵시록과 같은 개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IS의 극단주의가 유례없는, 또는 이슬람세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주로 근대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난 비합리주의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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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살펴본 중동과 유럽의 밀접한 연관
성을 고려할 때 이슬람의 극단주의, 근본주의, 테러리즘, 종말론의 기원을
이슬람의 역사만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에서 찾아보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
닐 것이다.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보여주는 극단적 양상은 과거 유럽의 극
단주의의 경우처럼 무엇보다도 쉽게 끝나지 않는 내전과 사회 해체라는 상
황의 산물인 것이다. IS가 표출하는 광기의 배경에는 가깝게는 미국 점령군
의 폭력과 이를 대체한 새로운 이라크 정권의 실정이, 멀게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가 존재한다. IS 현상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레반
트 지역의 극단적인 양상은 2000년대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전쟁들
이 그랬듯이 심각한 사회혼란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이
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전쟁은 기존의 사회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치갈
등과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극단주의가 자극
하는 관음증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책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전망 때
문인 것이다.

Ⅳ. 결 론
IS 현상은 극단적인 선정성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슬람권의 저항운동 역
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 이 글에서는 알 카에다 등 기존 이슬람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IS가 새로운
단계를 여는 현상인지 기존 이슬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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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초국적인 영토성의 측면을 다루었다. IS는 이라
크와 시리아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고 이슬람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건
설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열강에 의해 설정된 기존 국가간 경계선과 이를
토대로 형성되어 온 국민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기존 저항운동
및 이슬람주의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세 나라에 걸쳐있지만 1민족 1국가 원
리를 뒤늦게 구현하려는 쿠르드족의 저항운동이나 이슬람세계 전체를 아우
르는 초국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특정 영토에 기반을 두지 않는 탈영토적 성
격의 알 카에다와 다른, 대략 이 둘을 섞어놓은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IS의
존재방식은 또한 국민국가를 넘어선 민족주의적 성격의 아랍주의,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단체에 해당되는 일국 차원의 이슬람주의와도 구분된다. IS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주의는 무슬림형제단의 급진적 흐름이
나 헤즈볼라,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9·11테러 이후 이슬람세계 전역에 확산
된 이슬람 테러리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다. 다만 IS가 이러한 기존 이
슬람주의의 전통을 온건하고 점진적이며 철저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으
며 실제 종말론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거나 각종 극단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IS의 극단주의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S 자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심도있는 분석을 포함하
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역사적이고 비교적인 차원의 설명을 시도했다는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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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란의 정치구조는 독특하다. 신정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종신제 최고종교
지도자(Supreme Leader)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들의 참여가 없
는 비민주적 정치구조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전문가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1)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1) 헌법 107조에 의거 최고지도자를 선출, 감독, 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의원들의
임기는 8년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Center for Iranian Studies. 2006. “Understanding I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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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이라는 국명처럼
이슬람 체제와 공화국 체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다(이권형, 박재은, 박현도
2012, p. 26). 그러나 공화제 체제 안에서 시행되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
되지 않는다.2)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아직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아 파벌 중심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의 성향에 따라, 이슈에 따라, 지역별, 부족별로도 파벌이 형성된다.
이러한 정치구조 안에서 최고종교지도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
이지만 최근 각 파벌간, 권력 기관간 내부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최고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력 갈등 속에서 정치 엘리
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
란혁명수비대와 연계하여 권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핵개발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각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이란 정
치를 장악해 가고 있는 혁명수비대 출신들은 내부 권력 갈등의 조정자로 부
상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석유, 가스, 플랜트, 도로, 철도, 가스관, 항만 건
설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생필품 제조, 유통, 홈쇼핑, 병원 사업에 이르
는 소규모 사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3) 사회적으로도 이슬람 가치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란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아흐마디네
자드 대통령 집권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란혁명수비
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Assembly of Experts.” Durham University. p. 5 참고.
2) 12인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에서 이슬람 법을 기반으로 모든 후보자
의 자격을 심사. 후보자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Ghorb Dar Yek Negah (한눈에 보는 하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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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혁명수비대의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슬람 정권 유지
와 국가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연구는 이란 내에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필드리서치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 책, 그리고 혁명수비대
출신 학자들의 영어 연구저작물과 이란 학자들의 이란어 발간 자료, 이란 내
신문과 정부기관 홈페이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Kenneth Katzman의 “The Warriors of Islam: Iran’s Revolutionary Guard,”
RAND 재단에서 발간한 “The Rise of the Pasdaran: Assessing the Domestic
Role of Iran’s Revolutionary Guards Corps,” Ali Alfoneh의 “Iran Unveiled:
How the Revolutionary Guards is turning Theocracy into Military Dictatorship”
등은 이번 연구에 큰 틀을 제공하였다. Katzman은 혁명수비대를 창설부터
관심 있게 연구한 선구자에 가깝다. RAND와 Alfoneh는 급속히 확장하고 있
는 혁명수비대를 통해 이란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하도록 한
다. 특히 Alfoneh는 여러 세미나에서 이란이 신정국가 시스템에서 군사독재
형태로 진화 중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4)
이 연구 목적은 첫째,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이해이다. 창설 후 35년이
넘는 변화과정을 통해 이란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최고권력기관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란 내 권력변화에 대한 이해이다. 최고종교
지도자 중심으로 한 종교엘리트의 지배에서 혁명수비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군 출신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혁명수비대
의 전반적 권력 확장 요인을 분석하여 변화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4) Alfoneh, Ali(2011). UCLA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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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연구
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 주체가 바뀌면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
응방향도 바꿔야 한다.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 혁명수비대의 창설 배경과 역사
그리고 법적근거를 통한 정당한 활동범위와 활동상황 등을 설명한다. 3장에
서는 혁명수비대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 등장한 아흐마디네자드 집권 이전
대통령 시기에 권력 확장과 변화 상황을 연구했다. 4장은 권력의 정점에 서
게 된 아흐마디네자드 시기의 혁명수비대의 전 방위적인 영향력 확장과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이다. 5장은 혁명수비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온건파 새
대통령 로하니(Rouhani)와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재정립하
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혁명수비대의 초대 대통령부터
현(現) 로하니 대통령까지 다양한 성향의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역사 속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란의 정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이슬람 체제의 정치 이론
인 ‘이슬람법학자통치론 (Velayat-e Faqih)’ 등 다른 정치 분야를 다루지 않
는다. 또한 혁명수비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벌과 그 갈등 혹은 연합을
다루지도 않는다. 전체로서의 혁명수비대와 확장과정과 원인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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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란혁명수비대연구
1. 창설 배경과 역사
1979년 2월 11일, 왕실군의 중립 선언은 혁명 중인 이란 사회를 더 혼란하
게 만들었다. 치안을 유지하던 군대와 경찰이 시위에 개입하지 않자 시위대
의 폭력성은 커졌고 치안 부재 상태에 빠졌다. 오랫동안 반(反)왕정 투쟁을
해온 여러 무장 단체들이 군과 경찰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민병대를 조직해
치안공백을 메웠다. 이들은 호메이니와 혁명지도자 모임인 혁명 위원회
(Shwra-ye Enqelab, The Council of the Revolution)에 충성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반정부 게릴라전을 수행한 좌파 무장 세력이었다. 이들은 출신 배경
과 사상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각자 활동하였기 때문에 혼돈 상태가
지속되었다.5)
1953년 미국과 왕실군에 의한 내부 쿠데타를 경험한 호메이니와 혁명지
도자들은 언제든지 혁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왕실군이 주축이 된 정규군을
신뢰할 수 없었다.6) 호메이니는 종교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좌파 무장그룹인
무자헤딘-에 할크(Mujahedin-e Khalq), 파다인(Fadayin), 투데(Tudeh) 같은 세
력들도 신뢰하지 않았다(Shagaldian 1987, p. 65). 그는 혁명 정부를 내부 불

5) 대표적인 무장 그룹으로 Gard-e Melli(National Guard), Sepah-e Pasdaran-e Enqelab-e
Eslam(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 Mujahedin-e Enqelab-e Eslami(Holy Warriors of
the Islamic Revolution), Gard-e Enqelab-e Eslami(Guardians of the Islamic Revolution) 등이
있다.
6) 1953년, 민족주의자 모사데크에 의해 석유국유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반(反)왕정
투쟁이 확산되면서 무함마드 팔레비 왕은 이란을 떠난다. 그러나 이란 석유국유화를 반대하
던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왕실군이 내부 쿠테타를 통해 다시 팔레비 왕을 복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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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종교적이며 혁명 사상으로 무장된 새로운 군대가
필요했다. 여러 무장 민병대간의 갈등과 경쟁은 혁명정부의 힘을 약화시킨
다고 판단한 호메이니는 모흐센 라픽두스트를 통해 여러 무장 그룹을 통합
해 하나의 군대로 만들었다(Bastami 2005, p. 89). 연합된 군대는 이슬람혁명
수비대(Sepah-e Pasdaran-e Enqelab-e Eslmai,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는 이름으로 1979년 5월 5일 정식 출범하였다.
혁명수비대는 ‘혁명과 그 결과물 수호’ 라는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이들
이 초창기에 담당했던 일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비록 스스로의 정체
성을 ‘혁명의 수호자요, 혁명의 순수성을 지속시키고 후세에게 전달할 전달
자’라는 이름에서 찾았지만 혁명 초기 혼란한 이란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안보 기관 중 하나였다(Katzman 1993, p. 23).
그러나 곧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정권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
지 역할을 맡게 된다. 첫째, 내부위협으로부터의 혁명보호이다. 혁명 직후,
이슬람 혁명정부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방에는 불안
한 사회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자치 정부를 구성하려는 쿠르드족, 아랍
족, 투르크맨족 같은 소수민족이 있었고 중앙 정부 안에는 이슬람 중심의 혁
명 정부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왕정주의자가 있
었다. 초대 총리인 메흐디 바자르간이나 초대 대통령인 아볼 하산 바니-사드
르 같은 혁명을 함께 성공시킨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무장 운동
을 주도한 좌파계열의 인사들,7) 혁명 정부에 협조하고 있지만 왕정 복귀를
꿈꾸는 왕정주의자(Monarchists)가 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활동하였다. 혁명
7) 반왕정 투쟁에 함께 했던 공산당인 투데당(Tudeh)과 반정부 무장 게릴라 운동을 이끌었던 마
르크스주의자들인 무자헤딘에 할크(Mujahedin-e Khalq, MEK)가 대표적인 좌파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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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대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미 대사관 점
거 사건을 배후 조종하여 자유주의, 민족주의 배경의 바자르간과 그 측근을
혁명 정부에서 몰아내었다(Katzman 1993, pp. 51-56). 정규군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이라는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혁명수비대는 합법적으로 다루
기 힘든 폭력적, 불법적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
했던 거리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좌파나 이전 왕정에 가담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연행, 구금 등 반(反)이슬람혁명 세력을 적극적
으로 제거하였다(Wehrey et al. 2009, pp. 22-23). 둘째, 외부위협으로부터 혁
명보호이다. 1980년 9월, 샤트 알 아랍(Shatt al-Arab) 수로를 둘러싼 영토 분
쟁을 빌미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 이라크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
란 국경도시를 차례로 점령해 갔다. 정부의 무능한 초기 대처를 이유로 자유
주의 성향의 바니-사드르 정권을 탄핵한 이슬람공화당(Islamic Republic
Party, IRP)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 안에 있던 자유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이슬람 정권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신뢰할 수 없었던 정규군 대신 이슬람
혁명에 충성된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였다. 혁명수비대 사령관들
을 통해 새롭게 전투 전략이 세워지고 차츰 수세에 몰렸던 이란이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통합사령부의 병참, 보급, 전
략 등 중요 역할의 리더로 자리 잡는다.
1982년을 기점으로 이슬람 정부를 반대하던 내부의 반대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외부의 위협이던 이라크군도 초기 열세를 뒤엎고 이란 영토 밖
으로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Hen-Tov and Gonzalez 2011, p. 48). 혁명 수
비대는 이슬람 정권 안정과 수호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이슬람 정권을 유지할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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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범위와 법적 근거
호메이니의 명령에 따라 혁명수비대의 내부 규정은 1979년 4월 25일 준비
되어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혁명위원회로부터 인준받았다. 이 규정에는 혁
명수비대의 창설 목적, 역할, 행동지침 등이 명시되어 있다.
1조에는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고, 순결한 이슬람 사상을 전파하며, 이슬
람 공화국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혁명수비대의 창설 목적이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8)
2조에는 여러 항목에 걸쳐 창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원
칙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2조 1항에는 “외국의 공격에 대응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한다”, 2조 2항에는 “정부 경
찰력과 협력하여 국내 치안과 반혁명세력을 색출 검거한다. 반혁명 무장 세
력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여 대응 불능일 경우 직접 제압한다”, 2조 5항에
는 ‘정보수집’의 임무도 명시되어 있다. 핍박받고 있는 자들의 자유화 운동
을 지원하고(2조 10항), 내부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약자를 돕고, 예상하
지 못한 재난 시 혁명수비대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2조 11항)도 들
어가 있다. 이외에도 혁명수비대의 구성과 인력 모집 등에 대한 내부 규정들
이 정해져 있다.9) 이 규정들은 1982년 9월 6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정식 이
란 법으로 통과되었다.
내부 규정이 이란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도 이미 혁명수비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란 헌법은 1979년 10월 24일 국민투

8) “Avalin Asasnameh-ye Sepah (First Statutes of Guards, 혁명수비대 첫 규정)”(2008).
9)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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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채택되었고, 1979년 12월 3일자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었다. 이란
헌법 150조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조항으로 “혁명 승리 초기부터 조직된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과 혁명의 결과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
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정규군과 책임 범위 및
역할 문제에 관하여는 형제로서의 조화와 협력이라는 명제 아래 법으로 정
해야 한다”10)라고 명기되어 있다.

표 1. 이란혁명수비대법 정비과정

순서

시기

내용

1

1979. 4. 25

혁명수비대 내부 규정 인준

2

1979. 5. 5

혁명수비대 정식 창설

3

1979. 10. 24

이란 헌법 채택 (제150조 혁명수비대 조항)

4

1982. 9. 6

혁명수비대법 국회통과

자료: 저자 작성.

혁명수비대 활동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헌법이나 혁명수비대법에 나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는 군사기관으로 제한되지 않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정부에 대한 위협과 적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의도 이러한 전 방위적 확장
에 영향을 주고 있다.

10) “Ganun-e Asasi-ye Iran(이란헌법)”(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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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과 활동상황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은 목적과 임무가 다르다. 정규군은 국경 방어와 내
부 질서유지가 주요 임무라면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다. ‘이슬람체제수호’ 라는 모호한 개념은 혁명수비대의 확장을 저지할 명분
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법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이슬람체제수호’라는 명확하
지 않은 임무지만 이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명분에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 조직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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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명수비대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략 12만 5,000명
정도의 정규 군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이란에서 청년들은 정규군(Artesh)에 소속되어 복무한다. 혁명수비대원
은 이슬람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자원입대를 통해 모집
된다.
혁명수비대 조직은 정규군과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다. 육군, 해군, 공군
을 모두 가지며 해외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꾸드스 특수부대(Quds Force)와
주로 내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바시즈(Basij) 부대가 추가로 존재한다
(Abrahamian 2008, pp. 175-176).
준군사조직인 바시즈는 혁명수비대의 조직 안에 있지만 독립부대로 약 9
만 명의 정규 군인과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가입 멤버를 보유하고 내부 감
찰, 이슬람 가치와 문화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아흐
마디네자드 집권 이후 새롭게 임명된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자파리(Jafari)
의 군 개편과 새로운 전략 도입으로 인해 2008년 혁명수비대 육군으로 편입
되어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혁명수비대 육군은 대규모 합동 훈련도 진행하지만 소규모 게릴라전에 대
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미국 해군분석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is) 마이클 코넬(Connell, 2007)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탱크와 헬리
콥터 등의 공격에 대응한 소규모 게릴라 전투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훈련의 목적은 미국의 공격으로 중앙지도부가 전투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각 부대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의 이란 영토 침범 시 지역별로 분산되어 소모전에 들어가며 취약점 발
견 시 소규모 부대가 일시에 연합하여 공격을 진행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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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략은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전투와 레바논-이스라엘 전투에서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혁명수비대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대가 바시즈이다. 자발적 준군사
기관으로 군복 없이 위장에 능하고 민간인으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전력
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지역별 게릴라 작전이 가능하다(Cordesman and
Kleiber 2007, p. 75). 이 전략을 위해 군사적 훈련이 부족한 바시즈 부대를
2008년 전략적으로 육군으로 편입하여 전문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꾸드스 부대는 혁명 정신을 전파하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무슬림을 돕
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이들은 혁명수비대의 중동지역 영향력 확대에 가
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는 해외 작전과 대리전 성격의 시아파
반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성공
을 위하여 시아파 반군만이 아니라 수니파 반군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도 한
다.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시리아 정부군 지원, IS(Islamic
States)에 맞선 시아파 민병대 지원 등 중동지역의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활동
하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정부에서 배정받는 예산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이란 정규군보다 현대적이고
진보한 기술을 접목한 방어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전통적 방어 시스템이
아닌 넓은 국경의 전략적 수비 강화,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 핵개
발, 호르모즈 해협 통제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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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흐마디네자드 이전 혁명수비대 권력 확장
(1979~2005)
혁명수비대 창설과 초기 역사를 통해 혁명수비대가 이란에 자리 잡는 과
정을 살펴보았다면 3장은 혁명수비대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 이전까지 다양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하메네이가 대통령에 오른 1981년 이전의 이란 정치는 과도기적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슬람 성직자들과 이슬람 정부 추종자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
하지 못한 시기였다. 과도정부의 첫 수장은 민족주의자인 바자르간 총리였
다. 자유 민주주의 이슬람 정치체제를 신봉한 그는 혁명수비대가 제도권 안
에서 통제받는 역할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군대와 협력하는
활동 외의 정치적 개입에 반대했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혁명수비대
활동은 이란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호메이니에게 경고하였다(Katzman
1993, pp. 51-52). 그러나 혁명수비대 창설을 직접 지시한 호메이니는 혁명수
비대의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정치, 사회 개입을 지지했다. 결국
미(美)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바자르간 내각이 퇴출되고 혁명수비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슬람 정부의 첫 대통령인 바니-사드르 역시 성직자들에
의한 통치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나친 간섭과 개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소
수민족 분리주의에 대한 강경진압에 반대하였고, 자신들의 측근을 혁명수비
대 사령관에 임명하려 하였지만 결국 호메이니의 지지를 받는 혁명수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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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못했다(Alfoneh 2013b, pp. 22-26). 결국 이슬람 혁명, 이슬람 정부, 호메
이니를 추종하는 혁명수비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약 1년 5개월 만에 탄핵되
어 이란을 탈출했다. 혁명수비대는 혁명 직후 혼란한 이란 정치 상황 속에서
호메이니의 지지와 이슬람 정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슬람 가치 수호라는
임무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한다.

1. 하메네이 대통령 재임 시기(1981~89)
가. 이슬람 정권의 수호자(군사적 확장)
혁명수비대가 군사 안보기관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역할은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전쟁 발발 초기, 혁명 후 통일된 군조직과 사회
안정을 이루지 못했던 이란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라크 군을 막아낼
수 없었다. 전쟁 발발 후 샤트 알 아랍 수로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람샤흐르
(Khoramshahr), 이란 석유 산업단지의 핵심인 아바단(Abadan), 데즈풀
(Dezful)지역들을 차례로 빼앗겼다. 하메네이와 라프산자니 중심의 이슬람
공화당은 정규군 중심의 작전을 수행하던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사임했다. 이슬람공화당 출신 성직자 정치인들은 이슬람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작전을 수립하여 이라크
전쟁에 임했다. 혁명수비대를 신뢰하지 않고 정규군 중심의 군조직을 주장
했던 바니-사드르의 퇴진은 군대로서 혁명수비대가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
었다.
팔레비 왕실군이 기반이 된 정규군은 혁명을 이끌었던 종교지도자들에게
신임받지 못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여름 몇몇 군인들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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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쿠테타 시도를 진압한 호메이니와 이슬람 성직자들은 정규군보다 종교심
이 강하고 혁명에 충성된 혁명수비대를 원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정
규군인들의 쿠데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접전 지역인 이라크 국경지
역으로 정규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바니-사드르 퇴진 후 군사 통제권
을 차지한 혁명수비대는 이라크의 첨단 무기와 전술로 수세에 몰리자 자신
들이 통제하고 있는 바시즈 민병대를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11)
전쟁 개시 두 달 만에 이란 전국각지에서 모집된 20만 명 이상의 자원병
들이 전장에 투입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자원병 중 과반
수가 바시즈로 이란 전국 모스크에서 순교의 열정에 휩싸여 모집된 어린 소
년병들이 대부분이었다.12) 이들은 자신들의 수의(壽衣)를 가지고 다니거나
천국 열쇠를 목에 걸고 순교를 위해 전투에 참가한 열혈 시아파 신자들이었
다. 전문적 군사 훈련 없이 배치된 이들은 이라크 군이 설치한 지뢰들을 직
접 몸으로 제거하여 뒤따라오던 전투병들이 전력 손실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전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고 밀고 들어오는 인해전술은 이라크 군인들에게 점차 공포가 되었다. 인해
전술이 중요한 전투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약 70~80만 명의 바시즈 자원병
이 모집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전쟁 초기의 충격과 혼란에서 안정된 후 이슬람 혁명 지도자들은 이란-이

11) 바시즈(Basij)는 1980년 4월에 호메이니의 지시로 창설되었다. ‘이천만 군대’라는 슬로건으
로 전국민의 바시즈화를 목표로 출발한 민병대로 바시즈의 공식이름은 Sazman-e Basij-e
Mostazafin(The Organization for Mobilization of the Oppressed)이다. 현재는 혁명수비대 육군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2008년 이전까지는 혁명수비대 안에서 독립된 군 조직이었다(그림 1
참고).
12) “The Iran-Iraq W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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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 전쟁을 혁명 후 분열되고 혼란한 이란 사회를 이슬람 혁명정신으로 통
일하고 혁명기관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사용하였다(Abrahamian
1992, pp. 63-64).
혁명수비대는 이라크라는 외부의 적을 맞아 점차 조직을 갖춘 엘리트 군
으로서 모습을 갖춰가며 정권을 수호하는 핵심적 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이슬람 공화당과 이슬람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 좌
파 게릴라 그룹인 무자헤딘 할크 그룹들을 국가 위협 세력이라는 이유로 무
력으로 제거하였다(Ostovar 2009, pp. 84-85). 이란-이라크 전쟁은 혁명수비
대가 지금과 같은 조직적인 군대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슬람 정
부의 내부 위협세력들을 제거하고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는 정
권의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2. 라프산자니 대통령 재임 시기(1989~97)
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성장
전쟁 종료 후 혁명수비대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존재했다.
특히 라프산자니는 혁명수비대의 정치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호메
이니 사후 새로운 최고종교지도자로 하메네이가 선출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력에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혁명수비대를 통제 아래 두
고자 정규군과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으
로서의 혁명수비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진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
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혁명수비대는 혁명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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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며 무력시위까지 동원한 강력한 집단행동 끝에 통합계획을 백지화하
였다(Katzman 1993, pp. 59-60). 그러나 라프산자니의 혁명수비대 정치개입
을 막으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호메이니의 ‘정치적, 영적 유언
(Political and Divine Testament)’을 언급하며 군부의 정치 개입은 이슬람 혁
명 지도자인 호메이니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군부는 군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치에 개입하
지 마십시오. 정당이나 정치적 모임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군인, 경찰, 혁
명수비대, 바시즈는 모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영향받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십시오.
군 사령관은 자신의 지휘 안에 정치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들어오지 못하
도록 막아야 합니다…정치 개입은 그들을 반드시 타락의 길로 인도할 것
입니다.13)

라프산자니는 혁명수비대가 정치보다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경제 활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사회 인프라 재건 사업에 군수산업을 통해 중공업 기술을
익힌 혁명수비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그는 퇴역 군인들의 불만을 잠
재우고 내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가 재건’이라는 사명과 경제
적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afshekan and
Sabet 2010, p. 548). 또한 전쟁에 큰 공을 세운 혁명수비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혁명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란 전문가이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St. Andrews) 대학 교수인 알리 안
사리(Ali Ansari)는 혁명수비대가 지금과 같이 이란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13) Imam Khomeini(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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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막강한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라프산자니의 지원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14) 안사리의 지적처럼 혁명수비대 기업들은 라프
산자니 시절 벌어들인 수익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알짜 기업들
을 인수 합병하여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국가기밀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경제적 특혜를 주면서까지 정치에서 분리하려 했던 라프산자니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계속 확장하였다. 당시 혁
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레자이(Rezaei)는 “사회 곳곳에 자유주의라는 암세
포 같은 종양들이 퍼지고 있다”라며 라프산자니 정부의 핵심 세력이었던 개
혁적 성향의 기술 관료들인 테크노크라트(Technorat)의 등장을 비판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자신들의 휘하 민병대인 바시
즈를 동원하여 자유주의로 물들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가와 서구 문화의
상징인 극장을 공격하여 이슬람 가치와 문화를 수호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명확히 알렸다.
이슬람 혁명사상, 이슬람 정권을 수호한다는 논리는 이란 사회에 대한 통
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명수비대의 군사적 확장도 이루
어졌다. 라프산자니 집권 시기에 이슬람 가치에 기반을 둔 내부 통제를 조직
적으로 행하기 위해 민병대가 아닌 정규 상설군인 바시즈 저항군(Basij
Resistance Forces, Niru-ye Basij-e Moqavemat)을 새롭게 창설하여 임무를 맡
겼다. 또한 이슬람 혁명 정신을 전파하고 군사 훈련과 조언이 필요한 모든

14) Borger, Julian and Trait, Rober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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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꾸드스 부대(Quds Force, Niru-ye Quds)도 창설
하였다(Ostovar 2009, pp. 136-137). 이 두 부대는 현재 혁명수비대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성장하였다. 라프산자니의 재임 기간은 대통
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확장을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
치, 사회, 군사적으로 확장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나. 혁명수비대 후원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
라프산지니 재임 시기 혁명수비대가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또 다
른 이유는 하메네이라는 새로운 종교지도자의 등장에 있다. 전임 최고종교
지도자 였던 호메이니에 비해 지지기반이 약했던 하메네이는 자신에게 충성
할 수 있는 지지 세력 중 하나로 혁명수비대를 키웠다.
호메이니는 정치적 카리스마와 신학적, 종교적 권위를 가진 가장 적합한
최고종교지도자였다. 그러나 호메이니 사후 그와 같은 카리스마와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결국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쟁 후 복잡한
상황을 호메이니의 혁명 정신대로 풀어갈 호메이니의 후계자가 필요했다.
그 후계자로 호메이니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인 하메네이가 결정되었다. 그러
나 그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종교지도자의 자격기준인 마르자에 타클리드
(Marja-e Taqlid)가 아니었으며 최고성직자인 아야톨라(Ayatollah)도 아니었
다.15) 하메네이 지지자들은 헌법 수정을 통해 이슬람법과 일반법에 대한 충
분한 식견과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공명정대한 이슬람
15) 마르자에 타끌리드는 ‘모방의 원천’ 이라는 뜻으로 시아파 최고 성직자인 아야톨라(Ayatollah)
중에서도 파트와(Fatwa, 종교적 법령)을 발표할 수 있고, 법률 해석의 권위를 지닌 종교적
학식이 뛰어난 최고 성직자(Grand Ayatollah)를 뜻함. “Marjiyat(권위)”(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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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로 자격을 바꾸었다(이권형, 박재은, 박현도 2012, p. 42). 중간 성직
계급인 호자톨 에슬람(Hojatt al Eslam)에서도 초고속으로 아야톨라로 추대
하여 자격은 충족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다양한
정치 종교 세력의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던 선
출 초기에는 대통령이자 최고종교지도자 등극에 큰 역할을 한 라프산자니와
함께 권력을 양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양한 정치세력들 안에서 힘의 균형
을 맞추어 가며 적절히 그들을 이용하였다. 보수성직자, 군부 중심의 보수세
력, 라프산자니를 위시한 실용주의자, 그리고 하타미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
력까지 이들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독자적 힘을 키워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Rahigh-Aghsan and Jakobsen 2010, pp. 565-566).
그는 최고종교지도자로서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수적 성직자
들과 전통적 보수 지지 세력인 시장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과 그
결과물’에 충성된 혁명수비대를 최측근으로 만들었다. 특히 하메네이는 내
부 안보 기관으로 출발한 혁명수비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를 담당
하는 거대한 복합 기관으로 진화시켜 권력의 핵심기반으로 삼았다(Khalaji
2014, p. 52). 혁명수비대는 공식적으로 최고종교지도자에 의해 최고 사령관
이 임명되기 때문에 최고종교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법학자통치론’에 기반을 둔 이슬람 혁
명과 그 혁명의 결과물인 이슬람 정권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최고종교지도자를 지지하는 측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창설 초기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하메네이와의 개인적 친분까지 작용하여 최고종교지
도자의 손과 발이 되었다(Hen-Tov and Gonzalez 2011, p. 49).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메네이의 지지는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가장 큰 권력 기관으

∙ 100

이란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권력 확장 연구

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임기제 대통령의 한시적 지원이나 견제
로 인한 부침보다 종신제 최고 권력자의 후원은 자신들만의 장기적인 확장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3. 하타미 대통령 재임 시기(1997~2005)
이슬람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권과 혁명수비대에게 개혁파 하타미 후보
의 압도적 승리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함마드
하타미(Muhammad Khatami) 후보가 지식인, 여성, 학생의 압도적 지지를 받
으며 69%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하메네이, 보수적 성직자, 성직자와 연합세
력인 전통 시장의 상인세력,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사령관 등 대표적 보수파
들의 지지를 받던 국회의장 알리 아크바르 나텍-누리(Ali Akbar Nateq-Nuri)
를 큰 표 차로 따돌린 승리였다. 개혁파 대통령 하타미의 승리는 전쟁 후 사
회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자유, 열린 시민사회, 정치발전을 열망하는 이란 시
민들의 열망의 표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이슬람 정권을 위협하는 정
권붕괴 시나리오 시작으로 인식되었다(Moslem 2002, pp. 240-251). 더 놀라
운 사실은 혁명수비대 멤버의 하타미 지지율은 득표율 보다 더 높은 73%에
달했다(Ansari 2006, p. 108). 보수적인 이슬람 정권 수호자로 자처하는 혁명
수비대 안에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혁
명수비대 수뇌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들은 다시 혁명수비대 멤버의 사상
교육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내부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정치 발전과 사회 개혁 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한 하타미 정권과 개혁
정책들은 이슬람 혁명과 보수적 정권을 위협했다. 혁명수비대는 하타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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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가 15년 넘게 혁
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있던 레자이를 새로운 인물인 야흐야 라힘 사파비
(Yahya Rahim Safavi)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온건파로
불리던 사파비였지만 이슬람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져있던 사회에 다시 보수적 기
강을 확립하려 노력하였다. 그는 자유로운 사상을 주도하던 언론들을 통제
하기 위해 특별법정을 이용하였다. 개혁적 주간지인 오미데 잔잔(Omid-e
Zanjan)을 혁명수비대와 소속 장군들을 모욕한 죄로 테헤란 공공법정 1408
호에 고소하였다. 또한 학생지인 모즈(Mowj)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 이슬람
의 구세주인 마지막 12 번째 이맘 마흐디(Mahdi, Hidden Imam)를 모욕한 죄
로 고소하여 폐간시켰다(Rubin 1999, pp. 83-86). 하타미 정부시기에 이러한
명목으로 수십 개의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었다.
사파비 총사령관은 대학가를 향해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대학을 물
들이고 있고 우리의 청년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
다.’ 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한 자유를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바시
즈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위협을 가했다(Alfoneh 2013b, p. 28).
자유와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를 누르려는 혁명수비대를 위시한 보수 세
력과의 갈등은 1999년 7월 바시즈의 테헤란대학교 기숙사 공격사건으로 폭
발한다. 개혁 신문 폐간을 주도한 보수파들의 계획을 폭로한 신문 쌀람
(Salam) 폐간에 대한 항의시위 후 귀가한 학생들을 바시즈들이 기숙사에서
공격하였다.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창문 밖으로 학생들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하메네이는 즉각 폭력을 행한 자들을 비난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지만 학생시위는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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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shri 2001, pp. 146-147).
전국적 반정부 시위에 위협을 느낀 24명의 혁명수비대, 바시즈 사령관들
은 하타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이들은 편지
로 “대통령님, 만약 오늘 혁명적 결정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슬람 가
치와 정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신다면,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어떠
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
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
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 상황
을 저희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16)라고 밝히고 있다. 정중한 표현
을 사용했지만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협박을 가할 정도로 혁명수비대의 힘
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타미 정부는 외교적으로 개방적 친(親)서방 정책을 취했다. 하타미는 유
엔 방문 기간에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문명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도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반(反)탈
레반 진영인 북부동맹을 함께 지원하면서 몇몇 작전에서는 협력하였다
(Ostovar 2009, p. 161).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제스처를 무시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자 이란을 ‘악의 축’ 중 한 국가로 지목하였다. 이는 서방에게 우호적
이었던 하타미 정권에게 정치 외교적 타격을 입혔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
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보수파가 하타미 정권의 친서방 정책을 성토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하메네이를 포함한 모든 보수 언론은 미국을 다시 ‘Great
Satan’으로 칭하기 시작했다. 반미(反美) 감정이 고조되고 이슬람으로 다시

16) Jomhuri-ye Eslami(1999), 재인용: Ali Alfoneh(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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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단결을 요구하였다. 이란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보수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도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통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켜 개혁파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하타미 등장과 911이후의 지역정세 변화는 보수파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자 도전이었다.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과 서구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대통
령과 시민사회의 도전, 외부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된 시점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혁명수비대에게는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작용했
다. 혁명수비대는 개혁파 지도자들을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서구와의 긴장관
계를 빌미로 더욱 압박했고, 외부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집중하며 군사적 역량을 더욱 증가하였다
(Ostovar 2009, pp. 159-162). 지역적으로 이란을 견제하던 수니파 사담과 탈
레반 정권이 제거되면서 힘의 균형이 붕괴되었다. 혁명수비대 꾸드스 특수
부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라크 시아파 민명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
아 시아파 정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연계하는 폭넓은 군사적 활동 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타미 정권 시기에 혁명수비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
하였다. 첫째, 사회 통제 능력 확대이다. 개혁파 대통령 등장이라는 위기 속
에서 이슬람 가치 수호를 위해 더욱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였고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이란과 중동의 핵심 안보 기관으
로서의 발돋움이다. 하타미 정권시기 이란을 둘러싼 지역적 안보환경이 급
변하였다. 미국의 위협도 커지면서 최고종교지도자와 보수파들은 정권유지
를 위해 혁명수비대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혁명수비
대가 이란의 내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 안보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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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졌다. 마지막은 혁명수비대 출신 정치인들의 등장으로 정치권으로 영향력
을 확장한 것이다. 하타미 대통령 말기 보수적이고 혁명정신에 헌신적인 혁
명수비대 퇴역 장교들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으로 입성하기 시작하
였다. 하메네이 측근으로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
인사들이 있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례들은 이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혁명수비대 출신
이 대거 당선되고 이들이 혁명수비대 출신을 시장으로 뽑으면서 지방 정권
과 정치무대에 혁명수비대 출신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Safshekan and
Sabet 2010, pp. 548-549).17) 이 시기에 2005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아흐마
디네자드도 테헤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2004년 의회 선거에서 혁명수비대
출신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하타미 시기는
혁명수비대의 권력 확장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로 꽃을 피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다.

Ⅳ.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 시 권력 확장 (2005~13)
2005년 6월 24일, 2차 선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아흐
마디네자드가 당선되었다. 그는 성직자도 아니고 성직자의 아들도 아니었
다. 이슬람 혁명과 미 대사관 점거 사건에 참여했지만 그의 정치적 출발은

17) 이란의 30개 주 주지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각 도시의 시장은 시민이 뽑은 지방의
회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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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즈 장교로 참전한 이란-이라크 전쟁이었다. 그는 혁명수비대라는 배경
을 갖고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라프산자니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치계에서 혁명수비대를 몰아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혁명수비대의 성
장과 함께 정치력을 키웠다. 이 장에서는 그의 재임 중 혁명수비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확장과 그 시사점을 고찰한다.

1. 경제적 확장
이란의 핵심 권력으로 혁명수비대를 지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
계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혁명수비대 네트워크이다. 혁명수비대 소속 기업,
출신 장교들이 소유한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하청업체 등등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기업을 제외하고 이란 경제를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혁명수비대 기업인 GHORB(Gharargah Sazandegi-ye
Khatam al-Anbia, 이하 하탐으로 통일)의 경우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서
도로, 댐 같은 토목 사업, 자동차, 부동산, 금융업, 생필품, 레이저 안과 수술
까지 이란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에 자회사를 거느린 이란 거대 기업
중 하나이다.18) 전후(戰後) 방위산업체를 기반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라프산
자니 정부가 지원한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대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
다(Alfoneh 2007, pp. 1-2). 경제제재가 심해지면서 외국기업과 경쟁 없이 이
란 내 큰 프로젝트들을 독점하고 있다. 다른 혁명수비대 기업들은 밀수 같은
불법적인 사업에도 참여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수산
업에서 일반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유제품, 공익을 표방한 사회사업에서 술
18) “Ghorb Dar Yek Negah (한눈에 보는 하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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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약 밀수에 이르는 불법적 일까지 이윤이 창출되는 모든 곳을 장악해
가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 역시 혁명수비대이다.
이란 헌법 44조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 따라 참여대상자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국영기업은 기간산업, 중공업, 대규모 산업, 사회 인프라 구축 산
업, 대규모 도로, 댐, 관계 수로 건설 정비 사업, 해외무역, 텔레비전, 라디오,
전신, 전화 사업, 항공, 해운 사업 등 공공분야를 책임진다. 민간기업은 농업,
목축업, 제조업, 무역, 서비스 산업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생산
된 물건을 전국에 유통하는 업무를 맡는다.19) 2005년 대통령 선거 전, 하메
네이는 44조를 새롭게 해석한 칙령을 통해 작은 정부를 목표로 석유, 가스
분야 같은 대규모 산업과 중공업 기업들의 민영화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광
공업, 해외무역, 금융업, 협동조합 지분, 발전소, 전신 전화국, 항공, 해운 등
많은 공공분야가 포함되었다. 5년간 약 25%의 정부 소유 국영기업이 협동조
합으로 이전하여 투명성 확보, 세수 확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Alfoneh 2013b, p. 167). 그러나 실제적으로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소속 협동
조합이 주로 참여하여 국영기업체를 인수하였다.20)

가. 군수, 건설산업
혁명수비대 군수산업의 기반은 팔레비 정권의 군수산업체인 Military
Industries Organization(Sazman-e Sanaye Nezami)이다(Schulz 1986, pp. 147-148).

19) “Ghanun-e Asasi-ye Jomuriye Eslamiye Iran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1979).
20) Alfoneh, Ali(2011). UCLA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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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에 속해 있던 Iran Electronic Industries(Sanaye Elektronik-e Iran)와
Iran Advanced Industries Organization 같은 기업이 혁명 후에 호메이니에 의
해 Defense Industires Organization(Sazaman-e Sanaye Defa)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수비대로 이전되었다. 선진 기술들이 혁명수비대의 감독과 지원 아래
독점적으로 혁명수비대 군수업체에 전수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군수업체
의 일부 공장은 전기 통신 분야 공장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회사들은 군수품
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캐너, 전화기, 인터폰 등 민간 기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까지 제조 판매 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전쟁 동안 요새와 기지, 피난처 등을 만들면서 축적된 노
하우를 전후 사회 인프라 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 각종 재건 사업에 참여한
하탐은 2015년 6월까지 1,83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완성하였고,
288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21)
하탐이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라면 혁명수비대
협동조합(IRGC Cooperative Foundation)은 민간 건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
과를 내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가난한 노동자 계층
을 위한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주택 2백만 호 건설 사업의 주계약자가
바로 혁명수비대 협동조합이다. 메흐르 주택 프로젝트(Mehr Housing
Project)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여 싼 가격에 집 없는
젊은 세대에게 제공함으로 주택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Motamedi 2014, p. 1098).

21) “Ghorb Dar Yek Negah (한눈에 보는 하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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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유, 가스 분야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이후 규모가 큰 석유와 가스 부분 프로젝트
에 하탐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석유부는 수십억 달러의 프로젝트
들을 입찰 없이 하탐과 계약하였다. 2006년 6월 25일, 이란석유공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가 공개입찰 과정 없이 약 25억 달러 규모의 사
우스 파르스(South Pars) 가스전 15, 16단계 프로젝트를 하탐과 계약하였
다.22) 정부 관계자는 하탐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수준 높은 능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몇
몇 국회의원들이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란가스공사(National Iranian Gas Company, NIGC)는 ‘peace
pipeline’ 으로 불리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를 잇는 가스관 공사의 이란 국내
부분을 하탐과 계약 하였다. 총 13억 달러 규모의 이 가스관 공사는 사우스
파르스 지역의 앗쌀루예(Assaluyeh)에서 파키스탄 국경지역인 시스탄
(Sistan), 발루체스탄(Baluchestan) 지역의 이란샤흐르(Iranshahr)까지 이어지
는 총 900km 규모의 대공사이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나라 안에 석
유와 가스 관련 공사 입찰에 광범위한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우
려에도 당시 혁명수비대 총 사령관이자 하탐의 대표였던 라힘 사파비(Rahim
Safavi)는 “혁명수비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과 엔지니어링 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민간 기업들이 준비되지

22) “Qarardad-e Toseh-ye Fazhaye 15 va 16 ba Qarargah-ye Khatam Alanbiya Emza mi Shavad
(15, 16 단계 가스관 공사 하탐과 계약하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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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영역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23) 이란 저
널리스트인 아라쉬 하산 니여(Arash Hasan niya)는 한 달 동안 70억 달러 상
당의 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하탐과 체결된 것을 비판하면서 2005년 대통령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하탐이라고 풍자적으로 표현했다.24)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석유·가스 분야 독점에는 국제적 경제제재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201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29호 결의안을 채택하
고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가 금융, 보험, 해운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 제재
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당시 하탐의 대표였던 로스탐 가세미까지 제재 명
단에 포함하는 초강수로 압박하였다. 많은 회사들이 이란의 석유·가스 프로
젝트에서 철수하였고 빈자리를 하탐이 차지하였다. 2010년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은 카세미 하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하탐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
전 프로젝트에서 쉘(Shell)과 토탈(Total)의 자리를 메워 가고 있다”고 언급
하며 ‘하탐은 국가 발전의 상징’이라고 적극 지지하였다.25) 핵개발을 진행하
고 있는 주체 세력인 혁명수비대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심해질수록 아흐마
디네자드 정부는 제재로 인해 입은 손실을 석유·가스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보상해 주었다.

23) “Ba 900 Kilometr Khat-e louleh-ye gaz Assalouyeh be Sistan va Balouchestan miresad(900 킬
로미터의 가스관이 시스탄과 발루체스탄에 도달한다)”(2006), 재인용: Alfoneh(2007).
24) Niya, Arash Hasan(2006).
25) “Gharargah-e Khatam al-Anbia-ye Sepah Mitavanad Olgouyi Baraye Sazandegi-ye Keshvar
Bashad (하탐 알 안비야 그룹이 이란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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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분야
폭발적 증가를 보이는 통신시장에도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사실 2002년 둘째 모바일 통신 사업자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회사인 터키
의 투르크셀(Turkcell)이 선정되었다. 정부가 독점하던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이란 통신시장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혁명수비대
의 전기 통신회사들이 통신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면서 투르크셀의 입지는
좁아졌다. 초기에 이란인 지분율이 30%였던 투르크셀은 헌법수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란인 지분율을 51%까지 높였다. 여기에 투트크셀에 대한 법
적, 현실적 제약들이 늘어나면서 투르크셀에 투자한 터키 투자자들이 이란
시장을 떠나게 되었다.26) 혁명수비대는 1999년 학생시위 진압시기에 전화
선과 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했음을 상기하고, 나라
의 안전을 위해서 통신망을 통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9년 9월, 이란국영통신 회사의 민영화 사업에도 에테마드 모빈(Etemad-e
Mobin)이라는 합작회사를 내세워 참여하였다. 혁명수비대는 다시 한 번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주계약자로 낙찰 받았다. 이로 인해 혁명수비대는 잠재적으
로 이란 사람의 모든 통화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통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라. 지하경제
미국과 국제사회의 오랜 경제제재는 역설적이게도 이란 지하경제를 활성
화하였다. 지하경제를 통한 이윤이 커지자 혁명수비대 기업들이 개입하여

26) “Parvan-e Turk Cell, Baztab-e Tirgi-ye Ofoq-e Eqtesad-e Iran (투르크셀 이슈, 이란경제의 어
두운 그늘 반영)”(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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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국경과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가 주도적으로 밀수에 참여하고 있다. Iran Daily 뉴스는 테헤란 북서쪽 외곽
에 외치한 파얌(Payam) 국제공항을 통해 2005년에만 약 2천 톤의 화장품, 비
아그라, 컴퓨터, 고가 전자제품 등이 밀반입되었고 평소에는 4대, 휴일에는
평일 두 배의 밀수 비행기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27)
페르시아 만의 넓은 해안도 ‘보이지 않는 부두(invisible jetties)’라고 표현
할 정도로 수많은 밀수선들의 출입구가 되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혁명수
비대에 의해 진행되는 밀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윤이 큰 사업이
다.28) 7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육로를 통해서도 마약과 술 등 이란
에서 구할 수 없는 불법 기호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값싼 휘발유를 국경 넘어 국가에 팔면 200~300%의 차익을 남
길 수 있다. 한 이란 국회의원은 혁명수비대가 밀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연
간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Wehrey et al. 2009, pp. 64-65).
이맘 호메이니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혁명수비대의 밀수
사업에 대한 집착을 잘 보여준다. 2004년 5월 8일, 테헤란 시내 메흐라바드
공항의 여행객과 화물 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테헤란 외곽에 이맘 호메
이니(Imam Khomeini) 국제공항을 개항했다. 이맘 호메이니의 운영권은 오
스트리아와 터키의 합작회사에 위임하여 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항
식을 열고 아랍 에미리트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첫 비행기로 착륙하였다. 그
러나 첫 여객기 착륙 후 혁명수비대가 활주로에 탱크를 밀고 들어와 관제탑

27) “Analysis: Goods Smuggling Highlights Economic Problem in Iran”(2005).
28) “Sepah va Se Enheraf (혁명수비대와 세 가지 일탈)”(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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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장악하여 다음 비행기부터 착륙을 불허 하였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
해 이맘 호메이니 공항의 운영권을 외국 회사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29) 몇 시간 후 통합군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맘 호메이니 공항
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2004년 10월 3일, 혁명수비대는 이
맘 호메이니 운영권 계약과 관련하여 교통부 장관인 아흐마드 호람의 퇴임
을 요구하였다. 하타미 대통령은 터키 회사와의 불법적 계약 파기로 인해 터
키 국빈방문도 미뤄지는 국제적 망신도 당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혁명수
비대와 관련 있는 회사가 운영권을 획득하여 다시 개항하였다. Iran Daily에
따르면 재개항 후 18개월 동안 수십억 달러어치의 핸드폰, 화장품, 고가의 사
치품들이 밀수입되었다고 한다. 나라의 위신과 여행객의 안전보다 밀수를 통
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혁명수비대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다.

2. 정치적 확장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에 혁명수비대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내
각의 상당부분이 혁명수비대 몫으로 배정된 것이 증명하고 있다(Alfoneh
2011, p. 84). 1기 내각의 반이 혁명수비대 장교 출신이고 많은 사람이 지방
주지사로 임명되었다(Alfoneh 2008a, pp. 2-3). 혁명수비대의 정치력 확장은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정치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
작한 것은 하타미 정권 말기부터이다. 2003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혁명수
비대 출신 지방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었고 이들은 혁명수비대 출신 시장
을 선출하였다. 2004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2명의 초선 의원 중
29) “The financial power of the Revolutionary Guard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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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 배경을 가진 의원이 91명에 달했고 그중 34명이 고위 장교 출신
이었다.

가. 아흐마디네자드 내각
2005년 출범한 신정부의 21명 장관 중 9개 부서 장관이 혁명수비대와 바
시즈 출신이고 관련 기관 출신까지 포함하면 13명에 달한다(Alfoneh 2008a,
pp. 2-3). 대통령이 임명하는 30개 주의 주지사와 부지사의 상당수도 혁명수
비대와 바시즈, 교정국 출신 장교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케르만, 서아제르바
이잔, 후제스탄, 하메단, 일람주는 모두 혁명수비대 출신이고 잔잔, 로레스
탄, 이스파한, 남호라산은 교정국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테헤란 시장 시
절 참모들을 서아제르바이잔, 케르만샤, 호르모즈간, 호라산 라자비주의 행
정책임자로 임명하여 지방 정권 행정력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지방 정권 장
악 이면에는 대통령 재선을 대비한 정치적 포석이 있었다. 이란 저널리스트
카스라 나지(Kasra Naji)는 그의 책 ‘Ahmadinejad’에서 아흐마디네자드는 아
르다빌 주지사 시절 국경 지역 밀수를 통해 만든 비자금을 1997년 보수파
대통령 후보인 알리 아크바르 나테그 누리 선거 운동에 지원하였다고 밝히
면서 30개 주에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미리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Naji 2008, pp. 34-40).
이러한 전략과 혁명수비대와 바시즈의 절대적 도움으로 아흐마디네자드
는 2009년 재선에 성공하였다. 재선에 성공한 후 새롭게 조직된 내각에서도
18명의 장관 중 12명이 혁명수비대의 배경을 가진 자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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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장악
혁명수비대의 정치화는 국회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파의 지원을 받은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290석 중 182석에 당선되었다
(Alfoneh 2008b). 2008년 선거를 통해 혁명수비대가 최고종교지도자의 정치
적 파트너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총7,168명이 입후보 하였고 이 중 약 31.5%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 출신이었다. 이 중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의 자격심
사를 통해 31%가 탈락되었다.30) 탈락자들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믿음 부족,
팔레비 왕정과의 연관성, 마약밀수 혐의,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 전문성
부족, 서류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자격미달이 되었지만 사실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였다. 하메네이는 선거 감독관으로 혁명수비대 장군 출신의
알리 레자 아프샤르를 임명하여 혁명수비대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였다. 여
기에 혁명수비대 출신 에자톨라 자르가미가 사장으로 있는 이란국영방송국
(IRIB)은 개혁적 후보들의 광고 방송을 거부하였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혁명수비대 정치국장
인 야돌라 자바니(Yadollah Javani)는 “정당이나 정치 문화인들이 정권을 위
태롭게 할 경우 혁명수비대는 군사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 문화
적으로 개입하여 이슬람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를
군대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31)라고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30) Islamic Republic of Iran Ministry of Interior, “Ettelaiyeh shomareh-ye 10 Setad-e Entekhabat-e
Keshvar (선거관리본부 공보지 10호)”, 재인용: Alfoneh(2013b).
31) “Negaran-e tajdid-e nazar dar sakhtar-e sepah nahashid (혁명수비대 구조 안에서 다시 심사숙
고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오.)”(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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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 대통령 선거 개입
혁명수비대의 정치개입은 아흐마디네자드 재선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
러난다. 혁명수비대는 전 방위로 확장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아
흐마디네자드의 재선을 돕는다. 전국 31개 지역 사령관은 휘하 장병과 주변
조직에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할 것을 독려하였다. 다른 후보자들을 공개적
으로 비난하고 아흐마디네자드의 업적과 바시즈로서 나라에 충성한 일들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자파리 최고사령관은 바시즈에게 이
슬람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초기 혁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시즈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공개적
지지는 바시즈가 아흐마디네자드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만들었
다(Alfoneh 2013b, pp. 34-35).
그러나 바시즈의 진정한 역할은 선거 후에 일어난 전국적인 부정선거 시
위에서 나타났다.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폭력적 진압에 나서서 부정선거라
고 외치는 학생과 시민의 입을 폭력으로 막았다. 이는 이미 자파리 총사령관
이 선언한 새로운 혁명수비대 임무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혁명수비
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혁명과 혁명을 통해 얻은 모든
열매들을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혁명 지도자로부터 하달된
현재의 전략은 전시에 사용하던 것과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
장 중요한 사명은 내부의 적과 상대하는 것이다”32)라고 혁명수비대의 변화
를 설명하였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
이 아닌 정치 이념적 조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통령 부정
32) Hamshari(2007), 재인용: Alfoneh(2008), p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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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효과적으로 진압한 혁명수비대는 정치적으로 진장한 승자가 되었다.

라. 권력 갈등 속 혁명수비대 영향력 확대
당선 초기부터 부패한 성직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아흐마디네자
드는 하메네이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두 권력자의 갈등은 결국 2011년
4월 17일 정보부 장관인 호자톨 에슬람 헤이다르 모슬레히가 아흐마디네자
드에 의해 해임되면서 불거졌다. 하메네이는 즉각 모슬레히를 복권하였고
이 일로 인해 아흐마디네자드는 2주간 내각회의에 불참하여 불만을 표시했
다.33) 정보부는 이슬람 정권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과
혁명정신에 충실한 성직자로 최고종교자가 직접 임명한다. 최고종교지도자
가 임명한 자를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은 명백히 최고종교지도자에 대한 반
발이자 도전이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혁명수비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였
다.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받는 공생관계지만 권력 다툼에서
더 큰 권력자 편에 선 것이다. 이들은 ‘현 정권에 잘못된 사상적 흐름’이 침
투해 있으며 이 사상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 뒤에 숨어서 정권을 위
협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통령과 그의 태업을 비판했다. 특히 혁명수비
대의 최고종교지도자 대리인인 호자톨 에슬람 알리 사이디는 “최고종교지
도자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알라와 마지막 이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
이다”34)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33) “Moslehi Dar Vezarat-e Ettelaat Mandani Shod (모슬레히가 정보부 장관으로 남는다)”(2011).
34) “Takhalof Az Farman-e Vali-ye Faqih Dar Hokm-e Mokhalefat ba Farman-e Khoda va Emam-e
Zaman Ast(최고지도자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과 마지막 이맘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
이다)”(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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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마디네자드는 결국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고 복귀했지만 이 갈등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곳은 혁명수비대였다. 최고종교지도자에게 충성심을 보
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어 권력 갈등을 중재한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2009년 시위 진압과 함께 혁명수비대가 정치
적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 군사적 확장
2007년 혁명수비대 총 사령관으로 임명된 모함마드 알리 자파리는 비대
칭 전투 전문가이자 혁명수비대 전략연구소에서 ‘벨벳혁명’을 연구한 전략
가이다.35) 그는 ‘벨벳혁명’ 연구를 통해 미국의 적국 정권교체 전략이 전쟁
같은 하드 파워에서 문화, 이데올로기 같은 소프트 파워로 변화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몰두했다. 그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
기를 통한 내부 변화가 정권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춰 혁명수
비대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
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준군사조직 바시즈의 전략적 합병이다. 둘째, 각 주를 기본 단위로
하는 독립된 방어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발생한 전국적 반정
부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5) “Who’s Who in Iranian Politics - Mohammad Ali Jafa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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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 통제 확대
혁명수비대 구조 조정의 첫째 핵심은 바시즈를 혁명수비대 육군으로 통합
한 것이다. 자원 민병대 성격으로 출범한 바시즈는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죽
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해전술로 큰 공을 세웠다.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
들도 바시즈에 지원하여 자신의 기술에 맞는 영역에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바시즈는 혁명수비대와 유사한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조직이다.
다른 점은 혁명수비대는 오랫동안 무력투쟁을 해온 전문적 군사조직체이었
다면 바시즈는 이슬람 가치를 수호하려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병
대였다. 창설 당시 바시즈의 통제권을 두고 혁명수비대와 당시 대통령인 바
니-사드르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바니-사드르의 실각과 망명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 결국 1981년 이란 국회는 공식적으로 바시즈를 혁명수
비대의 조직 안으로 편입하는 법을 통과시킨다.36)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혁
명수비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 주 임무였다면 바시즈
는 외부의 위협에도 혁명수비대를 도와 방어에 나섰지만 주로 정권을 위협
하는 내부 불안요소들을 제거하였다.
바시즈는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고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혁명수비대
의 군 구조 안에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이슬람
가치와 문화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독립적 임무를 수행한 바시즈를 혁
명수비대의 직접 명령하에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시즈를 혁
명수비대 육군으로 흡수한 후에 자파리 총 사령관은 “혁명수비대는 바시즈

36) “Ghanoun-e edghame-e Sazeman-e Basij-e Melli (Mostazafin) dar Sepha-e Pasdaran-e Enqelab-e
Eslami (바시즈의 혁명수비대 편입에 관한 법률)”(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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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혁
명수비대 임무의 절반은 바시즈 멤버의 어깨에 달려있다”37)고 바시즈 멤버
를 격려하였다.
자파리의 전략적 목표는 바시즈의 사회 통제 역할 강화다. 지역별로 조직
되어 있는 바시즈 군대를 각 지역 혁명수비대 육군에 편제함으로 군사적 능
력과 통제 능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슬람 사상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
어 위반자를 찾아내고 공격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내부 감시와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바시즈의 군사
적 전문성을 혁명수비대 육군의 직접 교육과 통제를 통해 강화하여 바시즈
를 통해 이란 사회에 퍼지고 있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문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나. 군사 대응력 강화
이란-이라크 전쟁은 혁명수비대가 실제 눈앞에 적인 이라크와 전투를 치
루면서 군사적 경험과 영향력을 쌓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라크와의 전쟁 이
후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전투상황이 발생하지 않
는 현실에서 군대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위협상황과 전투가 임박한 안보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자파리는 그 상
대를 가장 큰 외부의 적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내부 위협 세력으로
삼고 모든 군 체제를 바꿔가고 있다.
37) “Sardar Jafari: Mamouriat-e asli-ye Sepah moghabeleh ba tahdid-ha-ye dakheli ast (자파리 사
령관: 혁명수비대의 주 임무는 내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2007), 재인용: Alfoneh(200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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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모자이크 독트린’을 발표하고 30개 주와 테헤란 중앙부대를 합쳐
31개의 혁명수비대 군대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 사령부
의 지시 없이 위협상황에서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군사
력을 각 주에서 스스로 모집할 권한을 주어 스스로 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정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국방
통제력을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또한 혁명
수비대 내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미국 정보원들로부터 군사전략을 보호하려
는 효과도 있다. 각 주의 부대가 독립적으로 활동함으로 인해 중앙 사령부의
전체 전략이 노출되어도 개별적 전략은 수정 대응이 가능함으로 국방전략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와 함께 내부의 적에게도 각 주마
다 직접 감찰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 혁명수비대 군대가 활동한다는 사실
을 인지시킴으로 충분한 사전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38)
이와 함께 혁명수비대 해군 작전 범위를 정규군 해군이 가지고 있었던 지
역까지 확대하여 페르시아 만과 호르모즈 해협까지 직접 통제하도록 하였으
며 해군작전연구소와 작전 훈련 센터를 신설하여 페르시아 만을 통한 미 해
군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였다(Ostovar 2009, pp. 185-186).

4. 혁명수비대 권력 확장과 그 시사점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핵 갈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38) Rahimi, Baba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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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경제제재는 혁명수비대 기업이 이란 경제를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확장을 가져온 국제 제재와 고
립은 이란 국민에게 경제적 좌절감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일반 국
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정
권의 전통적 지지자인 시장 상인들은 혁명수비대의 문어발식 확장에 자신들
의 이익이 침해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혁명수비대의 경제력 확대에 비판적 목
소리를 내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성장한 혁명
수비대에 대한 신정부의 견제와 핵협상 타결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혁명수비
대 기업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지켜봐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하타미 대통령 말기부터 기초의원과 시장으로 시작
된 혁명수비대 출신의 정치권 진출은 아흐마디네자드의 당선과 함께 내각과
국회 등 이란 정치 전체로 확대되었다.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진압과 대통
령과 최고종교지도자 갈등 속에서 이란 사회의 위기 관리자로 혹은 갈등 조
정자로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기초의원에서 최고 권력 기관까지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확장되고 있는 이들의 네트워크는 가장 정치 집단으로 성장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혁명수비대의 정치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가조정위원
회 의장이자 전 대통령인 라프산자니가 대표적 인물이다. 대통령 재임시절에
도 정치권으로 확대하는 혁명수비대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던 라프산자니는 테
헤란 금요 예배 설교에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혁명수비대와 바시즈)은 결
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전체 군인과 나아가 나라에 대한 반역
입니다”39)라고 경고했다. 최고 성직자인 야야톨라 유수프 사네이도 군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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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개입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반대자 중에 가장 역설적 인
물은 혁명수비대의 창설을 지시한 호메이니의 손자 하산 호메이니이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전문가회의의 의원이자 마샤드 금요예배인도자인 아
야톨라 알람 알 홀다는 “혁명수비대와 바시즈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
장은 신의 적들에서 나온 말이다. 그들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가 그들의 길
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바시즈는 이슬람 정부 내외부에 있
는 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이맘 레자는 역사상 첫번
째 바시즈 사령관이다”40)라고 정치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내부
적 이견이 있지만 혁명수비대의 정치력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더욱 강력한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바시지를 혁명수비대 육군으
로 편입하였다.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사회 통제력은 후계자를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와 시아파 성직자들이 정치적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
도까지 성장해 가고 있다.

39) Entekhab (2007), 재인용: Alfoneh(2008), pp. 3-14.
40) 이맘 레자는 시아파의 8번째 이맘으로 유일하게 이란 마샤드에 무덤이 있다. “Iran News
Round Up”(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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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로하니 정권 등장과 혁명수비대(2013~)
2013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로하니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갈등 회복, 행정
부의 정상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타미 정부에서 핵협
상 대표를 역임한 로하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핵협상 타결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신뢰회복과 경제제재 해제로 판단하고 있다(Bastani 2014,
p. 2). 그는 핵협상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경제제재의 수혜자들,’41) ‘교육
받지 못한 자,’42)라는 직접적 비난과 함께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온건파 하산 로하니의 당선 원인을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루
어지고 있는 핵협상을 포함한 개혁정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와의 갈등과 타협 방향등을 분석한다.

1. 온건파 하산 로하니의 등장
2013년 6월, 하산 로하니의 대통령 당선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혁명
수비대를 포함한 보수파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이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시점에서 하메네이 최고종교지도자의 지지 없이 온건파 성직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09년 대통령 선거 후 전국적 시
위로 내부 갈등을 겪은 이란 사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미나 희망이 없었
다. 그러나 개혁을 부르짖는 온건파 성직자 로하니의 예상 밖 당선은 새로운
41) “Dastur Raees-e Jomuri baraye Shanasay va Majazat-e vizhe Kharan va Sahevan-e Daramadha-ye
geir-e Mouje(불법적 소득을 취하는 자 처벌에 관한 대통령령)”(2014).
42) “Khat-e Qermez Tahqiq va Elm, Manafee va Masaleh Meli Ast(학문연구의 마지노선은 국가
이익이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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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시작이었다.
50.71%라는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1차 선거에서 당선된 로하니의 당선요
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43)44) 첫째, 개혁파 정치인의 적극적 지지
선언이다. 실용주의 노선의 이란 정치 거물 라프산자니는 대통령 후보 자격
심사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후에 로하니 지지자로 방향을 바꿨
다.45) 개혁파 하타미 역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로하니를 지지할 것
임을 선언했다. 하타미는 개혁파 대통령 후보였던 모함마드 레자 아레프에
게 후보 사퇴를 권고하여 개혁파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46) 이러한 개혁
성향 정치인의 단합된 적극적 지지는 중도 개혁적 성향 유권자를 하나로 결
집시켰다.
둘째, 보수파의 연합 실패이다. 온건 개혁 진영 정치인이 연합하여 로하니
를 지지한 반면, 보수파 안에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4명의 후보가 끝까지 단
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로하니 후보가 약 1,800만 표를 얻은 반
면 보수파 진영은 약 1,600만 표를 4명의 후보가 나누어 가졌다.47)
셋째, 로하니 선거캠프의 전략적 선거 운동이다. 그는 민주화와 자유의 상
43) “Hassan Rouhani wins Iran presidential election”(2013).
44) 이란 대통령 선거는 첫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첫째와 둘
째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를 선출한다. 2005년
의 경우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위인 라프산자니와 2위 아흐마디네자드가 2
차 결선 투표를 통해 1차 2위였던 아흐마디네자드가 당선되었다.
45) “Rafsanjani backs Rouhani for Iran presidency”(2013).
46) “Ex-Persident Rafsanjani Joins Lhatami to Back Rohani in Iran”(2013).
47) 이란 내무부 선거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투표수 3,670만 4,156표 중 하산 로하니 당선자
1,861만 3,329표 획득, 모함마드 바게르 발리바프 607만 7,292표 획득, 사이드 잘릴리 416만
8,946표 획득, 모흐센 레자이 388만 4,412표 획득,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 226만 8,753표
획득, 모함마드 가라지 44만 6,015표 획득이다. “Hassan Rouhani wins Iran presidential
elec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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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된 2009년 대통령 후보 미르 후세인 무사비와 메흐디 카루비의 가택연
금 해제를 약속했다. 보수파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
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고립된 이란 사회와 침
체된 이란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로의 복귀와 핵협상 타결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2003년부터 2년간 핵협상 대표로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핵협상 타결을 통해 국제 사회 일원으로의 복귀를 약
속했고,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이란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한 희망을 제시
했다.48) 아흐마디네자드 보수파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고립, 제재, 경
제 위기를 부각하였고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자신임을 선거운동의 핵심 전
략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하메네이와의 유대관계이다. 하메네이는 로하니가 일순위 후보는
아니지만 자신의 뜻을 거스를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하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온건파 성직자지만 일찍이 반(反)왕정 투쟁에 앞장섰
고 이슬람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메이니 옆에서 이슬람 공화국에
건설에 앞장섰던 혁명가였다. 그는 하메네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충실
한 조언자였다. 국가안보최고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핵협상에 대표로 참
여하는 등 이슬람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성직자 통치에 반감
을 가지고 있던 아흐마디네자드 와는 다른 이슬람성직자통치 체제에 충실한
사람으로 하메네이의 국가 운영을 개혁적으로 풀어줄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선의 결정적 이유인 이란인의 불만이다. 2010년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시작한 포괄적 경제제재는 급격한 환율 하락, 물가 상승, 무역제재,

48) “Why Rouhani Won—And Why Khamenei Let H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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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증가 등을 초래했다. 경제 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져갔다. 또한 2009년 대
통령 부정 선거 시위와 혁명수비대의 폭력적 진압은 군부 중심의 보수파 정
부에 대한 반감과 이슬람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하였다.49) 혁명수비대와
보수 성직자에 대한 숨겨진 분노가 핵협상을 통한 경제회복, 감금된 개혁 정
치인에 대한 복권을 통한 자유 민주주의 확대를 약속하는 로하니에 대한 투
표로 이어졌다. 특히 경제제재로 인한 혁명수비대의 경제 지배력 확대, 2009
년 폭력적 진압과 사회 통제 영향력 확대로 인한 이란 사회의 군부 보수화에
대한 일반 시민의 우려가 표심으로 나타났다.

2. 로하니 정권과 혁명수비대의 갈등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차기 대통령은 ‘위기 관리자(Crisis Manager)’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로하니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대면하여 위기
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50) 선거기간 중에 약속한 대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가 초래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를 핵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 혁명수비대와 갈등을 빚
고 있다. 취임초기에는 라프산자니처럼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려고 했지만 국정을 장악해 가면서 경제적 영
향력이 정치 외교적 영향력과 직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
로하니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15, 16단계 프로젝트의 부실 공사를 언급

49) Sherrill, Clifton W(2014).
50) Ditto, Steve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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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프로젝트 담당 기업인 하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의원 아흐마
드 타비콜리도 최근 몇 년간 발주된 관급 공사를 혁명수비대 소속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정부가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혁명수비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몇몇 로하니 내각 장관 후보자
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로하니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로하니 정부는 하
탐과 체결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였고 혁명수비대 소유의 이란해양
산업회사, 사드라(Sadra)의 소유권 포기를 종용했다(Alfoneh 2013a).
2014년 2월, 이란가스공사(NIGC) 사장이자 석유부 차관인 하미드 레자 아
라기는 하탐과 체결한 13억 달러 규모의 가스 파이프 라인 공사 계약을 공기
지연과 외부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하탐 사장은 즉각
반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Alfoneh 2014). 그러나 수세에 몰린 혁명
수비대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로하니 내각을 늘 적극 지지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하니 행정부의 혁명수비대에 대한 적극적 견제는
이란 국정운영을 주도하려는 로하니의 의도적 행동이다. 아흐마디네자드의
정책으로 인해 혁명수비대만 이익을 보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는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핵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이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로하니 정부에 이의
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혁명수비대와 로하니 정부의 대립은 정치 외교 분
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14일, 로하니 정부와 혁명수비대의 경제 분
야 갈등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자파리 혁명수비대 총 사령관은 “바시즈와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추구하는 ‘저항경제’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핵 협상은 이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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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의 역할과 의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51)고 우회적으로 핵협
상 진행상황을 비판하며 혁명수비대 역할을 부각하였다. 혁명수비대 전문가
알리 알포네(Ali Alfoneh)는 행간의 의미를 “혁명수비대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로하니 정부의 어떠한 핵 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Alfoneh 2014).
로하니 대통령은 4월 18일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정규군의 정
치적 중립을 높이 평가하며 혁명수비대의 정치화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국가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정규군의 군인정신을 칭찬
하였다.52) 이 연설은 혁명수비대를 자극하였고, 자파리 사령관과 혁명수비
대 육군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는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의 말을 인
용하여 2009년에 시위 진압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음
을 상기하였다.53)
핵협상이 진행되어 구체적인 진전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혁명수
비대 소속 언론은 끊임없이 로하니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제기했다. 로하니
대통령이 직접 하메네이 최고종교지도자에게 언론의 비판에 대한 불만을 표
시한 후에야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지속되었다(Bastani 2014, p. 10). 핵개발
을 진행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로하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핵
협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51) “Doulat az Pishnahadha va Eqdamat-e Basij baraye Eqtsad-e moqavemati Estqbal Nakarde(정부
는 저항 경제를 위한 바시즈의 업적과 제안을 반기지 않는다)”(2014).
52) “Artesh Jomuri-ye Eslami-ye Iran Namad-e Eslami Khahi, Mihandusti va Mardonsalari Ast(이
란이슬람공화국 정규군은 이슬람의 상징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민주주의자들이다)”(2014).
53) “Sepah Hichgah Hazineh-ye Siyasi-ye fard ya Jariyani nemi Shavad(혁명수비대는 결코 정치
적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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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역사적 타결’이라는 오바마의 표현처럼 국제사회와 이란이
우여곡절 끝에 핵협상에 합의했다. 이란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미 행정부도 국회를 어떻
게 설득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지만 로하니 정부도 핵개발의 주체세력인
혁명수비대와의 내부적 합의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3. 타협점
혁명수비대의 존재 이유는 ‘이슬람 혁명과 그 결과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다. 즉 이슬람 성직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슬람법학자통치론 (Velayat-e
Faqih)’을 유지하는 것이고 최고지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로하니 대
통령의 정책은 최고종교지도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은 양측의 갈등을 풀어가는 바탕이 될 것
이다.
로하니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독점이 이
란 경제를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들은 민간 기업에
비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도 없고
외국자본유치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로하니는 더 많은 영역을 민간 기업
에게 양보함으로 이란 경제를 건강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halaji 2014, pp. 55-56).
그러나 로하니는 혁명수비대를 절벽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혁명 초기부
터 외교와 안보 라인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하
려 하고 있다.54) 2013년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혁명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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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 기업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체가 할 수 없는 중요한 국
가적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짐을 나누고 함께 노력
해야 합니다…”라고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더불
어 혁명수비대를 ‘마음 속 깊이 총애하는 기관’임을 표현하였다.55)
국회의원 아흐마디 타바콜리는 “혁명수비대를 대하는 로하니의 차이점 하타미, 아흐마디네자드와 비교해서 (Sepah va Tafavot-e Kelidi-ye Rouhani
ba Khatami va Ahmadinejad)”라는 글을 통해 로하니의 혁명수비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로하니는 이슬람 공화국의
권력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영향력 있는 기관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하타미처럼 혁명수비대를 민주주의의 장애물
로 여기지 않고, 아흐마디네자드처럼 자신의 권력의 걸림돌로 여기지도 않
는다. 로하니는 영향력 있는 기관들과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그는 여러 기관이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설정을 통해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56)
양측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 하탐 대표인 압둘라 압
둘라히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4,500만 달러 이하 프로젝트 입찰에는 참여하
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상처럼 로하니 정부는 2015~16년 혁명수비대
예산을 50% 증액하였다. 이에 대해 자파리 사령관은 로하니 정부에 대한 초
기 불신이 좋은 협력으로 바뀌고 있다고 환영했다.57)
54) Naji, Kasra(2015).
55) “Matn-e Kamel-e Sokhanrani Dar Didar-e Farmandehan-e Sepah(혁명수비대 장군과의 만남에
서 한 연설 전문)”(2013).
56) “Sepah va Tafavot-e Kelidi-ye Rouhani ba Khatami va Ahmadinejad(혁명수비대를 대하는 로
하니의 차이점 - 하타미, 아흐마디네자드와 비교해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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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 세력을 이용한 권력 균형(Power Balance)을 통해 강력한 권력
을 유지하고 있는 하메네이의 의중이 변수이지만 그의 최측근 혁명수비대는
당분간 이란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로하니 역시
이란에 닥친 위기들을 이슬람 체제 속에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
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를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로하니는 핵협상 이후에 경제적 타격을 입을 혁명수비대를 어떤 식으로
든지 보상을 해 줄 것이고 혁명수비대 역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 론
35년이 넘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역사 속에서 혁명수비대는 여러 성향
의 대통령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각 대통령
재임시기별 혁명수비대 권력 확장 과정 연구를 통해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성장한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고종교지도자 하메네이의 적극적인 지지이다. 3장에 언급한 것처
럼 대통령 시절부터 혁명수비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하메네이는 최고종교
자로 선택된 후 혁명수비대를 자신의 권력 확장을 위한 지지대로 활용하였
다. 호메이니 같은 정치력과 종교적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하메네이는 이슬
57) Smyh, Garet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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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정부와 체제에 충성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까지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를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켜 자
신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정치 발전과 사회 개혁을 요구했던 개혁파 하타미 정권의 등장이다.
70%에 달하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하타미 대통령과 개혁파는 이슬
람 가치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자들 특히 혁명수비대에게는 이슬람 혁명과
그 결과물인 공화국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였다. 혁명수비대는 ‘개혁파’라는
강력한 적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데 집중했다. 이
들은 라프산자니 정권을 통해 형성한 경제적 기반과 하메네이의 지지를 바
탕으로 자신들의 힘을 정치, 시민사회로 집중했다. 학생의 민주화 시위를 강
제적으로 진압하고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를 감찰, 통제하였다.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에게는 직접 서신을 보내 사회전반에 퍼진
자유화 바람을 잠잠하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할 정도로 정치 사회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거센 개혁과 개방의 요구를 보수적 영향력을 확대하
여 제압하였다.
셋째, 911 테러 이후 진행된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중동정책 변화이다. 부
시 정부의 대테러전쟁은 중동의 정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패권 변화는 결과적으로 혁명수비대의 내부 통제력과 중동 지역에 군
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미군의 대테러전쟁은 친서방 정책을 주장하던 하타미 대통령과 개혁파의 입
지를 약화하고 보수파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주변국의 정권교
체는 미국의 전술 전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혁명수비대 내에 전략연구소를 신설하고 비대칭 전략 등 군사력 증강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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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쏟게 만들었다. 수니파 정권의 붕괴는 혁명수비대와 레바논, 시리아, 팔
레스타인,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였다.
넷째,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이란 경제제재이다. 포괄적 경제제재를 통해 이
란 경제를 무력화하여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국제사회의 노
력은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이미
30년 넘게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오던 이란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 기업이 경제제재로 떠난 빈자리를 혁명수비대 기업들이 대체하
면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외국물품이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못하
면서 밀수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면서 이를 조정하는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영향력은 갈수록 증가하였다. 국
제적 경제제재는 이란 물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란 국민만 경제제
재로 인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게 되고 제재 대상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Katzman 2015, pp. 48-50). 결국 대다수 국민의 체제에 대한 불
만이 고조되면서 온건파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고 핵협상이 타결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내지 못해 혁명수비대만 경제적 영향력을 확
장된 결과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의 전폭적 지원이다. 앞에서 4가지 원인
이 혁명수비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거대 권력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2005년 바시즈 장교 출신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
기 때문이다. 정부와 파트너를 이룬 혁명수비대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
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이란 내에서 가장 큰 파워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현
재 이란 내에서 혁명수비대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 기관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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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불만세력도 많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하는 대학생과 지식인, 경제적 자유와 개방을 통해 윤택한 삶을 원
하는 도시 중산층, 여성,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 불만세력인 라프산자니 시절의 기술 관료들, 하타미 시절의 개혁 성
향의 관료들이 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경제독점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
는 전통 시장 상인들까지 혁명수비대의 군사 독재화에 점차 불만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개혁 성향대통령 당선과 신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핵
협상 타결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로 인해 이란이 전면적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당
장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변화 속에서 혁명수비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지켜보고 연구해 봐야 한다. 핵협상이 타결되고 국제
사회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하는 지금이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 정치세력인 혁명수비대의 반응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야 하는 시점이
다. 더 나아가 지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최고종교지도자 사후(死後) 종교
지도자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
리 연구해 보는 것도 다가올 이란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란은 그동안 한국에 먼 나라였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석유·천연
가스 등의 지하자원을 갖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으로 한국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핵협상타결로 인해 국제사회로의 복귀가 예
상되는 이란은 이미 역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이자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관문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의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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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력층의 변화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이슬람 성직자들
의 나라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급변하
는 중동 지역의 패권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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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
역은 전체인구의 46.8%에 해당하는 약 4억 1,500만 명이 여전히 하루 평균
1.25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1990년 56.6%에 대비하여 개선된

*한국에서는 ‘Gender Mainstreaming’ 용어가 ‘성주류화’로 통용되어 있다. 그러나 젠더(Gender)
라는 개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이 아닌 사회문화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과 의
무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특히, ‘생물학적 성(Sex)처럼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하
는 의도가 있다. 이에 이러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의미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젠더주류화’라는 용어로 통일, 표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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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빈곤한 절대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빈곤
인구가 57%에서 7.9%로, 남아시아지역이 54.1%에서 절반 수준인 24.5%까
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World Bank 2015).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중, 비슷한 경제구조와 사회 환경 속에서 꾸준한 빈곤개선 양상을 보이며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목표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한 국가가
있다. 바로 르완다이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인구 약
1,100만 명, 남한의 약 1/4에 해당되는 2만 6,338km2면적의 작은 내륙국으로
수출과 수입을 케냐 몸바사(Mombasa)와 탄자니아 다에르살람(Dar es salaam) 항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와는 달리 천연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또한 1994년 투치(Tutsi)족과
후투(Hutu)족의 갈등으로 인해 제노사이드(genocide)를 경험, 약 3개월 동안
80만 명이 학살당하고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
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이후 정치 사회 안정을 꾀하며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지역 평균보다 높은 빈곤개선 속도를 보이는 등1) 타 국가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한 부존자원 없이 제노사이드라는 국가기반이 흔들릴 만한 역사 경험
을 딛고 르완다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빈곤개
선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르완다가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타 국가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핵심적 특징인 제노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평균 빈곤층이 54.8%(2006년)에서 46.8%(2011년) 감소하는 동안
동일한 시기 르완다는 56.7%에서 44.9%로 감소했다(World Bank DB 검색일: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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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로 인한 성비(性比)변화, 이로 인해 추진했던 정책 및 사회제도 변화,
그 결과 파장된 사회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다시
말해 대규모 종족학살 이후 급격히 변화된 성비(여성 70%, 남성 30%)로 인
해 불가피하게 남성중심의 전통문화를 깨고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개발정책
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히려 빈곤개선과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에 우선 젠더를 주요
하게 다루는 것이 왜 빈곤개선에 의미 있는지와 르완다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인 제노사이드에 대한 맥락을 간략히 다루고 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
서 제노사이드 발생 전과 다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 및 제도를 탐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르완다의 빈곤상
황 개선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젠더주류화 등이 기반이 되어, 다수의
여성의사결정자들이 개발 추진에 주축으로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명하
는 것으로 본 연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Ⅱ. 빈곤개선을 위해 왜 젠더평등인가?
1.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의 젠더불평등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부과하는 책임과 의
무, 기대하는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어 생물학적 개념의 성(Sex)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젠더불평등은 계층적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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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젠더에서 계급은 사회, 가족,
직장, 종교 기관 등에서 여성의 의사결정력이 남성에 비해 낮고 대다수 성별
간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든지, 영양, 건강, 교육, 개발에 있어서 여성과
여아가 상대적으로 기회를 덜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계급차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남아선호현상
을 들 수 있다. 남아선호는 중국, 인도,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 명백히 나타난
다. 이 국가에서는 100명의 여아 중 9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으며
이러한 남아선호는 여아를 둔 부부가 남아를 자식으로 가진 부부보다 이혼율
이 높은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특히 이미 둘 또는 셋의 여아를
둔 부부의 남아선호는 두드러졌다. 둘째는 교육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경우 국가 내 여성의 문맹률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국
가 소득이 상승할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여
성의 임금은 남성의 약 80%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더 길다. 의사결정영역 또한 여성은 상속권, 재산권 등을 가질 수 없어 경제
적으로 부유해질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다. 그리고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보직에도 평균 5~15% 수준에 머물러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Mikkola and Miles 2007, pp. 6-11). 이처럼 젠더불평등은 사회에 만연해 있
으며 한정된 재화 및 환경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이 종전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결핍뿐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 등 다양한 차원의 궁핍까지 현대의 빈곤과 연관이 있다는 빈
곤의 다차원성이 거론되며 더욱 주목받았다. 사회적 배제는 주로 성별, 민족,
인종, 종교, 성적취향, 계급, 출신, 연령, 장애, HIV 상태, 이주상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 차별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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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한 사회활
동 참여에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이 빈곤에 노
출되도록 만든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은 경제적 기회, 정치적 참여, 사
회적 입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자원이나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 물리적으로 자
원, 시장,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입, 건강 또는
교육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지역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삶을 차단시켜 분쟁과 사회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젠더차이와 차별은 사회적 배제 중 하나로 교육, 고용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거나 여성의 높은 문맹률, 여성의 낮은 임금 등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2)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차
별과 배제가 구조화되어, 이는 법체제와 같은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영역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
로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배제된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이 여전히 극심한 빈
곤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빈곤 감소 속도를 더디게 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Expert Group on Gender
2006; DFID 2005, 2009 pp. 1-2).

2) 젠더불평등을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은 한 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때 지역사
회의 균형있는 발전이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젠더불평등이 여성과 남성
의 이분법적 차이에 집중하여 ‘여성의 빈곤화’에 주목했던 것에 비해 사회발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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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불평등 완화와 빈곤의 개선
젠더이슈가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주목
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빈곤영역이 경제활동 중심으로 산정되
고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를 남성으로만 국한하여 다루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이 빈곤해소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된 것
이 그 이유로 짐작된다. 또한 생산 활동에서 여성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이
남성과는 달리, 그다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빈곤완화와 성장 문제의 핵
심 해결 요소로 포함되지 못한 측면도 포함한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젠더 이슈는 조혼, 할례 등과 같은 성적학대와 같은 문
화적으로 충격적인 이슈에 국한되어 젠더와 빈곤에 관한 심층적 논의는 거
의 다뤄지지 않았다(홍진주 2002; 조부연 2005; 서상현 2010). 그러나 전통적
으로 비경제적인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경제적인 영역과 명백하게 연결될
수 있다. 가령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문화
적인 제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 자원 관리에 있어서 결정력을 약화
시켜 자원의 효율적 축적 및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Blackden
et al. 2006, pp. 2-3).
여성이 경제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특히 친빈곤적 성장(pro-poor
growth) 구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지 사회 문화적 규범 때문에
여성이 숙련된 노동에 대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성과 여아는 임금 차별
을 겪고 낮은 직업 안정성으로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빈곤을 세대(generation)
를 넘어 전달하여 국가 전체의 빈곤 감소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OECD 2006 재인용: OECD 2012, p. 228). Grossman(2005)의 연구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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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은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까지 증진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
고 출산, 아동사망률을 낮추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증진하며 본인의 경제활
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어머니를 교육하는 것은
아동 건강, 교육, 어른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교육보다 효과가 더욱
높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젠더격차를 줄이는 것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주화는 저축을 높이고 투자 비율을
늘려 개인당 GDP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Blackden et al. 2006, pp.
3-4; Grossman 2005; Lagerloff Nils-PEtter. 2003, 재인용: Mikkola and Miles
2007, p. 15).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세계에서
하루 1달러 미만 생활 13억 인구 중 70%는 여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Steven(2010)은 여성에게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의 상당한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 남성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용도에 돈을 사용하는 비중이 크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본인의 역
할에 의거, 빈곤감소의 핵심적인 영역에 소비를 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여
성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유엔과 세계은행 연구결과 빈곤감소 및 개발지원전략
에서 ‘젠더중립적(gender neutral)’접근보다 오히려 여성에게 집중된 접근이
더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여성이 경제활동 기회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제도 및 문화적 인식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Steve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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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
서 여성의 경제참여가 가져오는 빈곤완화나 경제성장 등 긍정적 효과를 강
조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국제적으로 여성의 경제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사회통념과 관념을 파괴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서 쿼터제 등
을 통해 주요 의사 결정 직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International Alert 2012; Domingo et al 2015; Bari 2005).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직에 다수의 여성이 활동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에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입지를 대변하여 사회 전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아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까지
변화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이 국가의 주
요 의사 결정직에 여성을 최소 30% 보장하는 쿼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
요 개발원조국과 아프리카연합(AU)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개발
전략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평등은 사회적 신뢰 및 화합과 긴밀히 연관되고 이는 보다
강건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정보, 정치
적 과정, 법적제도 등에 대한 접근력을 높임으로써 부패 감소 및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OECD 2012, p. 230). Dollar et al.(2001)에 따르
면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부패를 줄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Dollar David, Fisman Raymond and Gatti Roberta
2001, 재인용: Mikkola and Miles 2007, p. 3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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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가 ‘평균 33(201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3) 이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부패 발생의 빈도를 낮추고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된 발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치결정
권한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을 때 여성정책입안자가 우선적으로 제안
한 정책은 경제성장 영역에서 여성의 기여를 더욱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
는 특성을 감안하면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영역에 대다수 포진하고 여성의
활발한 경제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친빈곤 성장의 가속
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Duflo and Chattophadyay 2003, 재인용: Blackden
et al. 2006, p. 8).

Ⅲ. 르완다의 젠더주류화 배경
1. 르완다의 독특한 경험, 제노사이드(Genocide)
가.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UN 협약’에 따르면 제노사이드
를 국가, 민족, 종족 또는 종교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i) 그룹의 구성원을 살
3) 부패지수(CPI:Curruption Perception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세계평균 부패지수는 약 43이며 EU 및 서유럽지역이 66으로 가장 청렴한 것으로,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가 33으로 청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검색일: 2015. 6).

15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해하고 ii) 구성원의 신체 혹은 정신에 심각한 해를 가하거나 iii)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를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iv) 그룹 내 고의적인 출생방지조치 v)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아동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제노사이드는 민족, 종족, 인종, 종교집단
을 겨냥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파괴를 의미한다(UNHR 1948). 르완다 내전
중 강간 행위와 성폭력이 투치족 여성만을 겨냥하여 자행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최악의 공적 모욕의 대상이 되거나 신체가 훼손되었고 많은 경우, 지
방정부 청사구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두 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공개적
으로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 이런 강간을 통해 후투족은 투치족 여성과 그
가족 및 공동체의 신체적, 심리적 파멸을 초래하고자 했으며 특정 집단을 겨
냥하여 말살하려는 의도로 강간과 성폭력을 이용, 제노사이드로 공식 인정
되었다(박선기 2009, p. 8 검색일: 2015. 5).

나. 르완다의 종족갈등과 제노사이드
르완다 종족간 갈등발생의 배경은 벨기에 식민지 시대(1919년~1962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벨기에는 소수를 구성하는 투치족(Tutsi)을 다수인 후투족
(Hutu)보다 우위에 두고 특권을 부여한 철저한 식민정책을 펼쳤다. 이는 두
종족을 구조적으로 대립하게 만들었으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대한
긴장을 악화시키게 된다. 1950년대 후반 들어 탈식민지의 물결이 진행되고
다수에 의한 지배를 표방한 후투족의 정치 운동이 힘을 얻은 한편 기존에
특권을 누렸던 소수의 투치족은 민주화와 기득권 상실에 저항하게 된다.
1959년 11월 한 폭력사건을 도화선으로 후투족의 폭동이 일어나 투치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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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명이 사망하게 되고 수천 명의 투치족은 인근 다른 국가로 피난한다. 이
는 1959년~1961년까지의 ‘후투족 농민혁명’으로 불리며 투치족 지배의 종말
과 종족간 긴장 격화를 가져오게 된다. 1962년 르완다가 독립함으로써 후투
족의 점진적 세력 확장을 피해 약 12만 명의 투치족이 피난행에 오름으로써
국내의 투치족은 더욱 소수화되고 입지는 매우 약해진다. 종족간의 갈등은
독립이후에도 계속 악순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탄자니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의 투치족 난민들은 르완다에서 누렸던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후투족
정부를 겨냥한 공격을 조직적으로 감행하였고 이것은 고스란히 르완다 내
투치족 민간인 대규모 보복살해로 이어진다. 이에 르완다의 투치족 난민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박선기 2009, p. 1 검색일: 2015. 5).
사실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의 정체성은 역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 국민의 성격을 띠는 정체성을 지닌 적은
없었으며, 종족적, 카스트적, 더 나아가 계급적 차이를 내재한 구별이 이루
어져왔다. 독립 이후 후투족인 카이반다(Kayibanda) 대통령이 집권한 1공화
국(1962~73년)에서 후투족이 권력의 중심에 배치되며 투치족은 권력에서 배
제되었다. 카이반다는 한 국가 내에 두 국민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습관,
생각,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이 둘간의 민족정체성과 공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등 철저히 투치족을 후투족과 구분한다(Clark 2006, p.71,
73). 하비야리마나(Habyarimana) 장군을 주축으로 시작된 제2공화국
(1973~94년)은 투치족을 르완다 토착인의 지위와 같은 인종집단으로 정치
적 정체성을 재부여하고 투치 왕정을 폐지,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이 지배하
는 단일정당체제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의와 화해’를 국가적 슬로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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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운 제2공화국에서도 투치족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적 화합의 의미에서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대상에 속했다.
1989년 르완다 수출상품인 커피가격이 하락하고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압
력 등 대내외적인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간 내재되어있었던 종족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인근 국가인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부
룬디에서 활동하고 있던 투치족의 르완다 애국전선(RPF: Rwandan Patriotic
Front)이 1990년 르완다를 침입, 내전을 전개하며 민주화 및 수십만 명의 투
치족 난민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RPF는 우간다의 도움을 받아 르
완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르완다 정부는 국가 내의 투치족은
모두 RPF의 공범으로 야당의 후투족은 반역자로 몰아간다. 미디어, 특히 라
디오를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이를 종족 문제로 악화하게 된다.
이는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와 지역 정부의
평화적 노력을 통해 1993년 8월 탄자니아에서 아루샤 평화협정(Arusha
Peace Accords)으로 이어지고 유엔안보리가 유엔르완다지원미션(UNAMIR: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Rwanda)을 설립하여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등을 진행하며 후투족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RFP간의 갈등이 일단락되
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현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
고 이행을 미루거나 인권침해가 자행되며 상황은 악화된다. 이는 1994년 4
월 6일 후투족인 하비아리마나 대통령과 부룬디의 온타리아미라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키갈리에 착륙하기 전에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되면서 후
투족 극단주의자의 투치족 파괴 계획이 발표되고 대량학살은 걷잡을 수 없
이 진행된다(유숙란 2006, p. 300; 장용규 2007, p. 161, 163; UN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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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94년 당시 르완다는 인구 8백만으로 후투(Hutu)족 85%, 투치(Tutsi)족
14%, 투와(Twa)족 1%로 구성되었다. 약 20만 명이 대량학살에 가담하여 약
80~10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살의 대상은 온건파 후투족도 포
함되었으나 대부분은 투치족이었다. 대통령 경호원들은 공항과 인접한 키갈
리 지역에서부터 투치족 민간인을 살해하기 시작했으며 비행기 격추 후 30
분도 채 안되어 후투족 민병대는 도로를 봉쇄하고 투치족을 가려내는 데 착
수, 강도 높고 체계적인 학살이 몇 주일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특히, 한 종족
을 멸절하는 것을 목표로 투치족 집단의 여성 약 15~20만 명에 대한 조직적
강간이 행해졌다. 각국 대사관의 철수가 이어졌고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방
송국은 투치족과 투치족에 관용적인 후투족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였다. 집
단학살은 키갈리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1994년 4월 6일부터
7월 초까지 3개월 동안 르완다 인구의 대략 10%가 살해당했다(장용규 2007,
pp. 163~164; 박선기 2009, p. 2 검색일: 2015. 5; United Human Rights Council
검색일: 2015. 5).

2. 재건의 주요행위자로서의 여성 등장
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제노사이드는 1994년 7월 RPF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여성은 종족적인 이
유뿐 아니라 성(性)의 이유로 남성에 비해 가중된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13~35세 여성의 30%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HIV(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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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신체 정신적으로 심
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GBV: Gender Based Violence)
의 결과로 HIV에 감염된 생존자는 약 1만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종족학
살 이후 살아남은 여성은 남편과 자식, 친척 및 그들의 삶의 기반인 공동체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폭력과 가족해체, 식량 부족 등의 고통을 경
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족학살의 결과 르완다의 인구사회구조는 종전
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다. 1994년 학살 직후 상당수의 남성이 살해되거
나 국외로 탈출함으로써 르완다 전체 인구 중 여성과 아동이 70%를 차지하
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불균형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서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영역이었던 가장(家長), 지역사회
의 리더, 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이는 유
일하게 이들만이 황폐해진 르완다를 재건설하도록 남겨졌기 때문이다
(Powerly 2003, p. 5; Izabiliza 2012, p. 1; AfDB 2008, p. 2).

나. 재건의 주축(主軸)으로서의 여성
제노사이드 이후 안정적 평화와 발전을 위해 여성의 권한 증진과 젠더 평
등의 달성은 르완다 정부의 핵심 사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4). 평
화구축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참여는 여성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성의
4) 이는 1999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폴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국
가적으로 젠더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잘 나타난다. “급작스러운 사회변화 속에서 여
성에게 불리한 젠더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핵심이다. 젠더불균형은 국가 발전
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법, 정책제정 및 정
책의 수행에 있어 젠더를 올바르게 고려하는 것이 긴요하며 여성과 남성이 진정한 파트너로
서 미래의 발전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나에게 있어 젠더를 고려하는 것은 굿거버
넌스, 경제의 올바른 관리, 인격 존중과 마찬가지이다.”(IZABILIZA 2012,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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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과 의사결정기관에서 여성의 활동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
다. 젠더간 불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의 동등한 기회 촉진 등의 헌신적
노력은 젠더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정부는 여
성이 전통적으로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리
더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중 하나가 전혀 배경이
다른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인 여성리더 정당포럼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
다. 함께 모인 여성들은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부터
손을 댔다. 상속법, 아동권한에 관한 법, 직장에서의 여성 권한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젠더평등과 여성 권한을 지지하며 헌법 제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대중을 움직였다. 여성리더십은 ‘여성리더’ 정당포럼 같은 여성
단체협의회의 형태가 된 후 더욱 성과가 가시화 되는데, 이들은 제노사이드
의 결과이며 발전을 저해하는 HIV/AIDS 문제 처리, 빈곤 감소 과정, 분권화
등에 여성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가 내 민주화와 정책 발전 과정에 여성이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더욱 주요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는 여성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아
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場)을 마련하고 비전2020 (Vision
2020), 빈곤감소전략(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과 같은 국가발
전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젠더정책 및 다른 핵심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의견
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Izabiliza 2012,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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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르완다의 젠더주류화 추진과 빈곤 개선
1.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젠더가족촉진부(MIGEPROF: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의 설립과 운영
국가젠더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2005년 총리실산하로 설립된 젠더
가족촉진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의 안정성, 젠더평등, 아동 보호
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션 자체를 GENDER의 각 이니셜을 중심
으로 제시할 만큼 ‘젠더’를 화두로 강조하고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젠더가족촉진부의 미션 ‘GENDER’

자료: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검색일: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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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가족촉진부는 국가 젠더정책 이행을 조직화하고 여성의 권한과 효과적
인 젠더 주류화를 강화하는 총책임을 지닌다. 이를 위해 젠더가족촉진부는 i)
국가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 평가영역에서 젠더를 주류화하고
ii) 젠더, 가족, 아동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전략 수립 iii)
젠더, 가족 및 아동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 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iv) 젠더, 아동의 권리 및 가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역할을 핵심 기능으로 지닌다. 그리고 보
다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젠더정책(NGP: National Gender Policy)
을 개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젠더에 대한 이슈를 각 영역에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관으로서 유엔, 비정부기구(NGO)와 정부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젠더클러스터위원회(Gender Cluster Committee)는 정부를 포함한 모
든 이해관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성권한 강화
를 위해 국가 및 지역의 모든 행정단위에서 활동하는 국립여성위원회(NWC:
National Women’s Council)는 마을단위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젠더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 법규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르완다 여성의회포럼(Forum of
Rwandan Women Parilamentarians)5)을 통해 법제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르완다 정부는 젠더정책이 각 영역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Abbot 2015, pp. 21-22; EAC 2009, pp. 11-12;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검색일: 2015. 5).

5) 르완다 ‘여성리더 정당포럼(Forum of Rwandan Women Leader’s Caucus)’을 기반으로 1996년
의원들이 설립, 의회에 소속된 모든 여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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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르완다의 국가 젠더 정책 및 전략

1) 국가개발전략, 2차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 전략(EDPR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13-18)에서 젠
더정책반영
르완다는 2차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전략에서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 중 하나로 ‘가족과 젠더(Family and Gender)’를 다루고 있다. 르완다
는 개발의 중심으로서 ‘가족’을 강조하며 소년과 소녀,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앞
선 전략이었던 빈곤감소전략(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1차 경
제발전 및 빈곤감소전략(EDPR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르완다는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르완다 남녀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삶의 영역 모두에서 세계에서 성평
등 촉진의 가장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참여자로서 활동할 때 경제 생산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지만 그들
이 사회경제 및 정치 영역 모두에서 참석률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 2차 전략에서는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 모든 그룹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전략에서는 국가 및 지방차원의 모든
개발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젠더와 가족 계획을 넣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섹터 전략 및 계획을 통해 가족 및 지역사회단위에서 남성
과 여성사이의 빈곤수준, 젠더에 기반한 폭력, 영양부족을 감소하는 것을 중
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 162

르완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빈곤 개선

적인 접근뿐 아니라 부분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성장과
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시’ 참여 및 접근을 강조한다. 즉 직업, 재정서비
스, 재산권, 기술개발, 시장 정보 등과 같은 경제적인 자원과 기회에 있어 평
등한 접근을 강조한다. 특히 르완다는 여성의 참정권 촉진에 좋은 성과를 보
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비율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에 민간부문에서
도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GBV:
Gender based violence)의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Republic of Rwanda
2012).

2) 국가젠더정책(NGP: National Gender Policy)
가) 개념과 수립배경
국가젠더정책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부문의 기획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지침을 의미한다. 르완다의 국가젠더정책
은 1차 빈곤감소전략(PRSP I)의 독자적 평가에서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젠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에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전략
(EDPR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에서 이를
보다 충분히 반영하고자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젠더불평등 이슈를
다룸에 있어 남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여 개정하게 된다. 국가젠더
정책은 또한 ‘젠더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젠더평
등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국가지도자인 폴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행에 더
욱 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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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젠더정책 추진의 당위성확보
(1) 사회문화적 맥락
르완다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사회 권
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남성의 우위성, 여성의 종속성으로 나타
났으나 젠더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비춰지진 않았다. 식민지 시대
동안에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성은 강화되었는데 고용과 공적교육제도
에 있어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력에 관한 문제에서 여성의 지위는 약했으며 발전과정에서 여성
의 참여도는 낮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이 르완다 사회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가계의 자산을 관리하는 등 우위의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해왔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피력하며 전례(前例)를 통해 볼 때 여성의 권위가 강화되는 것이 이상
하지 않다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2)사회경제적 맥락
빈곤은 여성과 남성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으나 1994년 제노사
이드 이후 여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보면 56.4%로 남성(43.6%)에 비해 높고 상당수는 농업을 주업
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여성의 고용비율은 남성에 비
해 높지만 상당수는 비공식 영역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여성은 비숙련 노동
자로 월급을 받는 비율도 매우 낮으며, 설령 월급을 받더라도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의 소외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젠더의 고려는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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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피력한다(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accused May, 2010).

다) 정책의 내용
국가젠더정책은 크게 과거 진행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 지속적
인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간의 탁월했던 성과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
루어 젠더균형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두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1) 과거 국가젠더정책 추진 성과
젠더평등과 여성권한영역에서 르완다는 국가젠더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르완다 국가젠더정책 추진 성과

영역

주요 내용

빈곤감소

∙ 국가의 주요 정책(Vision 2020, EDPRS) 이행에 있어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빈곤문제의 전 영역에 젠더가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기획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산부분에 젠더반영프로젝트
를 시행. 국가발전정책 시행 시, 실제 생활에서 젠더적 요소가 고려된 빈
곤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교육접근

∙ 남녀모두 기초교육(9년)에 대한 접근 거의 달성
∙ 이과영역(과학 및 기술)에서 여성의 배제 방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및 시행

보건 접근

∙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정책 개발
∙ 인구학적 보건 조사 및 젠더프로파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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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영역

여성을 향한
폭력에 대한
투쟁

경제 영역

주요 내용

∙ 젠더에 기반한 폭력(GBV) 근절 주력
- GBV 생존자의 건강, 정신적 치료, 법적 지원 위한 원스톱 센터 설립
- GBV 처벌과 예방을 위한 법률공포
- 젠더를 차별하는 법률 제정
- 경찰청, 방위군, 검찰청에 젠더데스크 및 무료 핫라인 설치
∙ 법률 No 22/99에 의거, 부부재산제, 자유의사권, 상속에 있어 남성과 동
등한 권리 부여
o
∙ 토지법률 N 08/2005에 의거, 남녀모두 동일한 토지접근권 부여
∙ 여성고용전략 수립
∙ 예금 신용협동조합 SACCO6) 설립 등

의사결정 영역 ∙ 의회의 과반수(56.25%)가 여성
자료: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2010), 재구성. 재인용: 권유경(2013), p. 90.

일상생활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보건과 같
은 사회적 영역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밀접한 영역에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
실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접근했다. 또한 의사
결정 영역에 여성의 배치를 높임으로써, 주요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젠더평등적 관점이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젠더정책의 구성과 특징
국가젠더정책은 개발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
고 어떤 형태로든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이 르완다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6) 사코(SACCO: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는 정부 소유의 신용조합(credit union)형태로 운
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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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국가젠더정책은 i) 전(全) 단위에서의 정책, 프로그램, 활동, 예산
에 젠더 이슈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ii) 다양한 개발부분에서 존재하는 젠
더불균형을 바로 잡고 iii) 국가젠더 정책의 이행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도적 역량 개발을 추진하며 iv) 젠더이슈에 남성을 포함함으로써 젠더 주
류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젠더정책은 ⓐ
젠더주류화와 제도적 역량발전 ⓑ 고용, 성장과 시장을 위한 경제적 권한 강
화 ⓒ 보건과 인구 ⓓ 교육과 직업훈련 ⓔ 굿거버넌스 ⓕ 환경보존과 토지사
용관리 ⓖ 최취약계층에 대한 권한 강화 ⓗ 민간부문 ⓘ 수자원 및 위생 ⓙ
다양한 인프라 영역에서 여성 권한 증대와 젠더 불평등 감소를 위한 프로그
램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2010, pp. 14-17).
이 프로그램은 개발을 위한 전(全) 영역에서 남녀 모두 젠더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있는데 생활 모든 영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젠더이슈의 특성상, 이 정책은 단순히 젠더가족촉진부의 계획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재정경제기획부
(MINECOFI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와 협력하고 있다
는 것을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젠더가족촉진부는 거시적으로 젠더를 주류
화하는 핵심 전략으로써 재정경제기획부와 그리고 다른 개발 파트너들과 젠
더를 반영한 예산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프
로그램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 배정에 관여하고 각 영역에서 프로그램 이행
이 정책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에게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방향성에 무엇보다 ‘여성의 우위’가 아니라 ‘남녀모두의 평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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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젠더균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성(性)
이 배제되어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구성하고 이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 2010).

2. 법률적 접근
가. 르완다인권위원회 성립
르완다인권위원회(NCHR: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는 르완
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를 지닌 독립적인 국가 헌법기관이다. 르
완다의 역사적 배경, 1994년 제노사이드로 투치족 여성가장이 급격히 증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자립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서로 존중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성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를 통해 국가발
전을 위해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규정하
고 개정하였다. 모든 주요 의사 결정직에 최소 30%는 여성쿼터를 보장하는
것을 계기로 현재 르완다는 의회에서 여성 점유율이 64%로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의 성격이 강한 의회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은 헌법 10, 11, 16, 25, 28, 37, 40조에 넣어 여성의 존
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교육권, 사법 접근권, 혼약(marriage
contracting)에 대한 권리, 상속권, 사적재산권 인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여성
도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한 국가정책, 소녀들의 교육정책, 경제발전 및 빈곤감
소정책(EDPR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에 젠더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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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분야에 포함하는 것, 가족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국가노동정책, 생식보
건 정책 등에 영향을 미쳤다.
르완다인권위원회는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법화하고 남녀평등을 촉
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 및 개인 삶의 영역에
서 남녀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한 법률에 i) 부부
재산제, 지배권으로부터의 자유, 재산권 승계7) ii)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iii)
토지관리 및 사용법 iv) 젠더모니터링사무소의 기능과 기구 책임에 관한 법
v)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법 vi) 노동과 국립여성위
원회의 책임과 조직 기능을 규정하는 법 vii) 가족법 등이 있다(Nirere 2012,
pp. 3-6).

나.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르완다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 및 폐지 조약(CEDAW: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아프리
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서명국 중의 하
나로 국가개발정책에 젠더를 주류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 개선 또한
젠더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젠더촉진을 위한
르완다 정부의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르완다정부는 국가 내에서 여성의 정치력 상승 및 전반적 젠더 평등을 위
해 최소 1/3쿼터제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시행, 적용하
7) 원문은 matrimonial regime, liverties and successions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소유
하고 남성의 지위 아래 있지 않으며 상속 또한 남자형제와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 등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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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젠더 촉진을 위한 르완다 정부의 주요 법률

영역

법규 및 내용

의사결정영역

∙ 헌법 제 9조
여성에게 의사결정기관의 보직 30%를 부여함
∙ 헌법 제 76조
입법부 80석 중 24석(약 30%)을 여성에게 부여함
∙ 헌법 제 82조
상원의원석 최소 30%는 여성에게 부여함

경제사회영역

∙ 부부재산제, 기부, 승계, 자유법
여성과 남성 간의 재산 및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
∙ 토지법
토지명(land title)에는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소유주로 명기되며, 부
부사이의 아동도 기록함
∙ 노동법
불평등한 기회 부여와 같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용할 것
임산부와 자녀양육여성을 위한 보호가 포함되며, 공공영역에서 일
하는 여성이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함
∙ 민법 제 212조
모든 여성의 은행계좌개설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민법 제 184조
결혼재산제도와 관련해 여성들은 모든 행정적 절차에 자신의 이름
을 사용 가능하도록 함

역사적 잔재(殘滓)
∙ GBV에 관한 예방, 보호, 처벌법
해소영역
기타

∙ 일부일처제. 자녀의 보호 육성에 있어 부모의 동등한 의무 부여

자료: AfDB(2008), pp. 7-8; EAC(2009), p. 14; Abbot(2015), p.18

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각 영역에서 몇 좌석을 확보해야하는지까지 헌법으로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부부재산제의 법률을 개정하여 종전에 여
성이 배제된 채 가족에게 속했던 재산 상속이 여성에게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생활의 핵심인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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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농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인 동시에 여성의 주요 경제활동의
장(場)임을 고려, 농업에서 핵심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자원인 토지 사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은행계좌 개설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경제활동에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또한 GBV에 대한
예방, 보호,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하여 제노사이드로 인한 전(全) 국가적 상
처를 치유하고자 하였고 일부일처제, 자녀 보호에 있어 부모의 동등한 의무
를 부여함으로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
초단위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르완다는 젠더와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촉진하는 것이 인권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인지하고 있다. 비록 아직 전(全)
국민이 이러한 법률개정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전통
문화의 장벽 등 현실적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여, 법률의 활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르완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
을 제정, 개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 정부의 젠더주류화 추진 사례 및 특징
르완다 정부는 젠더개선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지니고 젠더 주류화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캠페인
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여성과 여아의 달(Women and girls’ month)’ 캠페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소녀에게 힘을 실어라!’라는 부제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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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젠더분야를 한 달에 한 주씩 4개의 주요 주제로 접근, 집중하였
다. 행사는 국립여성의회와 젠더가족촉진부가 함께 주관하였으며 영양실조
퇴치, 여성의 경제적 능력고양, 여아의 교육, 여성과 굿거버넌스 등의 내용
을 포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르완다정부의 ‘여성과 여아의 달’ 캠페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주

￭ 영양실조 퇴치(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보건부, 농업부 주도로 여성 및 가족의 건강한 영양과 식량안보에 초점을 둠

∙ 1만 7,395리터의 우유를 6,680명의 아이에게 배급.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이 위주로
공급. 408명의 지역농부는 영양이 취약한 1,018명의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우
유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함
∙ 채소 등을 길러먹을 수 있도록 가족텃밭 만들기. 15만 9,402명 참석 1만 5,277개의
텃밭 완성
내용
∙ 선정된 마을의 45명 보건인력과 50명의 여성이 영양증진을 위해 버섯재배 강습을
받음. 버섯은 영양이 풍부하고 쉽게 자라는 반면 그간 기술 부족으로 재배하지 못
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됨
∙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취약가정에 1,379마리의 소, 369마리의 염소, 2,065마리의 닭
등을 제공. 또한 2,357kg의 과일 및 1만 6,520kg의 씨앗 배포
∙ 우유공급, 소, 가축 제공 및 가족텃밭 설치 등을 통한 가족의 영양상태 증진
파급
∙ 영양상태가 취약한 여성과 아이의 영양을 좋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남녀모두
효과
에게 인식시킴
￭ 여성의 경제적 능력고양 (르완다 여성이여, 진보하라!)
상업 및 산업부, 르완다 협력기관(RCA: Rwanda Cooperative Agency) 주도로 여성
2주
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재정(finance)에 접근하고 저축,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 2만 3,497명의 여성이 사코(SACCO)에 은행계좌를 오픈
내용 ∙ 2,247명의 여성과 300명의 남성에게 수입창출과 관련한 트레이닝 제공
∙ 14개의 사코(SACCO)에 컴퓨터와 관련 기자재 기증
기대 ∙ 계좌 오픈을 통해 여성에게 저축 문화 인식시키고 소득 창출과 관련한 기술 협력을
효과 통해 가정의 수입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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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세부 내용

￭ 여아의 교육 (여성을 교육하라, 국가를 교육하라!)
3주
교육부 주도,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에 주안점을 둠
∙ 414명의 성적우수 여성을 표창
∙ 34개 학교와 300명의 여아에게 침대 매트리스, 위생용품, 학용품 수여
∙ 1,153명의 여성을 문해율 증진을 위한 교육에 참여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기 수료
내용 한 1만 2,578명의 여성에게 증명서 발급. 이를 통해 교육에서 이탈되었던 156명이
다시 교육 프로그램에 편입됨
∙ 3,750명의 아동들에게 아동권(child rights)에 대한 교육 제공
∙ 기초 6학년에서 9학년 여학생 13만 5,435명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자궁암 예방 백신 투여
∙ 여아의 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조기 임신, 약물남용을 근절하고 교육의 완전한
수료를 이뤄, 훌륭한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함
기대
∙ 문해율 증진 프로그램을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문명률 증진은 물론, 개인
효과
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함
∙ 자궁암 예방 백신투여를 통한 여성의 건강 증진
4주

￭ 여성과 굿거버넌스(바른 정치가 좋은 삶을 이끈다!)
사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 여성과 여아의 권리에 차별적인 법을 각인하는 것과 지
방에서 성에 기반한 폭력 사례 해결에 초점을 둠

∙ 여성 45명과 남성 15명의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
∙ 국방부는 의료캠프 진행,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내용
∙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 20개의 집 신축
∙ 2,082쌍의 불법체류자에게 결혼을 합법화
기대
∙ 전반적인 법 개선 및 사회시스템 해결 노력을 통해 빈곤퇴치 및 삶의 질 증진
효과
자료: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2012), 재구성. 재인용: 권유경(2013), pp. 90~91.
재구성.

이 행사는 전(全) 지역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라디오와 신문 등 매스
미디어는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
록 힘썼다. 또한 이 캠페인의 운영에는 젠더가족촉진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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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7개의 부처, 23개의 정부기관 12개의 국제기관, 21개의 연구소 등이 동
참하였다. 제목만 보면 캠페인은 여성과 여아에게만 집중된 것 같으나 내용
을 보면 여성과 여아를 발전시킴으로 취약층 전반의 생활 개선을 통해 국가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여
아의 교육이 현재의 인적자원 확보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집중적으로 독려하였다.
르완다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촉진 추구의 기반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이에 남녀의 구분없이 역량이 발휘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젠더분석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니즈, 기회 접근을 핵심
으로 하며 전체적인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EAC 2009).

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GBV:Gender Based Violence)프로그램: 남
성의 동참
성에 기반한 폭력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삶, 자유, 안전, 위엄, 평등권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차별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
으며 세계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이 아닌 ‘문화적 성(gender)’을 사용하
는 이유는 이러한 차별이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
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즉,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르완다는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무기로 자행된 제노사이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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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에 대한 예방, 보호, 처벌에 있어 여타 국가보다 논의와 법률제정 활동
이 활발했고 그간 세계적으로 GBV의 피해자를 ‘여성중심’으로만 다루던 접
근 방식과 달랐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 없이는 여성의 삶이 지속
적인 향상이 어렵다고 보고 논의의 주제를 생물학정 관점의 ‘여성(women)’
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이 강조된 ‘젠더(gender)’로 전환했다. 이는 제노사이
드 이전 관련 주제를 다루는 부처였던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를 이후 ‘젠더, 가족 및 사회문제부(Ministry of Gender, Family and Social
Affairs)’로 개명하고8) ‘여성’에 집중된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개발의 개념으
로 확장한 점을 들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성과 젠더에 대한
관념적 논의에서 나아가 젠더 논의에 남성을 포함한 모델을 창조하고자 하
였다. 가령 젠더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도 현지어로 젠더를 ‘평등(equality)’
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으로 통역, 전달하였다. 이는 이제껏 대부
분 ‘젠더=여성’이라는 전달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 변화였다. 뿐만 아니라,
GBV 교육에는 남성이 항상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참여한 남성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혹은 아들’로서 이
문제에 관심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GBV가 단순히 남성 대 여성의 성적
차별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나아가 지역공동체, ‘우리’ 공동의 이슈로
다루어 정서적 지지까지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부의 의지로 판단
된다. GBV에 대한 접근과 지속적인 캠페인은 공공의 이슈로 르완다 문화와
전통권력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했다(Powley and Pearson 2007).

8) 2005년 ‘젠더’를 국가 내 주요 이슈로 격상, 총리실 산하의 ‘젠더가족촉진부(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Promotion)’로 변경하였다가 2013년부터 현재의 부처명을 유지한 채 독립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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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 개선
르완다는 여성의석수 비율이 64%로 젠더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9)가 가장 낮은 그룹 국가의 여성 참정률(평균 30%)보다 높아, 전 세계
적으로 이례 없는 여성의 높은 정치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상당
수가 의사결정자에 포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젠더주류화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실생활에서 운용되는 데 보다 용이하게 했다. 국가 발전의 주요
인력으로서 여성을 함께 동참시켜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을 해온 르완다의
가장 큰 변화는 르완다 정부가 [표 1] ‘르완다 국가젠더정책 추진성과’에서
언급한 바대로 빈곤감소이다. 르완다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내에서 연
3%에 가까운 놀라운 속도로 빈곤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 당시 하루 평균 1.25달러 미만의 생활인구가 사하라이남 평균
(59.3%)보다 훨씬 높았으나(79.4%) 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평균
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2011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46.8%)
대비 오히려 감소(44.9%)하였다. 10년 전 국민의 79.4%가 1.25달러 미만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국민의 절반이하(44.9%)로 극감, 르완다의 전반적인 빈
곤 감소수준은 괄목할 만하다(그림 2 참고).
특히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10)를 살펴보더라
도 2000년(0.51) 대비 2011년(0.49)에는 감소하여 르완다 내에서 특정 소수
9) 젠더불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 의회참석률,
교육 등을 종합하여 각국의 성불평등을 측정한 것으로 2010년 이후 매해 발표하고 있다
10)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
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가 넘으면 소득분배
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르완다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나 10년 내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볼 수 있다.

∙ 176

르완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빈곤 개선

그림 2. 르완다의 빈곤감소

국가별 빈곤감소 및 증가 추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대비 빈곤선 인구비 변화
인구대비 1.25달러 미만 생활자 비율 변화(%)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15. 6)

층의 극적인 경제소득향상으로 빈곤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국민전반의 빈곤
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of Rwanda Indicator
검색일: 2015. 6).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학령층 청소년뿐 아니라 교육의 시기를 놓친 인
구까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르완다는 초등학교 접근율이 134%로
높은 편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최근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의 영향으로 초등 교육의 접근이 증대했으나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등
록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르완다에서는 초중등 교육에서 남녀등록비율이
동일하여, 타국가와 구분된다. 여성에 대한 교육 참여 확대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 임신율이다. 2000년대 15~19세 여성 1,000명당 49명에 해
당하던 임신율은 27명(2014년 기준)까지 떨어졌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
역 평균 10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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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0년 초반 10만명 중 10%에 해당하는 1,000명의 높은 모성사망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320명으로 낮아져 사하라이남 평균 510명보다도 낮다
(2013년 기준). 그리고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또한 1,000명당 184명(2000년)
에서 44명까지(2014년) 감소하여 여성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 DB 검색일: 2015. 7).
또한 르완다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에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
는 부패지수가 레소토, 나미비아와 함께 다섯 번째로 낮은 편이며, 최근 들
어 투명성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 정부의 여성참여 증가와 투명성의 연관성
을 증명하고 있다(Dollar David, Fisman Raymond and Gatti Roberta 2001, 재
인용: Mikkola and Miles 2007, p. 31).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질을 압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 ‘삶의 질 지수’
라고도 불리는 인간개발지수(HDI)11)를 살펴보더라도 르완다의 경우, 90년
대 후반 기대수명, 교육년수, GNI 모두 감소했다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1980년과 2013년 기간에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HDI 상승
이 높았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르완다를 살펴보더라도 르완다는
90년대 후반 이후 개선속도가 급진적이다(그림 3 참고).

11)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건강, 교육, 경제적
능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출생 시 기대수명’, ‘평균재학기
간’, ‘학업예상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의 지표는 환산하며 점수로 계량화한 것이다.

∙ 178

르완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빈곤 개선

그림 3. 르완다의 HDI 변화 및 타국가 비교(1980~2013)

르완다의 HDI 변화

르완다, 감비아, 말라위 HDI 비교

자료: UNDP(검색일: 2015. 5)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인구비율은 최
근 식량, 연료, 재정 및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나타내며 몇몇 국가는 눈에 띌 만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성장의 패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중소득국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
으로 한 국가들이 이 지역 성장가도의 견인차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2008~13년) 세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는 중
국, 인도,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20개
국가를 비교해보면, 시에라리온, 르완다,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나이지
리아 등이 선두그룹에 있다(그림 4 참고). 그러나 시에라리온이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 에티
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이 금, 원유, 천연가스의 주요 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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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프리카지역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20대 국가와 중국, 인도, 브라질과의 비교
(2008~13)

출처: UNECA 외(2014), p. 13.

시에라리온과 비슷한 맥락에서 성장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과
관계없는 르완다가 여기에 속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르완다는 빈곤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
의 성장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서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처럼 광물자원의 수출을 기반으로 하
고 있지 않으면서 변화가 빠른 속도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
카지역에서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젠더주류화를 통한 특정 계층의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전반적인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은 빈곤개선에 고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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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대다수 국가에 낙관적인 시사를 던질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르완다는 제노사이드 이후 국가의 남은 인구 70%가 여성이었던 이유로
정부 운영 주요보직의 30%는 여성 할당을 고수해온 것이 시발점이 되어, 여
성의석수 비율이 64%로 전 세계적으로 이례 없는 높은 여성 정치참여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성은 그간의 소극적인 보조자 역할을 벗
어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되었고 그 결과 르완다 사회는 기존의 공공정치 영
역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여성을 주된 대상에 포함하고 투자와 교
육을 증가하였다. 점차 여성의 영향력은 국가 및 지역정치, 공공 영역 등으
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대법원 판사의 절반이 여성이며 기본 및 중등 교육
에서 남녀의 비율이 같고 새로운 법률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
도록 보장하는 등 타아프리카 국가의 상황과는 사뭇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르완다는 성별 분화된 의식으로 인해 기존의 정규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성과 자칫 교육 기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남녀 구
분 없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전(全)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가족단
위에서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이것이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인적자원의 질적 변화까지 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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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르완다 공공영역
의 재건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몰
고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르완다에서 젠더를 주류화할 때
논의의 초점을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성(性)에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국
가는 국민의 권리, 균등한 기회, 인권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성별을 배제하
지 않는 국가의 전반적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는 젠더가 현지에
서 ‘평등(equality)’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으로 통역, 전달되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 카가메(Kagame) 대통령의 르
완다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권익과 성평등 보장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과 이
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젠더주류화 실천력은 르완다 사회의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 젠더주류화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운용과 결부하고 1인 3표제(일반후보자, 여성후보자, 청년층후보자)를 통해
여성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등 젠더주류화를
정책적 선언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르완다는 국회
의원들이 2006년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맞서기 위해 남성 동료를 포함하여
입법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을 계기로 모든 젠더주
류화 정책 추진에 남성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 젠더주류
화를 통해 오히려 남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점은 여성의
차별화된 권위를 복귀하기 위해 여성 위주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성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이로써 국민전반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실패
한 그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추진된 젠더주류화와 가장 구분되는 점이
라 볼 수 있겠다.
최근 르완다는 카가메 대통령을 기축으로 하여 성평등 활동에 남성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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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동조를 유도하는 UN 여성의 남녀연대운동 ‘히포쉬(HeForShe)’에 합
류했다. 이를 통해 르완다는 자국을 넘어 전 세계의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
화에 동조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여 국제적인 성평등 확립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노사이드라는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을 딛고 특별
한 부존자원 없이 발전 가도(街道)를 달리는 것이 젠더주류화 추진의 긍정적
결과로 판단한 인근국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르완다의 성
평등 정책시행을 배우기 위해 르완다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재건을 위해 여성을 주요 의사결정자로 확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
황 속에서 추진했던 르완다의 젠더주류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빈곤 개선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개선에 있어 여성
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 척박한 정치사
회환경을 극복하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실질 GDP 성장률 연 9%대를 이
루고 있는 르완다는 충분한 부존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지녔음에도 불구
하고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에 모범
적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르완다의 젠더주류화 정책추진은 인
근 아프리카 지역의 ‘Can do’ 의식 확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임은 물론
이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성(性)을 배제하지 않은 발전추진의 중요성을 가
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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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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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선진 강대국의 동향을 보면 서아프리카 국가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
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이 성장 국가들과의 통상협력과
교역을 늘리려는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 고도성장 국가들과의 통상협력
증대에 맞추어 이들과의 교역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의 경쟁 또한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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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지구상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무역협회 2014, p. 3).
그 대표적 국가로 에티오피아는 2007~13년까지 매년 10% 대의 성장률을 나
타냈고,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상 6% 이상
성장해왔으며 모잠비크는 또한 대규모 천연가스 덕택으로 자원부국으로 성
장이 지속되고 있다(Kotra 2014, p. 14).
이같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시화 및 경제개발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 상하수도, 의료시설, 도로 건설 등의 수요
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국가간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예방활동 계기와 참여경
험을 살려 서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지역 심층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필
요성을 갖는다.

2. 연구의 목적
2014~15년 상반기까지 세계 주요 언론은 2013년 12월부터 서부아프리카
에서 발병해 빠르게 확산되어온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요 기사로 다루어 왔
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거에 비해 높은 사망률(약 70%)과 빠른 전염으로
서아프리카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심각성이 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에볼라 감염자 수가 2015년 8월 기준 2만
8,040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1만 1,302명에 이르는 것으
로 최종 발표하였다(2015. 8월 기준). 이 같은 전염병의 발생으로 라이베리
아, 시에라리온, 기니를 포함한 서부아프리카는 경제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
으며 특히 에볼라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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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IMF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가장 피해가 큰 3개국의
2015년 경제전망 목표치를 수정 발표하여, 1~3%의 성장률 하락을 발표하기
에 이르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라이베리아는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별로는 서
부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BBC, IMF,
2015).
즉 발병 3개국의 경우 전 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에라리온은 최대 수
출품인 다이아몬드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기니 역시 주요 자원 메이저 기업
들의 철광석 등에 대한 투자 보류로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라이베리아
역시 아르셀로 미탈 등 철광석 생산업체들의 직원철수 등으로 광산 확대 프
로젝트가 연기되기에 이르렀다(IMF 2014).
이 3개국 이외에도 이 지역에 대한 대한항공노선 폐쇄와 농산물의 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서아프리카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코코아 등 일부 농산물 가격도 폭등하여 2014년에 들어서만
20% 이상 상승하는 등 지난 2014년 9월에는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에볼라 확산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많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다(박경덕 2015, pp. 35∼47).
따라서 한국도 에볼라 확산예방을 위해 아프리카에 의료진을 파견한 입장
에서 아프리카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한 경제성장 발전 폭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고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활동을 이용한 중국, 일본의 입지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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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선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국가적 주요성장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기대 가
능성을 높여 에볼라 방역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활동과 연계한 서아프리카의 경제지원을 활
용한 한국의 보건의료 시장의 현지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서아프리카 에볼라발생 현황을 역대 시간별 피해규모로 살펴보고
이의 임상적 및 역학적 분석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가 갖는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였다.
둘째, 에볼라의 출현 및 발생 원인을 서아프리카 발생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등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셋째, 에볼라 출현과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와 영향을 공급, 수요,
관점에서 손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에 따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대응에 대한
국가별 전략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신종 전염병 예방관
리 측면에서 수요증가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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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1. 에볼라 바이러스의 개념적 정의
에볼라바이러스(EVD: Ebola Virus Disease)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과 수단 외곽 지역에서 동시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
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Fruit Bat)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현황(1976~2014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현황(1976~2014년)

연도

발생국

바이러스유형

발생

사망

치사율(%)

2014

기니

필로 바이러스

25,626

10,619

41

2012

콩고민주공화국

분디부교

57

29

51

2012

우간다

수단

7

4

57

2012

우간다

수단

24

17

71

2011

우간다

수단

1

1

100

2008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2

14

44

2007

우간다

분디부교

149

37

25

200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264

187

71

2005

콩고

자이레

12

10

83

2004

수단

수단

17

7

41

2003(11~12월)

콩고

자이레

35

29

83

2003(1~4월)

콩고

자이레

143

128

90

2001~02

콩고

자이레

59

44

75

2001~02

가봉

자이레

65

53

82

2000

우간다

수단

425

224

53

1996

남아프리카(전 가봉)

자이레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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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연도

발생국

바이러스유형

발생

사망

치사율(%)

1996(7~12월)

가봉

자이레

60

45

75

1996(1~4월)

가봉

자이레

31

21

68

1995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15

254

81

1994

코르디부아르

자이레

1

0

0

1994

가봉

자이레

52

31

60

1979

수단

수단

34

22

65

1977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1

1

100

1976

수단

수단

284

151

53

1976

콩고민주공화국

자이레

318

280

88

자료: WHO(2015)

2.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현황과 피해 규모
가. 발생현황
에볼라(Ebola)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과 수단에서 최초로 발견
되면서 알려진 이래 에볼라강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견 당시에는 284명의 감염자 중 150명이 사망했는데 지난
30년 간 20회 이상 출현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79년, 1994~96년, 2000~
04년에 집중되었고, 2014년에 발생한 바이러스가 가장 높은 치사율(70~90%)
을 나타냈다(Fauci 2014).

나. 감염 및 인명 피해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병 초기 기니에서 발생한 이후 초동대처에 미흡하게

∙ 194

에볼라 확산이 서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지원 예방사업과 연계한 현지 진출 전략

대처함으로서 국경을 통해 이웃 국가인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로 전파되면
서 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2014년 5월 27일 숨진 5명이 첫 희생 사례로 기록된 이래 그 밖에 나이지리
아, 말리, 세네갈,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소수의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
였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20명의 감염자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WHO가 2014년 10월 20일 에볼라 발병 종료를
선언했으며, 미국에서 4명 감염돼 1명 사망과 세네갈과 스페인, 영국에서 감
염자만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WHO 2015).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총 23건의 에볼라 발병에 약 2,388명이 감염
되고, 1,590명이 사망하였다. 지역은 사하라 인근 국가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Ebola Sudan의 자이르와 근접한 나자라(Nzara)
와 마리다(Maridi)에서 처음 발병 이래 현재까지 세계 9개국에 환자가 발생
하면서 2015년 8월 기준 최고 2만 8,040명의 감염자와 1만 1,302명의 사망자
가 발생한 후 종료되었다(WHO 2015).

3. 임상치료와 역학적 특징
가. 치료 및 예방
에볼라 바이러스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방법이 제
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어 다국적 제약사에 신약
과 백신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신약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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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실험실 단계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후보약물
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정도였으나 죽은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아프
리카 고유의 문화 역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 임상적 특성
보통 잠복기는 2~21일(평균 8~10일)로 잠복기 동안(증상발현 전) 전염력
이 없고 주요증상 및 징후로는 체내·외 출혈 경향을 보인다. 때로 종종 결막
충혈을 보이기도 하는데, 딸꾹질, 발작, 대뇌부종에 의한 경련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회복까지는 대략 약 6~11일이 소요된다.
현재 치명률은 약 25~90%이며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르다. WHO에서는 2014년 서아프리카지역 사망률을 55%로
추정하였으나, 유행이 시작되었던 기니의 경우 75%로 나타나 국가간 차이
를 갖는다.

다. 역학적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를 보면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병은
사람간 전파에 의해 유행되며 일반적으로 감염된 사람의 혈액 또는 분비물
이나 체액이 피부상처에 닿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서아프리카지역 의료진의 경우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진료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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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 및 확산 원인과 국가별 대응전
략 분석
1. 출현 및 확산 원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왜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출현하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인 출현은 병원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Feldmann et al., 2004)한 것으로 이의 조속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특히 병원소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같은 감염원의 숙주 역할을 하
며 해당 병원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므로 숙주가 발견되면 해당 병
원체의 생명주기와 예방책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현
재 과일 박쥐(fruit bat)가 병원소로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
족한 상황이며 주 실험대상이기도 하다(Pormenty, 2014).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출현하는 원인에 대해 불분명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원인
에 대해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치적 요인
서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원인으로 약화된 통치역량과 부패로 인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보건정책 및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정책 역량과 정치인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
부와 정치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바이러스 발병과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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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된다. 즉 만성적이고 구조화된 부패에 연루된 정부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일반화된 불신은 정부의 검역캠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군대를 이용해 억압적으로 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불
만과 불신은 더 높아졌으며, 초기 집중발생국이었던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
에 비해 서아프리카는 발병 이력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확산방지검역 및 치
료 등 보건정책에 대한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발병된 것이다.

나. 경제적 요인
경제적으로 재정과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에볼라 감염이 가장 높은 기
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상대적으로 매우 가난한 국가들로 특히 보건
분야의 재정지원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분야에 대한 매우 소
극적이고 부족한 정부재정지원은 보건분야의 인력감소로 이어졌고 일하고
있는 인력조차 봉급을 제대로 못 주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서아프리
카 3개국은 공통적으로 보건재정이 매우 취약하며 자체적인 보건인력으로
에볼라 퇴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기니 1억 9,400만 달러, 라이베리아 4억 7,300만 달러, 시에라
리온 2억 2,000만 달러의 지원이 필요한데(UNOCHA, 2014) 이마저도 다 지
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검역과 치료에 투입되어야 할 의
료진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선 매우 높은 수준
의 의료인력이 요구되며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하는 바로 70명의 에볼라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250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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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계보건기구의 추산(2014. 8)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발병국에서 질병
관리, 감염추적, 안전매장 등을 위해 1만 3,000명의 추가 의료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비발병국의 투입의료진이 발병국 의료진의 5%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듯이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또한 주요 인자로 작용한 것이다
(WHO, 2014).

다. 사회적 요인
서아프리카는 사회적으로 가난과 기아 및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기
본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취약과 일반화된 가난을 이유로 특히 외곽지역이
나 변두리 지역의 주민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지식과 장비를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도시외곽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지역으로 발병 이전부터 기
아와 생존의 문제가 악화된 지역이다. 특히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
여 식량으로 쓰기 때문에 에볼라 발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의 많은 보건시설이 발병 이전부터 재정적인 이
유로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에볼라 치료소(ETU: Ebola Treatment Unit)가 태
부족한 현실에서 증설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2014. 12 기준, 기니에 200ETU,
시에라 리온에 852ETU, 라이베리아에 2070ETU 증설 필요).
특히 2001~04년, 가봉과 콩고공화국에서 에볼라 출혈열이 발병하였을 때,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死體)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당시 고릴라,
침팬지, 다이커 영양(羚羊) 등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2002년부
터 2003년 사이, 콩고공화국의 Lossi sanctuary(320㎢)에서 고릴라와 침팬지
의 개체 수가 각각 50%, 88% 감소(Leroy et al., 2004)하여 고릴라와 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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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소일 가능성은 낮지만, 인간과 동일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문화적 요인
최초 발병국인 기니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에볼라가 국경을 넘어 확산된 원
인은 한 주술사의 장례식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WHO 2015).
이 주술사 역시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했는데, 그의 장례식에 기니에서 온
조문객을 비롯, Kenema 현지 주민까지 그의 시신을 만지는 등 전통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거 에볼라에 감염되면서 확산된 것이다(SCIENCE 2014).
서아프리카는 이 같은 문화적으로 토속신앙에 근거한 제례의식을 통한 감
염이 만연해있다. 이는 확산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중 죽은 사람의
시신에 입맞춤하는 풍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에볼라를 주술로 착각한다
거나 주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는 토속 제례의식에 의한 감염이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 인력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양의 의사들이 에볼라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이 퍼진 곳도 있을 정도로 적십자 차량이 나타나면 ‘에볼
라’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정보의 왜곡이 심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2014).
WHO는 시에라리온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이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
석해 에볼라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만 공식적으로 365명에 달한다고 발표하
였다.
이 같은 풍습과 문화는 확산을 키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NY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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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영향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World Bank(WB)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경제를 불구
(Cripple)로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World Bank 2015).
즉 2015년 1월 전망한 시에라리온의 2015년 GDP 성장률은 -2.0%로 발표
했으며 2014년 6월 전망치(8.9%)에서는 무려 10.9%포인트 떨어져 시에라리
온이 2015년 한해 입을 GDP 손실 예상액이 9억 2,000만 달러(약 1조 120억
원)에 달한다(World Bank 2015). 기니 또한 추락 폭이 커서 2015년 1월 전망
한 2015년 한해 GDP 성장률이 -0.2%로 지난 2014년 6월 전망(4.3%)과 비교
할 때 4.5%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2015년 한 해 사라진 GDP 손실액은 5억
4,000만 달러(약 5,940억 원)에 이른다. 라이베리아도 지난 2014년 1월에는
2015년 성장률이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5년 1월 전망치는
3.0%로 반 토막이 났다. 2015년 한 해만 1억 8,000만 달러(약 1,980억 원)의
GDP 손실을 맞게 된 것이다(World Bank 2015).
이 같은 영향은 아프리카 국가의 생존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에볼
라가 확산되면서 이동이 통제되고 농산물 유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불안 조짐까지 나오고 에볼라로 인해 부모
를 잃은 1만 2,023명의 ‘에볼라 고아’들이 생계를 위해 범죄와 성매매, 조혼
으로 내몰리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 공급 측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다른 전염병의 확산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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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공급 측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전염병 확산에 따른 노동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률은 20세기 초 유행하여 약 10억 명의 감염자
를 야기한 스페인 독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나,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 부
재하고 치사율이 높아 감염의 공포에 따른 노동 중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
카 발병국 정부는 감염자를 격리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역 자체를 격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노동 중단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라이베리아에서는 2014년 8월 말 발병 지역의 격리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의 소요사태가 있었고, 그 외의 발병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휴교령,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의 강제 휴가조치 등이 취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의 철수 및 해외 투자 감소세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나. 수요 측면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및 여행 제한
조치, 민간 항공사의 항로 폐쇄 등은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WHO의 국경 폐쇄조치에 대한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에볼
라 바이러스의 자국 전파를 막기 위해 여행 제한, 국경 폐쇄 등의 대책을 발
표한 바 있다. 즉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 특성상 대상지역에 대한
통제보다는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고, 무분별한 국경 폐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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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외 적도기니, 케냐 등이 감염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 항로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주변국의 대응과 별개로 시에라리온과 같은 일부 국
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국 폐쇄령을 발표
한 바 있다.
특히 시에라리온은 2014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폐쇄령을
발표하고 의료진과 경찰 등을 제외한 국민 600만 명의 실외 출입을 금지하
기도 하였다.

3) 손실 측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 지역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서아프
리카 경제는 2014년 초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아프리카 권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상
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지역이었으나, 향후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최근 보코하람의 테러 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 2012년 이
후 다이아몬드 개발붐으로 인해 15%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시에
라리온의 경우는 해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위기 가능성이 대두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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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그 피해액은 세계경제에 강한 충격을 가져왔을 것이다. 따라서 에
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확
산 정도(감염자 수, 감염지역, 유행기간 등)와 대중이 인지하는 공포심의 정
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
스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 플루의 사례는 21세기 들어 세계경제에 상당
한 충격을 준 전염병 확산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표 2. 21세기 주요 전염병의 확산 현황

확산 국가수

유행 시기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비율(%)

사스

32개국

2002~03

8,273

775

9.3

신종플루

129개국

2009

25,584,595

14,378

0.056

에볼라

90개국

2014~

25,626

10,619

41

메르스

25개국

2012~15

1,553(한국 186)

56(한국 36)

36(한국 19)

자료: WHO(http://www.who.int/en/) 홈페이지 정보.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는 앞서 유행
했던 사스와 신종 플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한
피해 정도는 사스 유행 당시의 사망자 수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특히 에볼라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보다 통제가 쉽다는
이유에서 발생 국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경 폐쇄가 단행되어 감염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이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최근 유행한 사
스, 신종 플루, 한국의 메르스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2002년에서 2003년
에 나타난 사스의 사례가 사망자 규모나 확산 범위 측면에서 에볼라 바이러
스의 사례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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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대응 전략
가. 국제사회 대응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2014년 9월을 고비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
기 때문이다. 즉 2014년 여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사
회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
은 지난 2014년 9월 16일 ‘세계 정치·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WHO 2015).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가세하기 시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가 공중
보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에볼라와의 전쟁’
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아프리카연합(AU)을 비롯, 미국, 영국, 중
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쿠바, 인도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이 중 중국이 미국, 영국에 이어 셋
째로 큰 규모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즉 2014년 11월 9일 미국은 라이베리
아에 군 병력 4,000명과 보건인력 130명을 파견하고 7억 6,300만 달러를 지
원하였으며 영국은 시에라리온에 군병력 750명과 보건인력 1,000명을 파견
하고 5억 1,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BBC 2014).
중국은 또한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 각각 100명이 넘는 보건인력을
파견하였다. 특히 중국은 라이베리아에 4100만 달러를 들여 독자적인 에볼
라 진료센터를 건설해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도 세 차례에
걸쳐 시에라리온에 해외 긴급 구호대 24명을 파견하고 총 1,260만 달러의

2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재정지원을 하였다(박경덕 2015, p.10).
독일은 헤르만 그뢰에 보건부 장관과 게르트 뮐러 개발부 장관이 가나와
라이베리아를 2015년 4월 7일 방문하였으며 2억 유로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
그램을 이행하고 현지 의료시스템 및 위기 대응체제 개선을 위한 ‘보건외교’
를 펼쳤으며 독일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구호에 지원한 돈은 1억
9,500만 유로(약 2,262억 원)에 이른다(World Bank 2015).

나. 아프리카의 대응

1)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은 AU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사태 지
원 조직(ASEOWA: the African Union support to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후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위원회(The Peace and Security Council)는 2014년
8월 19일 회의를 거쳐 발병지역에 군대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또한 AU 회원국은 긴급구호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조기 집행
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이 회동하여 에볼라 퇴치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2014. 4. 1).
아프리카 각 국가는 아프리카 역내 문제해결에 수동적이거나 방관하는 자
세가 대부분이었지만 비록 지원규모가 소규모이고 인력이 제한적이지만 에
볼라 사태에 대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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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리카 지역기구
동아프리카공동체(the East African Community)는 600여 명의 인력을 파견
하였고(에티오피아 210명, 콩고 200명 파견 등), 발병해당지역의 공동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에서도 25만 달러를 에볼라 퇴치 지원금으로 승인하였다. 이어 나이
지리아 정부도 350만 달러를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및 지역보건기구
에 지원하는 등 아프리카 내 자구적인 노력을 하였다.
특히 나이지리아, 세네갈은 자체적인 검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
여 효과적으로 에볼라 퇴치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이 시스템을 다른 아프리
카 및 타발병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다. 국제기구의 대응
첫째, 유엔의 경우 2014년 9월 에볼라긴급대응 유엔미션(UNMEER: the
UN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을 구성(유엔의회결의안 69/1, 안
전보장이사회의결안 2177)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도 에볼라 특별회의를 소
집하고 이사국에게 발병지역에 UNMEER과 보조를 맞추어 인력을 파견하도
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9억 9,8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에볼라 퇴치를 위한 보건사
업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식량 안보, 경제안정화프로그램, 의료
관련 장비 및 제반시설 유지와 제공의 네트워크 확보에 치중하였다.
2014년 10월 29일 현재, 회원국에 지급된 지원금(4억 9,300만 달러)과 지
원약속금(2억 7,900달러)이 8억 9,400달러로 이미 계획된 자금액에 도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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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계보건기구와 관련 기관들은 UN 본부에 자금규모와 물자 지원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요구하기도 하였다.
둘째, 세계보건기구(WHO)는 UN의 에볼라 퇴치 운용자금의 반 이상(4억
9,000만 달러)을 요청하면서 에볼라 퇴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핵심
적인 활동은 주로 격리센터설립(158개), 샘플채취 및 분석역량강화(월 600회
이상), 1만 3,000명의 보건인력 확보 등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마련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조정하고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
을 주도해야 할 WHO가 초기 대응에 매우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여론
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특히 참여자간 소통의 비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스태프들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BBC, 2014).
셋째, 국경없는의사회는 2014년 3월부터 에볼라 대응 활동을 펼쳐왔으며,
263명의 국제 활동가와 3,084명의 현지 직원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국경없
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센터는 6곳이며 이 센터를 통해 총 600개
의 병상을 제공하였다. 에볼라 창궐 이래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5,200명의
환자를 입원 치료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3,200명이 에볼라 감염 환자였으
며, 약 1,200명이 회복되었다. 이들은 또한 에볼라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1,000톤가량의 물자를 조달하였고, 에볼라 대응활동에 활용되는 예산 5,100
만 유로(한화 약 690억)를 독자적으로 모집 조달하였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국제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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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국가별 대응
첫째, 미국의 경우 글로벌 보건안보 측면의 접근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은 에볼라의 발병과 확산을 ‘자국안보에 관련된 위중한 사안(represents a
ser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극적
으로 개입하였다. 한편으론 아프리카 방문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경제·통상협력 확대를 위해 ‘신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정구연
2013, p. 30).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서아프리카 에볼라 퇴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요 목적은 네 가지로 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억제 ② 발병 후 2차 여파
에 대한 최소화 ③ 일관적인 리더십 구축과 작전수행 ④ 포괄적 글로벌 보건
안보의 발전(Global Health Secur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질병관리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중심으로 2014년 8월부터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및 나
이지리아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였다. 파견된 군부대도 수송역할을 맡으며 물
자운송 및 인력운송을 함과 동시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에볼라 대응
을 위한 8,800만 달러(9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서아프리카에 병력 3,000명을 추가 배치해 의료 및 병참
지원 활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 합동군사지휘본
부를 설치하고 자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서아프리카에 병상 100개를 갖춘 치료시설을 17곳 신설하고 1주에 현지 의
료진 500명씩 에볼라 대응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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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에볼라 대응을 위한 8,800만 달러(9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여 이 중 5,800만 달러를 에볼라 치료제인 백신개
발에 투입할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미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도 재난지원
대응팀(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을 서아프리카에 파견하여, 라이베
리아의 40만 가구에 살균제와 의료용품이 든 구호용품을 전달하고 적십자 등
의 구호단체와 협력하여 병상을 마련하는 등 구호프로그램에 나서기도 했다.
둘째, 중국 국내 보건안전 중심의 활동연계를 위해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
주하는 근로자가 수만 명에 이르며, 자국 광동성 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도 3만여 명이 되는 등 에볼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에
따라 중국은 이미 에볼라의 최대 취약국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듯이 최근 43명의 에볼라 의심환자(전원 음성판정)가 발생했던 광둥(廣東)
성은 과거 21일 이내에 에볼라 발병지역을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 전원에
대해 체온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모든 접촉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에볼라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해왔다.
특히 높아진 중국의 에볼라 발병 및 확산위험으로 인해 초기 미진했던 지
원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에볼라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국 상무
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5억 위안(약 850억 원) 상당의 에볼라 대응
추가 원조를 하였으며, 서아프리카 발병 3개 국가에 병상, 구급차, 개인보호
장비, 소각로 등 긴급 물자지원을 하는 한편 160명의 중국 의료진을 파견하
여 보건의료 활용을 경제에 가장 활발하게 응용해왔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남아공, 탄자니아, 콩고를 방문하여 항만·도로 인프라 투자 및 사회개발에
총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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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문 이후 ‘자원외교’에서 ‘무역-통상-경제개발’에 치중한 외교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액은 10년 전 150억 달러에서 2012
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변웅 2013, pp. 25∼27).
셋째,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5차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에 아프리카 40개국 정상 및 아프리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
하여 향후 5년간 아프리카에 32억 엔(36조 원) 규모의 투자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투자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박경덕 2015, p. 15) 보건의
료뿐만 아니라 이를 경제적 진출로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EU는 무역특혜를 중심으로, 인도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도 광물자원기업을 중
심으로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중견국외교의 일환과 국내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6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
료진을 파견하고 2015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각료급 회의도 제안하는 등 에볼라 퇴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견
국외교의 일환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재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감염내과 전문의·외교부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팀을 나이지리
아에 보낸 바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교민 보호차원에서 현지 의료수
준 등을 점검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의료진의 파견은 한 차원 높은 단
계의 파견이 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인 지원과 선발 프로세스를 거쳐 의료진
을 구성하여(4대 1의 경쟁률) 민·군 보건인력 총 30명을 3진으로 나누어 파
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사 4명 및 간호사 6명 등 각 10명씩 파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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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지원인력은 현지 유엔사무소에서 유엔과 협조
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
프 등을 통해 6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회의’ 때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KOIKA와 외교
부 등을 통해 총 지원규모는 1,260만 불이었다.

표 3. 에볼라 발생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현황

국가

지원규모

미국

7억 6,300만 불

인력파견

비고

- 1,700개 병상설치 예정
군병력 3,000명, 보건인력
- 의료용품, 개인보호장
65명(라이베리아)
비(PPE)

영국

군병력 750명(시에라리온)
- 700개 병상 설치 예정
4억 8,000불(3억 파운드) *의료인력 740명 지원서
- 헬기 3대
제출

EU

1억 8,000만 유로
(1억 5천만 유로 기지원)

-

독일

7,000만 유로
(1,700만 유로 기지원)

연방군 100명, 보건인력
70명(라이베리아)

프랑스

3,500만 유로

보건인력 25명(기니)

노르웨이

4,000만 불

보건인력 18명 기파견,
추가 파견 진행 중
(시에라리온)

-

일본

4,500만 불
(500만 불 기지원)

보건인력 24명 파견예정
(4명 기파견)

- PPE 50aks 세트 기여
예정

중국

3,750만 불
(500만 불 기지원)

보건인력 200명
(시에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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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병상설치 예정
- PPE, 항공 수송
-60개 병상
-항공 수송

-식량 및 장비
-이동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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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국가

지원규모

인력파견

캐나다

1,800만불
(410만 불 기지원)

보건인력(시에라리온)

러시아

700만 불

보건인력 9명(기니)

덴마크

380만 불

보건인력 4명(라이베리아)

스페인

240만 불

보건인력 30명

이탈리아

195만 불

쿠바

-

한국

1,260만 불

비고

-PPE
-이동실험실, 식량
-의료장비, 식량

보건인력(기니,
-이동실험실 3동 파견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보건인력 165명
보건인력 30명(1회
파견인원, 총 3회 파견)

-

Ⅳ. 한국의 예방 지원사업과 연계한 현지 진출 전략
1.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서아프리카 국가의 에볼라 발생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
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인력과 물자가 대륙
을 넘나들면서 전염병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에볼라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
팀 파견을 통해 에볼라의 근원을 진압하는 ‘선제적 방역’이 정답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료진 파견과 재정 지원을 통해 ‘에
볼라 지원 대상국의 위상을 확보하였는데 이러한 기억은 한국이 ‘미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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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파트너’인 아프리카 국가와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지 진출 전략
이 같은 에볼라 전염병 지원 예방을 통한 서아프리카의 의료보건인력파견
과 지원을 계기로 한 현지 진출전략을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안보적 측면
54개의 나라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원은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아프리카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 51개나 되는 남
북한 외교 격전지로 아프리카 국가의 신뢰를 얻을 경우, 향후 유엔에서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우호 세력을 대거 확보하는 데 유리
하다. 따라서 중국처럼 에볼라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도와준 흔적을 영구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국의 독자적인 진료센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에볼라 피해국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
해 ODA를 활용한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WHO, 2015).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세 나라가 ‘실패국가’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총
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는 시에라리온의 경우 라이베리아는 비교적 최
근까지 내전을 겪은 나라로, 민생이 불안해질 경우 또다시 국가안보가 심각
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에볼라
사태를 겪기 전부터 최빈국 범주에 속했던 이 세 나라에 대해 향후 안보적

∙ 214

에볼라 확산이 서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지원 예방사업과 연계한 현지 진출 전략

측면까지 염두에 둔 전 방위적 개발협력 과제에 적극 동참해 왔다. 따라서
한국도 안보적 관점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메르스 사태에
직면한 이후 느꼈던 국가적 위기를 교훈 삼아 적극적인 국제기구에의 파견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제도 개선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전염성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확산방지, 치료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 필요한데 그동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기초･임상연구는 물론 신약개발
이 탄력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
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WHO나 선진국의 원조만으로는 위기 상황을 단기
간 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27개 국가는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를 통해 감염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다양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HSA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World Bank 및 WHO 등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공경험 중에서 전 국민 건강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질병
관리예방을 위한 보건 인프라 개선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전 국민의 50%에 달하는 농어민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12년 만에 달성한 점과 우수한
민간 의료 기관과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여러 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단기간 내 단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을 효율화한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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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건 의료제도를 서아프리카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경험을 공
적개발원을 통해 개도국이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서 그 활용의
우수성을 알 수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가나(2013년), 에티오피아(2014년)가 우
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ODA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연계하
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보건정책과 연계한 국제적 역할 증대
가. 국내 보건정책과 연계 대응
미국, 중국,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내의 전염병 발병 억제와 감염 통
제는 서아프리카현지의 방역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국내(internal)와 국외(external)를 나누는 고전적인 접
근 방식이 아니라 공공보건의 국제공공재의 확보차원에서 보건의 안보화
(securitiz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국내 보건시스템
을 강화하고 국제보건문제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륙간
국제교역이 늘면서 신종 병원균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가별로 균질하지
않아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신종 병원균들을 자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
다.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는 169종인데, 이 외에도 최근 815종의 신종 바
이러스가 발견됐을 정도로 감염병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국제공조는 필
수가 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등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비전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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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외교도 단순히 전통적인 외교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
내의 보건안보와 연계해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 마련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안보시각에서 준비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그리고 서아프리카경제
공동체(ECOWAS) 및 불어권기구(OIF)와 전략적 파트너십체결을 위해 아프
리카의 안보분야, 특히 비전통 안보분야는 양자적인 관계만으로 효율적인
외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와의 외교관계가 활성
화되는 비교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역협력기구(ECOWAS)나 해당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기구(OIF)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역적 지식을 공
유하여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외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 전염병 관련 R&D와 국제백신연구(IVI) 기능 강화
전염병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의학 및 예방의학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백신, 치료제, 보호장비, 검역
장비 등)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여 경쟁력 있는 창조경제산업으로 육성하
는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의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활
용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도국의 전염병을
감소하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한다. 또한 지역공공보건관련 정
보수집과 유사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아프리카와 한국의 공공보건협
력센터’의 가동으로 기존 협의되어 오던 논의를 확대하여 주변 아프리카 국
가가 동참하고 전염병 방지와 위기발생 시 협력할 수 있는 국제기구, NGO,
질병 연구기관, 개별국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율할 수 있는 서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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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선재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에 선두적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발병 초기 에볼라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
로 망자(亡者)의 시신을 만지는 아프리카식 장례 문화에 있었지만, 유럽과
미주까지 퍼지게 된 전염병 발생 핵심 원인은 첫째, 인력과 물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로 초기 신속한 대응을 못하고 방치한 점이다. 둘
째, 서아프리카 국가 지도자의 통치역량 미흡과 리더십 부재에 따른 각 부족
간 예방대처의 미비와 셋째, 낮은 보건의료 인프라와 낙후된 생활 습관에 따
른 죽은 사체와 동물을 먹거나 만지는 장례문화 등을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동시수교국이 51개나 되는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한 외교 격
전지로 아프리카 국가의 신뢰를 얻을 경우, 향후 유엔에서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우호 세력을 대거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에
서 지금은 비록 에볼라가 휴면상태로 있으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할 때 감염 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역의 보건의료 품목의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2000년 이후 연간 4% 이상 상승했으며, 2020
년 아프리카 소비시장이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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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의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인 소비시장 규모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최근 10년간 아프리카 중산층이 60% 증가하고, 2015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중산층이 중국·인도와 맞먹는 3억 1,3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한 점에서 이러한 증가속도를(AfDB 2014) 볼 때 의료
서비스 또한 중산층 이상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
시스템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투자와 진출이 요구된다.
셋째, 보건의료환경 개선 및 감염관리지원으로 아프리카 감염환자와 아이
가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 내 환경관리, 위생관리 및
감염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위생관리와 감염관리는 하위 의료 기관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이 필요하며, 병원과
기관 내에서 이를 관리할 조직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관리와 보건 의료 인력
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유지와 감염관
리의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북 등을 만들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콘텐츠를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미 다른 원조기관에서 제공한 보건환경 개선사업들이 효과나 활
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점을 찾아
기존 지원제도를 보완 수정하여 제공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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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들어가며
Ⅱ.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
Ⅲ. SADC의 국경관리와 코뿔소 밀렵의 관계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ittee)는 남부아프리카 총 15
개국을 어우르는 지역기구로, 최남단의 남아공을 시작으로 중부 아프리카지
역의 콩고민주공화국 아래에 위치한 모든 국가를 멤버로 한다.1) 세계의 다
른 지역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SADC는 지역 통합의 진전을 통한 SADC 회
원 국가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 기구 내 회원국간의 국경 관리는 지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국제지역연구』제 19권 제3호(2015. 10. 30)
에 게재되었습니다.
1) SADC의 회원국은 다음 15개국이다: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
르, 말라위, 모리셔서,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그
리고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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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통합 진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현재 SADC 국가간의 국경은 EU
(European Union)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제 원조공여기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CBM)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BM은 서구 원조 공여국 및 무역 선진국의 이해를 우선으로 만들어
진 남부아프리카 국경관리 원칙으로, 본 연구는 CBM이 남부아프리카의 정
치경제환경적 특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 없이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오
늘날 남부아프리카지역에 사회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
소와 같은 야생동물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SADC 국가간의 여러 국경 가운데, 크루거 국립 공원(Kruger National
Park)을 경계로 접하고 있는 남아공-모잠비크 간의 국경은 지역 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SADC의 가장 민감한 국경 중 하나이
다. 우거진 수풀과 야생동물로 국경을 갈음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경은 역사
적으로 모잠비크 내전 당시 모잠비크 반군 및 남아공 정부의 전략적 요충지
였으며, 내전 이후에는 모잠비크의 경제난을 피해 남아공으로 밀입국하는
통로였다. 이 허술한 국경은 사회 경제적 불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최근
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생태학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구멍 뚫린 국경을 통해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코뿔
소를 살해하는 밀렵꾼들이 남아공의 국립공원으로 잠입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코뿔소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국가이
다(그림 2). 그러나 2014년 남아공에서 한 해 1,215마리의 코뿔소가 기록적
인 수치를 기록하며 밀렵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 밀렵의 75%가 크루거 국립
2

공원에서 발생했다. 크루거 국립 공원은 길이 400km, 넓이 60km 규모의 야
생 동물 보호구역으로, 공원의 동쪽 경계는 모잠비크와의 접경이며(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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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꾼의 80~90%가 이 접경을 통해 공원으로 잠입하는 모잠비크인인 것으
로 추정된다(Appel, 2013). 본 논문은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행해지
는 코뿔소 밀렵을 통해 CBM을 근간으로 하는 SADC의 국경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림 1.

자료: www.pbc.org

그림 2.

자료: 크루거 국립공원의 코뿔소
(저자촬영)

1990년대 이후로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적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
가했으나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세계 무역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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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03, p. 7). 본 연구는 코뿔소 밀렵을 통해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국경관리가 역으로 오히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
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국경 관리를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지역기구의 측면
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밀렵에 의한 객체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의
감소를 겪고 있는 동부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고릴라 밀렵과 싸우고 있는
중부아프리카의 우간다 등 타 아프리카 국가 연구뿐 아니라, 국경을 중심으
로 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복합적인 측면에서 재해
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SADC의 국경관리 원칙과 그 국제정치경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문헌조사에서는 남부아프리카 환경과 정
치 경제에 관한 역사 서적 및 학술지를 기본으로 통계 및 조사 연구 보고서
등 1차 및 2차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의 역사적 그리고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아공의 밀렵대응전략의 연구에는
남아공 정부의 발표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코뿔소 밀렵은 2014년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매달 남아공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코뿔소 희생 상황에 관한 집계를 이
용하였으나, 정부 통계 외에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는
뉴스 미디어를 주로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이러한 초기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모잠비크와 남아공 크루거 국
립 공원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는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는 모잠비크-남아공 간 운송업 종사자 및 남아

∙ 228

코뿔소 밀렵과 SADC 국경 관리

공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모잠비크인,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 내 코뿔소 감
시인, 남아공 환경부 직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인터
뷰는 본 연구와 같이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에 효과적인
연구 전략이다(King 2004, p. 21). 또한 정형화된 설문지의 사용은 다양한 배
경을 지닌 응답자를 인터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Babbie(2007, p. 276)의
방법론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정형화된 설문지는 사용
하지 않았으며, 인터뷰는 대화 형식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에 응한 모잠비크인은 응답자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반면, 남아공에
서는 응답자 전원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강조해서 요구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 남아공 응답자는 직업으로 이름을 대신한다.
이하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은 코뿔소 밀렵
의 근본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코뿔소
를 중심으로 한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 역
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의 국제정치경제
를 분석한다. 2장에서 밀렵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밀렵
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다. 우선 오늘날 남아공 및 SADC지역에서 야
생동물 보호 및 밀렵에 대응하기 위해 주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무력대
응전략을 설명하고 이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무력대응의 단점을 보완하고, 코뿔소 밀렵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SADC 국경관리의 개선을 제안한다. 이 부분은 현재
SADC의 주된 국경관리 원칙인 CBM을 야생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
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론에 대한 요약과 향후 관련연구 조사에 대
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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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
1. 역사
Duffy(2014, p. 829)는 밀렵을 ‘정부나 개인 소유자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남부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이
정부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던 시절, 즉 유럽인이 남부아프리카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밀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인 산(San) 족은 코뿔소를 비를 부르는 동물로 여겼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 코뿔소를 사냥해서 그 뿔로 기우제를 지냈다(SANPark, 2012c).
사냥은 아프리카인에게 필요한 영양의 공급처였고 생활의 일부분이었으며,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부아프리카에 들어와 정부와 법을 만
들고 야생동물보호 구역을 지정한 후, 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 혹은 근처
에서 거주하던 아프리카 흑인의 사냥은 밀렵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영
양의 공급처 및 생계의 수단이던 사냥이 불법화되자,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아프리카 흑인은 야생동물 공원의 값싼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공원의
소유자는 자연상태에서 야생 동물을 관람하는 사파리 관광과 공원 내 동물
의 사냥 허가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 이 중 사파리 관광은 오늘날 에
코투어리즘(ecotourism)으로 발전하여 연구의 한 분야가 되었으며, 그 효과
와 더 나은 방향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Page & Dowling,
2001).
반면 트로피 헌팅과 그 수익으로 얻는 효과는 논란의 대상이다. 돈이 없는
아프리카인에게는 밀렵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된 사냥이, 사냥할 권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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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백인에게는 트로피 헌팅 혹은 스포
츠 헌팅 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되었고,2) 야생 동물의 개인 소유자나 정부는
트로피 헌팅을 통해 오늘날까지 수익을 얻고 있다(Duffy 2014, pp. 829-830).
최근 미국의 한 치과의사(Walter Palmer)가 짐바브웨 국립 공원(Hwange
National Park)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사자를 먹이로 꾀어내어 트로피 헌팅
의 대상으로 사냥한 사건이 발생한 후,3) 트로피 헌팅과 멸종위기 동물 보호
에 대해 학자 및 관계자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Ingraham, 2015; Wilson-Spath, 2015). 이는 단순히 트로피 헌팅이 윤리적인
가에 관한 이슈를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기원과 밀렵과의 관계에
서 보면 더 큰 의미를 갖는다.4)

2) 미국의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역시 오늘날 우간다 지역의 한 야생동
물 보호 공원에서 지금은 멸종한 북부 흰 코뿔소 9마리를 사냥했다(Walker & Walker, 2012,
p. 21). 현재 코뿔소는 멸종위기의 동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피 헌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 현재 매년 600마리의 아프리카 사자가 합법적인 트로피 헌팅에 배당되
어있으며, 이 중 64%의 트로피, 즉 사자의 머리나 사체의 전부가 미국으로 운송된다
(Ingraham, 2015).
3) 미국인 Walter Palmer는 짐바브웨 국립 공원(Hwange National Park)의 사자를 갓 죽인 동물을
미끼로 국립공원에서 빼냈다. 당시 이 사자는 연구를 위한 추적용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추적용 목걸이를 하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짐바브웨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이 미국인
은 우선 사자를 석궁으로 쏜 상태에서 40시간 동안 이 사자를 쫓아다니다가 총으로 쏘아 죽
였다. 사냥 후의 기념촬영에서는 추적용 목걸이를 풀어놓고 나중에 추적 목걸이를 없애려 했
으나 후에 발각되었다. 이 미국인은 이 사냥을 위해 5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실(Cecil)이라는 이름의 이 사자는, 검은 갈기를 지닌 희귀한 종으로, 짐바브웨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였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사자를 연구 중이었다(Wilson-Spath, 2015).
4) 이런 트로피 헌팅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분위기와 함께, 미국의 몇몇 대형 항공사가
트로피 헌팅의 재물이 된 동물의 신체 부위를 자신들의 항공기에 싣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
표한 바 있다(BusinessDay, 2015; Gajanan, 2015). 2015년 5월과 6월에 에미레이트 항공사와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자 항공기에 아프리카 동물의 신체 및 신체 부위를 싣지 않겠다는 발
표에 이어, 미국의 3개 항공사(American Airlines, Delta Airlines, United Airlines) 역시 사자
세실 사건 이후 아프리카의 빅 파이브(Big 5: 사자, 코끼리, 코뿔소, 표범, 버팔로)를 운송하
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서구 미디어는 아직 트로피 헌팅 및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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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이러한 친-자본주의적인 탄생은 비단 아프리카뿐
만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Perelman, 2007).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정하고, 그 공원을 관리하고,
또 그 공원을 즐기는 집단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아니라 인종
적으로 백인 계층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본주의적 측면에 인종적
인 의미가 추가된다. 초기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즐길 만한 경제적 수단이
나 법적인 지위가 없었던 남부아프리카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생동물보호 구역에 대한 박탈감을 갖게 되었을 것
이다. 같은 맥락에서 Lunstrum(2014, p. 821)은 밀렵에 가담한 아프리카 흑인
들과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라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던 땅
과 생계를 잇는 수단이던 사냥에서 박탈당한 흑인들의 오랜 역사와 심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연 관람이나 야생동물 공원을 방문하는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소비는 단순히 경제력이 늘어난다고 함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의 노출이 축적되어야 늘어
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국립공원 초기에 이루어진 박탈은 장기적으로
더 큰 여파를 낳았다. 공원의 탄생과 동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법적, 경제
적으로 야생 동물 보호 공원이라는 여가 소비에서 제외되었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소비를 쌓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크루거 국립 공원의 역사는 남아공 국립 공원의 역사를
대표한다. 남아공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 공원은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
구역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원이다. 아프리카 최초의 근대 야생동
인소유의 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수익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옹호하고 있다(All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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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원인 크루거 국립 공원은 트란스발(Transvaal)5)의 대통령이었던 폴 크
루거(Paul Kruger)에 의해 1894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6) 아프리카 전역의 다
른 야생동물 공원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내쫓고, 흑인들의 사냥
을 밀렵으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Ellis 1994, pp. 54-55). 아직까지도 남아공
야생동물 보호 구역 관광의 주된 소비자는 남아공 백인으로, 흑인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오늘날에도 크루거 국립 공원을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 공원에서 흑인 방문객을 만나는 것은 공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표범이나 치타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
고 심리적 관점으로 남부아프리카의 밀렵을 재해석해보면 오늘날 일부 아프
리카 흑인이 사파리나 트로피 헌팅이라는 여가 상품 대신, 밀렵이라는 형태
로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다.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초창기에는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소 분명했던 밀렵
에 대한 정의는 아프리카 식민 이후의 정치사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좀 더 애
매해진다. 현재 각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밀렵은 아프리카 국가의 독
립 이후 빈번히 일어난 아프리카의 전쟁 및 내전에서 반군뿐 아니라 정부군의
중요 수익원으로 이용되었다. 우간다 반군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내전 재원
충당으로 고릴라를 비롯한 야생동물 밀렵을 이용했으며, 잔혹하기로 유명한

5) 남아공의 네덜란드계 백인인 아프리카너들은 오늘날 케이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
대하던 영국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 1830년대 오늘날 남아공의 림포포, 하우텡, 음푸마랑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한다. 이들은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은데벨레 종족을 내쫓고 이
지역을 차지한 후 Transvaal 국가의 독립을 선포했으나 후에 1910년 남아프리카연방의 한 주
(province)로 다시 편입된다.
6) 1894년 사비 야생동물 보호구역(Sabi Game Reserve)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후에
1926년 크루거 국립 공원으로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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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단체 LRA(Lord’s Resistance Army)의 리더 조세프 코니(Joseph Kony)도
밀렵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ffy 2014, p. 831).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부 역시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지에서 밀렵으로
얻어진 코끼리의 상아나 코뿔소의 뿔을 극동의 판매업자에게 파는 중간 거래
로 1970~80년대에 많은 수익을 냈으며, 당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는 남부
아프리카 야생동물 불법 거래의 중심지였다(Ellis 1994).
대부분의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 종식되고 억압적인 아파르트헤
이트 정권이 물러난 오늘날, 정부 내부의 개인 수준의 부패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아프리카 정부는 더 이상 밀렵의 행위자가 아니라 밀렵 억제의
행위자로 대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종
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관광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 생태계에 보탬이 된다는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경제적 자원
이 부족한 대부분의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은 많은 경우 원조 공여국의 재원
과 기술적 자원에 의지해 야생 동물 공원 및 생태계의 보호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du Toit 2006).
요약하면 남부아프리카의 야생동물 공원의 역사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오랜 백인 지배역사와 그에 수반된 흑인
의 심리적 박탈감 그리고 사회 구조 및 여가 소비 습관의 고착화 등을 통해
오늘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해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오늘날 남부아
프리카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밀렵의 국제 정치 경제를 코뿔소 밀렵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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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뿔소 밀렵의 국제정치경제
코뿔소는 사바나 평원에서 발견되는 무게가 2톤에 육박하는 초식동물로,
평균 수명은 35~40년 정도이다. 아프리카에는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 두
종의 코뿔소가 있는데, 검은 코뿔소는 1960년 이후 객체수의 97.6%가 사냥
과 밀렵으로 사라졌으나 남아공에서는 아직 두 종류의 코뿔소 모두 서식하
고 있다(African Wildlife Foundation 2015). 따라서 다른 사파리 여행 국가보
다 코뿔소를 보기 쉽다는 점은 남아공 관광 산업의 큰 경쟁력으로 여겨진다
(inews24 2013). 관광업이 남아공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아공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25%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 남아공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남아공의 주력 산업인 광
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코뿔소의 객체수가 밀렵으로 감소하는 것은 남아공의 경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아공에서 밀렵으로 희생되는 코뿔소의 객체
수는 2000~01년까지만 해도 6~7마리 정도에 그쳤고, 2007년 말까지 남아공
은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검은 코뿔소의 35%, 흰 코뿔소의 93%를 국가 및
개인 소유의 야생동물 보호 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코뿔
소 서식지였다(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2010, p. 2). 그러나 밀렵
은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333마리, 그리고
작년 2014년 한 해에만 1,215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집계된다[표 1]. 올해 들
어 상황은 더 악화되어, 올해 4월까지 이미 393마리의 코뿔소가 살해당했고
이 중 290건이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발생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된
다면 2016년부터 남아공의 코뿔소 객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남아공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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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소 역시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밀렵으로 인해 멸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Lunstrum 2014, p. 821).

표 1. 밀렵으로 희생당한 코뿔소의 개체 수,
남아공, 2000~15*

표 2. 중국 일인당국민소득 변화,
2000~14

(단위: 마리)

주: *2015년 4월 30일까지 통계
자료: 남아공 환경부(2015).

(단위: 미국 달러)

자료: 세계은행(2015).

남아공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코뿔소 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
니라 남아공의 국가이미지와 에코 투어리즘에 큰 위협’을 주고 ‘다양한 방식
으로 코뿔소와 연관된 직종에 고용된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2010, p. 4). 또한 남부아프리카 지역적으로도, 남아공
의 코뿔소 밀렵 문제는 남아공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다(Capital 2015).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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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바탕으로 SADC는 남부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밀렵은 불법 지하
자원 채굴과 같다는 자세로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Knight &
Emslie 2013).
역사적으로 보면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코뿔소가 멸종된 타 아프리카 지역
에 비해 최근까지는 비교적 온전히 코뿔소를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SADC의 코뿔소 관리 팀(SADC Rhino Management Group)은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가치가 경
제적으로 늘었는데, 이는 생태관광(ecotourism), 사냥, 동물의 판매 등으로 얻
어지는 수익이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또한 남부아프리카는 타 아프리카 지
역에 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이용에 대한 철학이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
으며, 정부가 개인소유의 야생동물 보호지역과 사유지역 내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유지 내의 객체 수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
었다. 실제로 현재 남아공 전체 코뿔소 객체 수 약 2만 700마리 중 4분의 1의
코뿔소가 개인 소유의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서 살고 있고, 이 개인 소유의
코뿔소 객체 수만으로도 이미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전체의 코뿔소 객
체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타 아프리카 지역 정부에 비해 남부아프리카 지
역에서 코뿔소 및 야생동물 보호 정부 부처의 후원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
이다(Knight & Emslie 2013).
역사적으로 남부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자연 동물 보호를 해왔지만, 현재 크루거 국립 공원은 상업적으로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이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Lunstrum 2014, p. 817). 코뿔소 밀렵 증가 추세는 코뿔소 뿔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표 2). 코뿔소의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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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트남과 중국지역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
의 치료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 서적인 신농본초
경(神農本草經)은 코뿔소의 뿔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며, 열병이나 해독
에 좋다고 나와 있다. 고대 중국에서 코뿔소 뿔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믿어졌고 왕족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는 동주(東周) 왕조
(770~256 BC) 시절 중국 내 코뿔소 객체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멸종으로 이
어져, 서한(西漢) 시대 (206 BC~AD 24)에 이미 수마트라에서 코뿔소를 수입
하기 시작하였다(Walker & Walker 2012, pp. 3-4).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코뿔소 뿔의 주성분은 인체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성분이기도 한 케라틴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 케라틴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 외에는 별다른
약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중산층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렵꾼들은 주로
코뿔소 뿔의 주된 소비시장인 동아시아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밀
렵을 자행하는데, 최근에도 베트남 경찰이 31개의 코뿔소 뿔을 운반하던 베
트남 범죄인을 검거한 바 있다(Tuoi Tre News 2015). 베트남의 암시장에서
코뿔소의 뿔은 그램당 133달러에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으로 금 1그램이 최
근 시세가 약 36달러인 것에 비교해 보면,8) 코뿔소 뿔은 금이나 마약 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상품성은 코뿔소 밀렵에 관여하

7) 남아공의 한 대학(Stellenbosch University)에서는 코뿔소 밀렵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같은 케라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항의의 의미로 코뿔소 뿔의
주 소비국인 중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8) http://goldprice.org/(검색일: 201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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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고도화를 설명해준다.9) 코뿔소 밀렵에 관여
하고 있는 범죄 조직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마찬가지의 조직으로 경
찰 및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하여 국경을 자유자재로 들락거
리면서 밀렵을 자행하고 유유히 도망간다(The Guardian 2015). Lunstrum
(2014, p. 821)의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밀렵에 관여하는 이들은 일
의 수준에 따라 1킬로그램당 1,000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일의 수준 및 현지 경제 수준에 비해 보상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밀렵
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없다. 남아공의 환경부 장관인 에드나 모레와
(Edna Molewa)의 발표에 의하면, 약 6,000명의 인원이 이 밀렵 범죄조직에
연관되어 남아공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Mansoor 2015).
이 밀렵꾼의 80~90%는 모잠비크인으로 추정된다(Appel 2013). 모잠비크
의 가자(Gaza)지역도 한때 코뿔소의 서식처였으나 밀렵과 내전 등으로 모잠
비크 내에서 야생 코뿔소는 멸종된 상태이다(Capital 2015, p.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무
기 및 총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 가벼운 형량의 범죄이다. 이 밀렵꾼들은
크루거 공원의 국경을 통해 들어온다. 모잠비크는 크루거 국립공원과 울타
리(fence)수준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의 목적은 야생동물의 이
동을 막기 위함이다. 즉 밀렵꾼을 막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 국경을 통해
밀렵꾼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도 공원을 지키는 경찰과 밀렵꾼 사이에 두 건
의 총격전이 벌어져 미디어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 두 곳 모두 모잠비크 국
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Mansoor 2015).
9) 범죄조직의 세계화는 야생동물 보호에는 더욱 위협적인 요소이다. 코뿔소 뿔을 포함한 전세
계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량은 매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Mgun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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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거 국립공원의 남아공-모잠비크 국경은, 코뿔소 밀렵과 관계된 오늘
날뿐 아니라, 1975년 이래로 남부아프리카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지대였다
(Ellis 1994, p. 67). 1975년 모잠비크에서는 당시 남아공에서 정권을 잡고 있
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집단인 모잠비크 자유 전선
(FRELIMO: the Frente de Libertaçao de Moçambique)이 권력을 잡게 된다.
국제 정치적으로 친소련파인 FRELIMO가 남아공의 수도인 프레토리아
(Pretoria)와 두어 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잠비크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당시 남아공 백인 정부에는 큰 위협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FRELIMO의 집권이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던 남아공
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과 후에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으로부
터 권력을 인수한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의 무력저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당시 모잠비
크 FRELIMO정부의 반군인 RENAMO(Resistência Nacional Moçambicana)를
군사적으로 후원하면서 FRELIMO 정권을 흔들었다.10) 모잠비크 정부를 내
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모잠비크 국경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남아공 정부의 불안정화 전략의 중요한 도구였는데, 이 때 남아공 정부는
크루거 국립공원의 남아공-모잠비크 국경을 주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한
다. 이 국경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일 뿐 아니라, 국경의 많은 부분이 뚫려
있는 상태여서 중요한 무기나 코뿔소의 뿔, 코끼리의 상아, 마약류와 같은
반군에게 재원이 되거나 모잠비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물

10)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흔드는 것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즐겨 사용
한 전략이었는데, 남아공 정부는 모잠비크 FRELIMO 정권뿐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넘겨
줘야 했던 ANC와의 협상에 임할 때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 전략을 즐겨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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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이 국경을 통해 다소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Ellis 1994,
pp. 67-68).
이렇게 과거에 남아공 정부가 모잠비크 정부를 흔들기 위해 이용했던 이
크루거 국립 공원의 국경은 오늘날 역으로 남아공 야생 동물 밀렵이나 모잠
비크 출신 불법 이민자의 남아공 유입 등의 루트로 이용되면서 남아공 정부
에 고충을 주고 있다. 모잠비크의 무장범죄조직들은 주로 크루거 국립 공원
을 중심으로 코뿔소 밀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Times Live 2015). 최근 모
잠비크인을 중심으로 한 밀렵의 규모는 더욱 커져서, 지난 달 코뿔소 밀렵
관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65개의 코뿔소 뿔이 모잠비크에 거주하고 있
던 중국인의 집에서 발견된 바 있다(Reuter 2015). 경찰이 압수한 이 뿔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며칠 후 다시 전량 경찰서에서 도난 당한다.
이는 경찰 및 보안 당국 내부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경찰이나 국
립공원 관계자 및 내부인의 부패는 남아공의 코뿔소 밀렵 대응에 심각한 장
애 요인으로, 크루거 공원에서 코뿔소의 뿔을 지니고 모잠비크 국경을 통해
빠져나간 밀렵꾼들은 모잠비크 국경관리자 잡히더라도 대부분 뇌물을 제공
하고 풀려난다(Appel 2013).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내부 관계자의 부패는 최근 남아공 국립공원에서도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11) 남아공 환경부 직원이나 학생에게 크루거 공원의

11) 현지 조사 중 남아공에서 인터뷰에 응한 국립공원 관계자 모두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그들의 다소 긴박한 태도에서 코뿔소 밀렵이라는 주제가 남아
공에서는 부패 및 국가 이미지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응
답자 중 단 한 명도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으며, 한 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이름이 외부에 나가면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크루거국립
공원환경부직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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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크루거 공원의 한 직원은 “강의나 설명을 요구하는 단체의 성격에 맞
추어 크루거 국립공원의 이윤이 어떻게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지, 사자나 코
끼리의 생태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지만, 코
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라고 말한다(크루거국립공
원환경부직원 2015). 이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화력
으로 무장한 코뿔소 밀렵 대응팀을 제외하고는 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누
구도 코뿔소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12) 코뿔소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초기에는 명예 대응팀(Honorary Rangers)이라는 조직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남아공 정부가 국립공원에 파견한 군인 출신의
국립공원대응팀 (SANPark Ranger)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루거 국
립 공원에서 상주하는 한 명예 대응팀 조직원에 의하면 인터뷰 일주일 전에
도 수 명의 크루거 공원 직원과 대응팀 조직원이 코뿔소 밀렵에 협조한 혐의
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명예대응팀 2015).
요약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은 단순히 멸종 위
기의 동물을 죽이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
가 아니라, 역사적 측면 그리고 현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국제, 지역, 범죄,
정치, 경제, 빈곤 등이 다층적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코뿔소 밀렵
의 여파 역시 단순히 한 종의 멸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층

12) 크루거 국립 공원 무력 대응팀의 남부 지역 본부장에게 (전체 크루거 공원의 코뿔소의 6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공원 남부 지역은 크루거 공원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계되는 곳이며,
크루거 공원 무력 대응팀의 본부도 남부에 있다)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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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어지는 글에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코뿔소 밀렵 대응의 추이를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함께, 코뿔소 밀렵의
역사적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적 원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Ⅲ. SADC의 국경관리와 코뿔소 밀렵의 관계
1. 현재 주된 대응 방식: 무력대응
코뿔소 밀렵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 남아공 정부의 지속적인 실패는 역시
SADC 회원 국가이기도 한 보츠와나 정부의 강경 대응과 종종 비교된다. 보
츠와나는 남아공, 나미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SADC
의 회원국으로, 10년 전 26마리에 불과하던 자국 내 코뿔소의 개체 수를 올
해 그 여섯 배인 153 마리로 늘리는 데 성공했으며, 2013년 마지막으로 보고
된 이후 보츠와나 국경 안에서 코뿔소가 살해된 보고는 없다(Mguni 2015).
보츠와나의 이런 성공은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1,215 마리의 코뿔소를 밀렵
꾼에게 잃은 남아공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이다.
2015년 남아공은 200마리의 자국 코뿔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츠
와나로 이송했는데, 무력 대응을 지지하는 이들은 보츠와나의 성공의 원인
으로 무력 강경 대응을 꼽는다. 보츠와나는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
하는 데 있어 ‘shoot-to-kill’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공원의 밀렵 대응팀이
밀렵꾼을 발견했을 때 밀렵꾼이 총을 갖고 있다면, 대응팀은 단지 밀렵꾼을
체포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살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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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Hoelterhoff, 2015). 이는 코뿔소가 이미 살해당한 후 밀렵꾼을 체포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밀렵꾼을 사살함으로써 코
뿔소가 죽기 전에 대응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정책이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무력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이러한 무력 대응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Lunstrum 2014, p. 819).
이러한 강경대응은 보츠와나뿐 아니라 콜럼비아, 네팔, 인도네시아, 콩고, 중
앙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주된 야생동물 보호 전략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Henk 2006).
보츠와나 수준의 강경 대응은 아니지만, 남아공 역시 2012년 퇴역한 군인
인 요한 유스테(Johan Jooste)를 크루거 국립공원 코뿔소 보호 작전의 책임자
로 임명하면서 코뿔소 보호에 있어서 무력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SANPark 2012b).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남아공 대부분의 사람에게 긍정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아공의 라디오 방송
에서는 코뿔소를 지키는 공원 대응팀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금 모음 프
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한다. 크루거 공원의 한 명예 공원 감시인 역시 남아공
의 대응팀은 오직 밀렵꾼이 감시인을 향해 먼저 공격을 한 후에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무력대응은 코뿔소를 지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응팀의 생명도 위태롭게 한다며, 밀렵꾼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도 대응팀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보츠와나 식의 강경
대응을 남아공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명예대응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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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밀렵에 희생되는 코뿔소의 사진

자료: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 코뿔소 홀에 전시되어있는 사진(Berg-en-Dal 캠프), 2015, (저
자편집).

이렇게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영토와 자연 유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무력화 즉, ‘green militarisation’은 현재 밀렵꾼과 화력으로
무장한 공원 대응팀 사이에 화력 경쟁을 유발하는 다소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Lunstrum 2014).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무력대응은 그 효과가 크게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윤리에 관
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와 무장한 명예 공원 감시팀은 뿔이
잘려나간 채 죽어있는 코뿔소 사진과 같은 참혹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이용
해서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무력대응을 정당화한다(그림 3). 하지
만 2008년 이후 5년 동안 코뿔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명의 밀렵꾼
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이 적합한 법적인 절차 없이 크루거 국립 공원 현장에
서 바로 사살당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
고, 오히려 야생동물 보호의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Duffy 2014, p. 828;
Rakoma & Mampa 2013). 남아공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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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70건의 법적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관
련자 중 85명은 유죄로 판명되었지만, 13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SANParks
Times 2014, p. 5). 남아공에서 보츠와나 방식으로 밀렵에 대응하기 위한 무
력대응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었다면, 몇 마리의 코뿔소를 더 보호할 수 있었
겠지만, 그 대신 무죄로 입증된 이 13명의 생명도 적합한 법적 절차 없이 코
뿔소 밀렵 방지의 성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야생동물 보호 공원이 만들
어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 대응이 윤리적
인 측면, 야생동물 보호 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박탈당한 토착 흑인들의
사냥에 대한 권리, 공원 야생동물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접근 등에 대한 고찰
없이 주된 밀렵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위
험한 선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어지는 글에서 남아공-모잠비크의 국경에
초점을 맞추어 코뿔소 밀렵의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국경 관리의 개선을 통한 밀렵 방지
Duffy(2014, p. 825)는 최근 남아공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코뿔소
전쟁(rhino war)’은 코뿔소 밀렵에 얽혀 있는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치 경제
의 문제를 심각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부패와 같은 밀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무력대
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계 정치 경제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코뿔소 밀렵에의 정치 경제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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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본 논문의 3장에서 보았듯이 코
뿔소 밀렵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은 사항이다. 또한 긴 역사를 차치하
고 현재 시점만 본다 하더라도 코뿔소 밀렵을 중심으로 국제, 국내, 정치, 군
사, 경제, 범죄, 부패, 빈곤, 인종, 소외감 등의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의 근본을 찾아 해결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상적
인 대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해결책이다. 경제 및 인적 자원의
부족과 정책 의지의 부족, 부패 등으로, 코뿔소 밀렵을 방지하기 위한 남아
공과 모잠비크 두 국가간의 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오늘날의 상황에
서 범세계적 차원의 협업을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 뿐
아니라, 그 과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
인을 찾아 해결한다는 접근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방법으로, 이미 멸종
위기의 동물에 속해 있는 코뿔소의 밀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남아공과 모잠비크가 속해있는 지역기구인 SADC의 역내
그리고 남아공의 국경관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코뿔소 밀렵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으로
SADC의 역내 국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크루거 국립 공원을
둘러싼 국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서구 국가들의 원
조로 진행되고 있는 SADC의 국경 관리 가이드는 지역 경제의 통합에 과도
하게 무게를 둠으로써 국경을 가로질러 행해지는 밀렵 및 안보와 같은 문제
를 간과하고 있다; 둘째, EU의 국경관리 방식을 지향하는 SADC의 국경관리
원칙은 여러 야생동물 보호국역을 국경 사이에 끼고 있는 남부아프리카 지
역에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아공과 모잠비크를 포함한 대부분

24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의 SADC 국가는 국경의 보안만을 책임지는 전담 기구가 없는데, 이는 역내
회원국 내 정치적 안정뿐 아니라 크루거 국립 공원과 같은 접경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앞서, 아프리카 국경의 탄생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은SADC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국경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국경의 근본적인 약점은 그 국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
실에 기인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은 1865년 베를린 회의에서 식민제국
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인종의 고려 없이 자신들을 위한 행정단위로써 그
려졌다. 탈식민시대 이후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존에 그
려진 국경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노선을 취했다. 이를 uti possidetis 원칙이
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정치 엘리트는 식민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경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uti possidetis 원칙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nglebert & Dunn 2014, p. 272). 따라서 새롭게 독립국가를 이어받은 아프
리카의 정치적 리더들은 아프리카 역사나 부족의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새
로운 국경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세계를 지
배하던 근대화 이론(modernisation theory)의 영향으로, 독립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독립과 함께 나라가 근대화되면 전근대적이라고 여겨지
던 ‘부족의 정체성’은 곧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례로 기니
의 독립 후 첫째 대통령인 세코 투레(Seko Ture)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삼
사 년 후에는 최근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부족 갈등, 종
교 갈등 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Spears 2004, p. 37). 이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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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진 이 아프리카 국경은 아프리카의 인종적, 역사적 차이를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 국경이 아프리카의 전통적 정치
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큰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Spears
2004, p.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결성된 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또한 이 uti possidetis 원칙을 받아들였으며 여러 번 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신인 African Union 그리고 SADC를 포함한 아프리
카 지역기구들 역시 국경문제에 관한 태도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남부아프리카의 지역기구인 SADC, 즉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1980년에 결성된 SADCC(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의 후신으로, 1992년 지금의 SADC로 이름을 바꾸
었다. 초기 결성될 당시 SADCC는 남아공의 백인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에 대항하여, 남부아프리카 경제에서 남아공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에 1994년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물러나면서 남아공이
SADC에 가입하게 되고, 이로써 SADC는 오늘날까지 남부아프리카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로 자리잡게 된다.
SADC 국가간의 국경은 EU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제 원조공여기관의 후
원으로 만들어진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CBM)에 따라 관리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BM은 공동시장을 지향하는 SADC의 목표에 근거
하여 역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경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SADC 국가에 CBM은 ‘열린 그러나 잘 통제되고 안전한 국경’을 목표로 ‘효
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조화로운 국경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국내/국제적 협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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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ADC 2011, p. 11).
그러나 이 CBM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국경 관리는 코뿔소 밀렵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적 통합에 가장 큰 우위를 두는 CBM은 불법이
민, 정치적 불안정, 야생 동물 밀렵 및 무기와 마약류의 밀매와 같은 국경
안보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무역 근대화와 무역 진흥
을 위한 사업’(Trade Modernisation and Trade Facilitation Project)을 통해
CBM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후원하였다. 자연스럽게 CBM은 경제적
인 지역 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데, CBM은 SADC 역내 국경 관리
와 SADC 역외 국경관리를 통해, SADC이 자유무역지역, 공동 관세 구역을
거쳐 궁극적으로 공동 시장(a common market)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EU를 비롯한 서구의 원조 공여 국가들은 CBM 가이
드를 통해서 CBM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 운송, 관광 그리고 해외 투자를 원
활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한다(SADC
2011, p. 17).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고객은 SADC 역내
국경을 이동하며 물자를 수송할 필요가 있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
으로, 다국적 기업 고객의 더 높은 만족을 위한 국경은 진정한 고객이어야
할 남부아프리카인에게는 오히려 사회 정치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SADC 경제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
은 심각하다. 남아공 서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짐바브웨와 모잠비크로부
터 많은 불법 이민자가 더 나은 직업과 삶을 찾아 남아공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불법으로 남아공에 들어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크루거 국립
공원을 통해서 남아공으로 들어간다(Jallá 2015; Matias 2015). 실지로 1990
년대, 모잠비크의 경제가 내전(1977~92)의 결과로 비참한 상황이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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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모잠비크인이 크루거 공원을 통해 남아공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쉬
운 먹이(크루거 공원을 통해 남아공으로 들어오려는 모잠비크인)에 맛을 들
인 크루거 공원의 사자들이 모잠비크 국경 쪽에 머물러 있어서 사파리 관광
객들이 남아공 쪽에서 사자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크루
거 국립 공원의 남아공-모잠비크 간 국경은 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울타리 수준으로, 이런 우거진 목초나 육식 야생동물과 같은 자연 억제
제재에 의지한 소극적 국경 안보 관리는 실지로 남아공 정부가 불법이민이
나 코뿔소 밀렵방지에 실패하는 이유이다(Jooste 2014, p. 12). 반면 많은 남
아공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남아공 내의 높은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증오한다. 그 결과 2009년 모잠비크인을 비
롯한 수십 명이 외국인 혐오 학살(xenophobic attack)에 의해 살해된 바 있으
며, 2015년 3월과 4월에도 같은 이유로 모잠비크, 짐바브웨 인을 포함한 7명
이 살해되고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이 남아공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교통 편
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자국민을 잃은 모잠비크를 비롯한 남아공
의 이웃나라에도 지역 국가간에 분노를 유발하였다(Cumbe 2015; Jallá
2015). 코뿔소 밀렵도 같은 경우이다. 경제적 통합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국
경의 안보는 자연에 의지하는 SADC와 남아공 정부의 허술한 국경관리는
SADC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물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EU를 모델로 만들어진 SADC의 CBM 가이드라인은 국경을 가로
지르는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여럿 존재하는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관
리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CBM 가이드라인을 보면, CBM은
지역의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위해 관련 기구 내의 협력, 관련 기구간의 협
력, 국제적 협력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국경 관리의 기본 구조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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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원조와 기술적 조언으로 만들어진 이 ‘SADC를 위한 CBM 가이드라
인’은 위의 세 가지 기본 구조 중 국제적 협력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무
역, 관광 투자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기구와 협업하여 SADC의
국경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sation), 국제수역사무국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그리고 다양한 지역 식물 보호 기구
들(SADC 2011, p. 56). 그러나 이렇게 CBM 가이드라인이 제안하고 있는 국
제협력 파트너들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잠입하는 난민 문제와 같은
유럽의 이해와 상당히 관련된 기구들이며 아프리카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기구는 아니다.
반면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 관광 및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
항들, 예를 들면 접경 지역 야생 생태계 보호 구역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협
업이나 이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는 CBM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프리카 국경의 인위적인 탄생은 아프리카의 생태
적 지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 야생 동물의 이동
루트로 연결되는 거대 야생동물생태계는 오늘날 인위적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다. 모잠비크-남아공이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한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불
안은 지형적/생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인위적 국경으로 나누어져 있는
접경국가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야생동물 보호 구역은 연
관된 국가간의 통합 국경관리가 제대로 될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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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줌으로써 더 큰 관광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남아공,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정부가 함께 구상 중인 이 ‘확대된 림포포 국경간 공원’ (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이 그 대표적인 예다(그림 4). 이 세 나라의 국경
을 포함하는 이 사업은 국경에 의해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 루트를 고려해
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야생동물의 생태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곧 세 국가의 관광 수익의 증가
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된다(SANPark 2015). 이 사업을 위해 남아공 정부
는 크루거 공원의 접경 중 50km에 이르는 접경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Appel 2013). 그러나 이러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프리카인의 이주 및 난민, 마약 거래에 대응
하는 것만큼이나 국제적인 도움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EU를 모델로 한 CBM은 림포포 사업과 같은 EU나 서구 선진
원조 국가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나 남부아프리카
의 통합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접경 야생동물보호 구역 개발 및 관광 그
리고 이를 통한 투자 및 관광객의 촉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는 해당 아프
리카 지역 국가에 이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부재 그리고 그
부재로 인한 정치적 의지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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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료: SANPark

마지막으로 남아공 정부에 국경관리전담 기구가 없다는 점 역시 효과적인
국경관리와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 동물 밀렵 방지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크
루거 공원의 무력대응방식은 윤리의 문제 이전에 밀렵꾼과 공원관리인의 생
명을 위협하는 대응방식일 뿐 아니라, 내부 부패에 취약하며, 코뿔소의 밀렵
을 코뿔소 살해 이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효과가 없다. 여타 SADC회원
국과 마찬가지로 남아공과 모잠비크 양국 모두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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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지만,13) 양국 정부 모두 코뿔소 밀렵의 심각성과 밀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성공적인 야생동물 보호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Business Connect 2015, pp. 6-9). 이 공통된 인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본부를 만들 뿐 아니라,
현재 코뿔소 밀렵이 부른 위기를 양국의 국경관리 본부간에 협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CBM 가이드라인 역시 SADC 회원국 대부분이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
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조언하지만, CBM은 국경관리 전담기구를 대외 무
역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SADC 2011, p. 27). 그러나 이 권고 역시 아프리카의 이해가 아니라 서구의
경제적 편의를 위주로 한 조언이다. SADC의 국경관리 가이드라인 구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술적으로 조언을 제공한 서구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에서 SADC에게 제공한 조언과는 달리, 자국의 국경전담기구를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부서 산하에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
경 관리 전담기구(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아니라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 Land Security) 산
하에 있으며 영국의 국경전담 기구(UK Visas and Immigration) 역시 무역산
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아니라 내무부(Home Office) 산하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DC 국가의 국경관리는 대외 무역을 관장하
는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경의 안보도 더불어 강화
될 수 있다는 이들의 조언은 SADC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 사회 그리고 환
13) SADC 회원국 중 잠비아와 짐바브웨만이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다
(SAD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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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이해를 고려해서 제공되었다기보다는 서구 원조 공여국 내지는 서
구 산업 선진국의 이해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SADC가 회원국간 국경관리 원칙으로 삼고 있는 CBM은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과다하게 치우친 국경관리방식으로 남부아프리카에 인명
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코뿔소 밀렵이 그 손실의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EU를 모델로 만들어진 SADC를 위한 CBM은
서구의 이해관계에 더 적합하게 구상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간 국경을 포함
하는 지역에 거대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는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환경적, 경
제적, 사회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SADC 국가들, 특히 남
아공과 모잠비크는 코뿔소의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경 관리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서가 CBM 가이드라인의 구상대로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부서
의 관리하에 만들어진다면 코뿔소 밀렵 뿐 아니라 국경을 중심으로 벌어지
는 남부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 정치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힘들 것이다.

Ⅳ. 나가며
코뿔소 밀렵은 단순히 한 종의 생물학적 멸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정
치, 경제, 사회적인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역사
적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기 시작한 유럽인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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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인을 이주시키면서, 경제력이 있는 서구의 관
광객을 위한 트로피 헌팅은 허용되었지만, 생계를 위한 아프리카인의 사냥
은 이때부터 밀렵으로 규정되어 불법행위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박탈의 역
사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흑인에 의해 자행되는 코뿔소의 밀렵에 새로운 이
해를 제시해준다. 코뿔소 밀렵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런 통시적인 이해와 더
불어 오늘날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의 국제 정치 경제의 복합적인 접근이 역
시 필요하다. 코뿔소 뿔의 주된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인 성장은
코뿔소의 뿔을 금이나 플래티넘보다 더 비싼 ‘상품’으로 변신시켰고, 이는
남아공-모잠비크 지역의 내전 및 반군의 역사,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종결,
내전 이후 모잠비크의 경제적 난관, 남부아프리카의 부패 등의 사항들과 맞
물려 코뿔소 밀렵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밀렵꾼에 대한 무력 대응을 주된 대응 전략으로 삼고,
강화된 화력을 이용해 밀렵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이 전략은 아직 효과가 나
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단순히 밀렵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 정치적으로 더 근본
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해야 코뿔소 밀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Duffy(2014)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제 경제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
을 찾아 대응하는 것은, 그 과제가 국제적으로 협력을 요하는 복잡한 일이거
나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결책으로 멸종 위기 동물인 코뿔소의 밀렵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남부아프리카 역내 국경관리
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SDAC가 국경관리 가이드로 삼고 있는 CBM은 서구 원조 공여국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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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이해에 더욱 적합한 무역관리 가이드라인이다. 무역활성화와 공동
경제시장의 효율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CBM은 국경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 정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아공 크루거 국립공원의 코뿔소 밀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관광수입의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다시 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이는 역내 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경제를 살린다는 CBM의 궁극적인
목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EU를 모델로 하
는 이 가이드라인은 접경지대에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관리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접경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을 개발하여 거대 지역 관광자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남부아
프리카의 지역 경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남아공과 모잠
비크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국경관리전담기구를 만들어 코뿔소 밀렵 대응,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업 등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첫 단계일
수 있지만, 그 기구는 CBM의 조언대로 대외무역관장 기구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의 안보나 환경, 그리고 지역 통합 사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산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뿔소 밀렵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
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의 문제 혹은 그 해결에 멈추지 않는다. 아프리
카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 역시 오랜 내전으로 인해 반군단체 및 빈곤에 허
덕이는 민간인의 밀렵 및 포획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고릴라 생태 지역이 극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밀렵꾼이 접경하고 있는 우간다
를 통해 잠입한다. 본문에 언급한 대로 아프리카는 대륙 내에 많은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현재 내전 및 식량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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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은 남아공의 크루거 국립공원의 사례로 아프리카 국경의 역사
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접경 지역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제약으로 포함하지 않았
다. 향후 이러한 아프리카 접경 지역 자연 보호구역을 위한 국경관리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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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할 때 산업이 발전되
어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경제전체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의 위
치에 있으나, 주된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거
나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도 남아공의 GDP는 약
3,506억 달러에 달하였고 한국의 GDP는 약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여 남아
공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약 1/4 정도에 달하고 있다(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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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Data. 2013). 2014년도 남아공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약 15억 달러, 남아
공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약 16억 달러에 불과하여 현재의 무역규모로 볼
때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아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가 많고 다양
한 자원이 매장된 대륙이므로,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기초원자재 공급지로
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래의 신개척지가 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와의 경제교류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수출상품
산업과 수입상품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방
법을 취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평면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어떤 산업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 직접적으로 이 산업의 생
산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산업연관관계
에 따라 이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내 다른 산업의 생산
과 고용도 간접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국내
어떤 산업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 증가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국제산
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overall effect)
를 보는 입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남아공 사이의
무역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측정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Chenery and Watanabe(1958)가 개발한 국가간 산업별 생산기
술 비교방법을 이용하여 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의 동질성과 이질성 정도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Ⅱ장에서 국제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남아공 경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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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과 남아공 간의 수출입 추이와 수출입 상품 내용의 변화를 본다.
Ⅳ장에서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의 이론모형을 서술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한
다. 그리고 Ⅴ장에서 전체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의 거래표는 부표로 첨
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위한 기
초자료는 OECD(2015)의 국가간 투입-산출표(ICIO,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였고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입 자료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DB를 이용하였다.

Ⅱ. 선행연구
1960년대 이후 각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의 확대 등으로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가 중요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국제산업연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은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은 Isard(1951), Chenery(1953), Moses(1955)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그 후 Miller(1966)에 의해 지역간 피드백(interregional
feedback)개념이 도입되었고, Miyazawa(1966)와 Round(1985) 등에 의하여
행렬분해방법이 개발되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아시아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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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경신
(updating)하였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의 예를 보면, Yamazawa
et. al.(1986), Akita(1995), 高川 泉 et. al.(2004), Hasebe et. al.(2006), Mori et.
al.(2007) 등을 들 수 있다.
Yamazawa et. al(1986)은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아시안 국가를 대상으로 1975년 국제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평양 지역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연구하
였다. 산업부문은 28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연구내용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하여 자족률(self sufficiency)1)과 상호유발률(MIR:
Mutual Inducement Rate)2)을 계산하여 국가간 비교를 하였다.3) Akita(1995)
는 비경쟁 수입형 국제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수요측면의 성장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한국, 미국, 일본
을 대상으로 산업부문을 크게 농업, 광산업, 제조업,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각국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4) 高川 泉 et. al.(2004)은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국의 통화위기(1997년) 전후인 1990년, 1995년, 2000년을 대상으

1) 자족률=(국내공급/국내수요)
2)   국에의하여유발된 국의부가가치국에의하여유발된 국의부가가치 로 정의된다.
분자는  국의 국으로의 수출, 분모는 국의  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정규화된 척도(normalized measure)이고 유발계수는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로부터
독립된 척도이므로 비교목적을 위해서는 실제 유발효과의 크기는 경제규모에 따라 조정되어
야 한다. 즉 실제 부가가치유발액은 한 나라의 부가가치유발계수에 그 나라의 최종수요를 곱
하면 구해진다.
3) Yamazawa·Nohara·Osada(1986)
4) Akita(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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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국의 경제구조의 시간적 변화를 연구하였다.5) Hasebe et. al(2006)은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IDE)가 작성·발표하는 1985년, 1990년,
1995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나머지 세계(rest of world,
ROW)를 대상지역으로 연구하였다.6) Mori et al.(2007)은 아시아·태평양 지
역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상호의존관계를 연구하였다.7)
우리나라에서는 오성동·기성래(1996)가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한·중·일 3국간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하였으며,8) 이규인(2001)은 1985년,
1990년, 1995년 3개 년도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각국
의 산업구조변화와 각국 간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9) 이홍배·
岡本信廣(2002)은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을 하였고,10) 박
천익, 정군우(2007),11) 신승식 외(2008),12) 이민규(2014)13) 등의 연구도 있
다. 이 연구들 대부분은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나, 그 가운데에서
신승식 외(2008)는 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관계를
보았으며 이민규(2014)는 수상운송업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의존관계
를 연구하였다.

5) 高川 泉·岡田敏裕(2004)
6) Hasebe·Shrestha(2006)
7) Mori·Sasaki(2007)
8) 오성동·기성래(1996)
9) 이규인(2001)
10) 이홍배·岡本信廣(2002)
11) 박천익·정군우(2007)
12) 신승식·구경모·오용식(2008)
13) 이민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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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개관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개관
남아공은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남아공 GDP(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9.1%에 달하며, 1차 산업 비중은 12.1%, 2차 산업은 18.8%를
차지한다. 남아공의 주요산업(3차 산업 제외)은 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
동차산업 등으로 분류되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
업이 발전하였다.
광산업은 남아공 GDP의 9.6%를 차지하고, 최대 고용 창출 산업(약 50만
명), 최대 외화획득 산업이다.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0억 톤, 세계 14위)을
가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서 2010년 기준, 전체 제
조업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둘째로 큰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정부의 자
동차산업 육성정책(APDP)에 따라 BMW, 벤츠, 토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공장을 유치하는 등 남아공 주요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 광업,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증가
의 저조 또는 감소, 전기세, 유류비 등 인상으로 인한 제조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 1.9%, 실업률은 24.9%
이나, 청년실업률은 50%에 이르며, 인플레이션 5.7%, 경상수지 적자는 GDP
의 6.8%에 달했다.
지난 20여 년간 남아공 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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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
조로 하는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를 경제정책의 목
표로 채택하였고, 한편으로 흑인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
로 일정비율의 지분을 흑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목표는 2020년까지 5백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
로 신성장전략을 계획하고, 6개 부문(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사간의 사회협약 체결, 흑인경제육성정책
(BEE)에 대한 재검토, 실업률 감소(현재 25%에서 15% 수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 경제 활성화를 위해 EU와는 교역, 발전 및 협력협정(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비롯, SACU-EFTA FTA, SACU-Mercosur
PTA를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월드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8% 성장하였
으며, 2011년 3.5% 성장했으나 유럽재정 위기 이후 2012년 2.5%, 2013년
1.9%e로 성장세가 예상치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내 권력
분점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580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감염자,
높은 범죄율, 기능인력 부족,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이주 등 발전에 장애 요
인이 있고,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인프라 확충, 전력 사정 개선 등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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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추이
표 1.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불)

년도

수출금액

수입금액

1991

281,619

647,578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

-

1992

292,598

549,266

3.9

-15.2

1993

276,104

530,758

-5.6

-3.4

1994

321,248

740,313

16.4

39.5

1995

470,126

1,218,677

46.3

64.6

1996

557,595

1,702,614

18.6

39.7

1997

471,314

2,625,789

-15.5

54.2

1998

597,270

1,004,335

26.7

-61.8

1999

469,431

1,275,885

-21.4

27.0

2000

494,873

940,178

5.4

-26.3

2001

422,933

688,609

-14.5

-26.8

2002

394,491

603,137

-6.7

-12.4

2003

530,185

781,630

34.4

29.6

2004

959,433

998,874

81.0

27.8

2005

1,319,522

1,094,293

37.5

9.6

2006

1,794,231

1,385,063

36.0

26.6

2007

1,752,811

1,766,544

-2.3

27.5

2008

1,397,158

2,159,240

-20.3

22.2

2009

1,082,071

1,171,788

-22.6

-45.7

2010

1,668,191

2,272,295

54.2

93.9

2011

2,254,760

3,105,467

35.2

36.7

2012

2,188,273

2,128,947

-2.9

-31.4

2013

2,697,795

1,729,269

23.3

-18.8

2014

1,475,573

1,623,905

-45.3

-6.1

연평균증가율

-

-

11.4

10.9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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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남아공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1.4%, 수
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나타났다. 수출의 연간증가율과 수입의 연간
증가율을 보면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과 남아공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불)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그림 2. 한국과 남아공 수출입 연간 증가율
(단위: %)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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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아공 수출상품 구성비(2000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그림 4. 남아공 수출상품 구성비(2014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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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아공 수출상품의 구성비를 2000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보자.
2000년에 한국의 남아공 수출금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가장 높았고, 둘째가 기계·컴퓨터 제품으로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셋째
가 전기제품으로 약 16%, 넷째가 필라멘트 섬유로 약 14%, 다섯째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도 자동차가 약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였고, 둘째가 기계·컴퓨터 제품으로 약 15%, 셋
째가 전기제품으로 약 9%, 넷째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약 6%, 다섯째가 유기화
합물로 약 4%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남아공 수출에서 주
력 수출상품의 내용은 자동차, 기계·컴퓨터 제품, 전기제품의 순으로 나타나 주
력상품에서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지만, 2000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자동
차가 점하는 비중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
남아공으로부터 수입상품의 구성비를 보면, 2000년에는 알루미늄 수입이

그림 5.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상품 구성비(2000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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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상품 구성비(2014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

약 2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귀금속 제품이 약 18%로 둘째를 차지하
였고, 철강제품이 약 18%로 귀금속제품 수입보다 비중이 근소하게 작아서
셋째를 차지하였고, 석유·석탄제품이 약 9%로 넷째를 차지하였고, 동(구리)
제품이 약 6%로 다섯째를 점하였다. 2014년에는 광석제품이 가장 큰 약
34% 비중을 차지하였고, 둘째가 철강제품으로 약 18%, 셋째가 귀금속 제품
으로 약 12%, 넷째가 동(구리)제품으로 약 9%, 다섯째가 알루미늄으로 약
8%를 점하였다.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상품은 자동차, 기계·컴퓨터 제
품, 전기제품 등 주로 제조업 제품(manufacture goods)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에,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광석, 철강제품, 알루미늄, 동(구리) 제품
등 광산업(mining) 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276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업연관에 대한 연구

Ⅳ.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산업연관분석
국제산업연관분석의 핵심구조는 기본적으로 Isard(1951), Chenery(1953),
Moses(1955) 등에 의해 개발된 지역산업연관분석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후 Miller(1966)에 의해 지역간 feedback 효과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Miyazawa(1966)와 Round(1985) 등에 의하여 행렬분해방법이 개발되었고,
이 방법들이 국제산업연관분석에도 이용되고 있다.

1. 국제산업연관분석 이론모형
(1)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표 2. 2국간 국제산업연관표(거래표)

중간수요

최종수요

한국( ) 남아공( ) 한국( )

남아공( )

나머지 세계
( )

총산출( )

한국(  )

 

 

 

 

 



남아공(  )

 

 

 

 

 



나머지 세계
(  )

 

 

 

 

 

부가가치(  )





총투입(  )





국제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을 행 방향(가로방향)으로 보면 한국과 남아프
리카공화국의 중간재 상품의 배분구조를 알 수 있다.   는 한국에서 생산
된 중간재를 한국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을 나타내며,   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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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된 중간재를 남아공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 즉 남아공이 한국
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한국의 남아공으로의 중간재 수출)한 것을 나타
낸다.   는 남아공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한국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한
것, 즉 한국이 남아공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남아공의 한국으로의 중간재
수출)한 것을 나타내며,   는 남아공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남아공에서 중
간투입으로 사용한 것을 나타낸다.
내생부문을 열 방향(세로방향)으로 보면 상품 생산에 필요한 투입 구조
를 알 수 있다. 첫째 줄의   는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투입을,   는 한국의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
입을,   는 한국이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ROW, rest of world)로
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을,   는 한국의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   ,   를 더하면 한국의 총산출액   가 된다. 즉
              이 성립한다.14) 두 번째 열은 남아공의 경우

로   는 남아공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의 투입을,   는 남아공의 자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투입을,   는 남
아공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을 나타낸다.
  는 남아공의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남아공의 총산출액을   라 하면 남

아공의 경우에도               로 나타난다.
최종수요항목에서   는 한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한국에서의 최종수
요,   는 한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남아공에서의 최종수요,   은 한국

14) 부가가치 항목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 보조금(-)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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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서의 최종수요를 나타
낸다.   는 남아공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한국에서의 최종수요,   는 남
아공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남아공에서의 최종수요,   은 남아공에서 생산
한 생산물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서 수요한 것을 나타낸다. [표 2]
에 기초한 2국간 국제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2국간 국제산업연관표 투입계수표

구분

한국

한국



 

남아공

 

 

기타국

 

 

부가가치계수





투입계수합

1

1



남아공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방법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한 국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한국과 남아공 2개 국가의 경우를 통하여 보기로 하자.



한국:








  





 




           ············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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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 [식 4-2]

  

           )
(    



[식 4-1]에서 보면 한국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는   ,   ,   의
합이며, [식 4-2]에서 남아공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는   ,   ,   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           
이다.
위의 두 식을 행렬형태로 나타내면






     

         
····················································· [식 4-3]
   



이 된다.
[식 4-3]식 좌변에 있는 항






 

   
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식 4-4]
   

식이 된다.

 

   

           
······················································· [식 4-4]

     


[식 4-4]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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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5]
           


[식 4-5]식에서  는 대각원소의 값이 1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0인 단
위행렬(identity matrix)을 나타낸다. 한국과 남아공의 산업연관표의 역행렬
계수      은 [식 4-6]식으로 나타난다.

     

  


[식 4-6]에서





    
    



          

······ [식 4-6]
        





         
   

라 놓으면 [식 4-5]는
   
        









[식 4-7]로 나타낼 수 있다.

        
·································································· [식 4-7]

     

  
그런데

 







           
 이므로 [식 4-7]식의 각 원소를 풀
          

면 역행렬계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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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      은 한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한국의 각 산업
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둘째 항         는 남아
공이 한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     )하는 경우 한국에서 일어나는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2)            

남아공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남아공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   )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즉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중간재 수출(     )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3)              
              

첫째 항      는 남아공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남아공의 각 산
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둘째 항          는 한
국이 남아공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하여 남아공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함에 따라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4)            

한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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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발생하는 남아공으로부터의 중간재수입, 즉 남아공의 한국으로의
중간재수출(     )로 인한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식 4-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식 4-8]




[식 4-8]을 전개하면 [식 4-9]와 같이 나타난다.

                             [식 4-9]

[식 4-9]가 한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식 4-9]에서    
는 한국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증가(   )로 인한 한국의 생산유발
효과,     는 남아공의 한국으로의 최종재수출(   )(한국의 최종재수
입)을 위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데 따른 한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
    는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최종재수출(   )(남아공의 최종재수입)

에 의한 한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     는 남아공의 국내최종수요(   )
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데 따른 한국에서의 생산
유발효과,     은 한국의 나머지 세계에 대한 최종재수출(   )(나머지
세계의 최종재수입)에 의한 한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     은 남아공이
나머지 세계에 대한 최종재수출(   )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한 데 따른 한국에서의의 생산유발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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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4-10]




[식 4-10]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식 4-11]

[식 4-11]이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식 4-11]에서    
는 한국의 국내생산물의 최종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에서 남아공
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데 따른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    
는 남아공의 한국으로의 최종재수출(   )에 의한 남아공의 생산유발효과,
    는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최종재 수출(남아공의 최종재수입)을 위

해 남아공에서 중간재를 수입(남아공의 중간재수출)한 데 따른 남아공에서
의 생산유발효과,     는 남아공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증
가로 인한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     은 한국의 나머지 세계에
대한 최종재수출(   )로 인한 남아공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따른 남아
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     은 남아공의 나머지 세계에 대한 최종재수
출(   )에 의한 남아공에서의 생산유발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2. 본 연구에서의 이론 모형
가. 본 연구에서의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2국간 국제산업연관분석을 단순화하여 한국과 남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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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세계와의 무역을 무시하고, 한국의 남아공 수출과 남아공의 한국 수
출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는 데 국한하기로 한다.15) 그러면
[표 2]는 [표 4]로 단순화할 수 있다.

표 4. 본 연구에서의 국제산업연관표(거래표)

중간수요

최종수요( )

총산출( )

 

 



 

 

 



부가가치(  )





총투입(  )





한국( )

남아공( )

한국(  )

 

남아공(  )

자료: 저자 작성.

[표 4]에 기초한 투입계수표는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 본 연구에서의 투입계수표

구분

한국

한국



 

남아공

 

 

부가가치계수





투입계수합

1

1



남아공

자료: 저자 작성.

15) 그 이유는 나머지 세계도 고려할 경우 다루어야 할 matrix의 차원(dimensions)이 아주 커지
게 되고 통계자료의 입수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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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
한국의 남아공 수출과 남아공의 한국 수출의 한국에서의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는 [식 4-1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식 4-12]

[식 4-12]를 전개하면

         ··································································· [식 4-13]

이 된다.
한국의 남아공 수출과 남아공의 한국 수출이 남아공 산업들에 미치는 효
과는 [식 4-1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식 4-14]

[식 4-14]를 전개하면

         ···································································· [식 4-15]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할 기본 식은 [식 4-13]과 [식 4-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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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OECD 국제산업연관표 부문분류

부문
번호

산업

부문
번호

1

농림
수산업

10

2
3
4
5
6

광산 및 채석업 11
음식료품
섬유,의류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재제품
종이, 인쇄 및
출판

12
13
14
15

산업

비금속
광물제품
기초
금속제품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설비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부문
번호

산업

부문
번호

19

전기, 가스 및
수도

28

20

건설

29

21

도소매

30

22

숙박 및
음식점업

31

23

수송 및 보관

32

24

우편 및 통신

33
34

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

금융

8

화학 및
화학제품

17

다른 수송기계

26

부동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8

기타 제조업
제품

27

기계 및
설비임대

산업

컴퓨터 및
관련활동
연구개발 및
다른 기업활동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다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과 남아공 국제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 및 자료의 작성
OECD(2015)는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전체를 34개로 나눈 국가간
거래표, 즉 ICIO(Inter-Country Input-Output)표를 작성하였다. OECD 표의 부
문분류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한국과 남아공의 산업연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아공의 무역이 양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보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과 남아공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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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과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은 하나의 부문
으로 통합(aggregation)한 거래표를 새로 작성하여 그 거래표에 기초하여 한
국과 남아공의 산업연관관계를 보기로 한다.16) 그리고 한국과 남아공간의
품목별 수출입표에는 해당 수출품 및 수입품이 중간재로 사용되는지 최종재
로 사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양국의 산업별 중간수요율을 이용하
여 양국의 산업별 수출액에 이 비율을 곱한 값만큼 중간재로 사용되고 수출
액 중 나머지는 최종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17)

표 7. 본 연구에서의 부문분류

부문
번호

산업

부문
번호

산업

부문
번호

산업

부문
번호

산업

1

농림
수산업

6

종이, 인쇄 및
출판

11

기초
금속제품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2

광산 및
채석업

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12
핵연료

조립
금속제품

17

다른 수송기계

3

음식료품

8

기계 및
설비제품

18

기타 제조업
제품

4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19

ROE((rest of
sectors) (OECD
분류 중19-34부문)

5

목재 및
목재제품

10

화학 및
화학제품

13

고무 및
14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5

전기기계 및
장치

자료: 저자 작성.

16) OECD 분류의 34개 산업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의 중간거
래표가 68×68 행렬이 된다. 그러므로 지면을 고려할 때 거래표의 크기가 너무 크므로 부득
이하게 산업부문을 19개로 통합하여 38×38 행렬의 거래표를 작성하였다.
17) 중간수요율=중간수요액/(중간수요액+최종수요액)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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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가. 한국과 남아공 산업 개관
한국과 남아공의 2011년 기준 총산출액을 보면 한국의 산업 총산출액은
약 2조 9,596억 달러에 달하였고, 남아공의 산업 총산출액은 약 7,901억 달
러로 나타나 한국의 산업 총산출액은 남아공 산업 총산출액의 약 3.7배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 총부가가치는 약 1조 459억 달러에 달하
였고 남아공의 산업 총부가가치는 약 3,725억 달러로 나타나 약 2.8배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약 0.41,
남아공의 경우 약 0.38을 보여 한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산
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산출액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가 기초금속제품 부문, 셋째가 화학 및 고무
제품 부문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경우는 도소매 부문의 산출액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가 공공행정 및 국방, 셋째가 금융, 넷째가 광
산 및 채석업의 순으로 되어 있다. 다음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기타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가 교육부문, 셋째가 부동
산업 부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경우는 다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가 공공행정 및 국방,
셋째가 광산 및 채석업 부문의 순서로 나타났다.18)

18) 산업별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은 한국의 경우는 기타부문으로 부가가치율이 1로
나타났고, 남아공의 경우는 기타부문의 부가가치율이 0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에서 기
타부문은 특정산업의 생산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생산물을 모두 모은 일종의 가설부문
(dummy sector)으로 이 부문의 부가가치율이 1이고 0라는 것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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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과 남아공 산업의 개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부문

한국
산출액

남아공

산업별
산출액 비중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산출액

산업별
산출액 비중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1

48606.350

0.016423

27436.380

0.564461

22630.040

0.028644

9499.2990 0.419765

2

3571.568

0.001207

2140.529

0.599325

58704.690

0.074305

35412.6000 0.603233

3

84139.550

0.028429

14222.600

0.169036

42656.780

0.053992

12133.1800 0.284437

4

50534.470

0.017075

13817.470

0.273427

13163.490

0.016662

2306.1390 0.175192

5

5722.844

0.001934

1375.080

0.240279

2590.457

0.003279

699.3866 0.269986

6

34606.750

0.011693

10774.040

0.311328

16432.990

0.020800

3928.0730 0.239036

7

151629.000

0.051233

9835.300

0.064864

28226.570

0.035727

6338.9640 0.224574

8

178468.900

0.060301

30368.270

0.170160

14020.040

0.017746

3397.1540 0.242307

9

55900.190

0.018888

14287.350

0.255587

5930.862

0.007507

1814.8000 0.305993

10

31158.180

0.010528

9255.312

0.297043

5983.562

0.007574

2013.4000 0.336488

11

253220.400

0.085558

39672.080

0.156670

18820.120

0.023821

3675.5980 0.195302

12

68448.680

0.023128

19476.040

0.284535

9432.777

0.011939

2529.4050 0.268151

13

124823.20

0.042175

30812.190

0.246847

9560.275

0.012101

2971.4460 0.310812

14

257661.900

0.087059

58533.280

0.227171

2688.232

0.003403

700.9214 0.260737

15

57395.240

0.019393

15042.230

0.262081

5724.983

0.007246

1151.7680 0.201183

16

162559.100

0.054926

33536.840

0.206305

12570.060

0.015910

3462.2740 0.275438

17

72050.240

0.024344

20612.250

0.286082

4319.038

0.005467

552.2950 0.127875

18

17706.910

0.005983

4497.268

0.253984

14850.270

0.018797

4087.3800 0.275239

19

74546.100

0.025188

22184.310

0.297592

21265.080

0.026916

11637.5500 0.547261

20

167497.800

0.056594

61893.700

0.369519

46088.920

0.058336

14274.4900 0.309716

21

170875.600

0.057736

93500.060

0.547182

86347.230

0.109293

51248.8800 0.593521

22

70287.810

0.023749

25184.320

0.358303

7236.435

0.009159

3570.4820 0.493403

23

111965.500

0.037831

41818.090

0.373491

48607.420

0.061524

26630.4200 0.547867

24

43241.530

0.014611

17245.450

0.398817

21650.640

0.027404

9518.2690 0.439630

25

126654.000

0.042794

76146.230

0.601214

58936.300

0.074598

34303.5600 0.582045

26

96000.560

0.032437

70164.350

0.730874

37215.700

0.047105

22063.5200 0.5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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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한국

산업
부문

산출액

산업별
산출액 비중

27

2146.0010

0.000725

28

28099.3600

29

남아공
산출액

산업별
산출액 비중

1241.0120 0.578291

2359.9920

0.002987

1023.1020 0.433519

0.009494

15183.5400 0.540352

818.7744

0.001036

409.5294 0.500174

85918.0200

0.029030

54680.1500 0.636422 41482.6700

0.052506

17959.2300 0.432933

30

92701.4800

0.031322

64348.2600 0.694145 76399.1300

0.096701

49102.4200 0.642709

31

79605.7500

0.026897

62188.5200 0.781206

4302.4520

0.005446

2216.2980 0.515124

32

82038.4800

0.027719

48104.6000 0.586366 12912.2900

0.016344

6068.1800 0.469954

33

69502.2400

0.023484

35964.9400 0.517464 36125.1400

0.045725

25773.9500 0.713463

34

334.3117

0.000113

계
2959618
(평균)

1.000000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334.3117 1.000000
1045876

0.408248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0

0

0

0

790053.4

1.000000

372474

0.377351

자료: OECD 국가간 투입산출표.

산업연관분석에서 어떤 산업의 생산기술은 투입계수에 반영된다고 보
기 때문에 수도권지역과 동남권지역의 지역산업 생산구조(기술) 의 차이
는 Chenery and Watanabe(1958), Santhanam and Patil(1972), Song(1977)이
생산구조의 국제간 비교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19)
 지역과  지역의  산업의 생산구조의 차이의 유무를 보기 위해서



   
  를 계산하여 
   


















  이면  지역과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동일한 생산구조(completely ident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의
미이고,   =2 이면  지역과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다른 생산구조(totally
19) Chenery and Watanabe(1958), Santhanam and Patil(1972), Song(1977)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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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산업부문별 생산기술 비교

산업

값

산업

값

산업

값

산업

값

산업

값

1

0.668131

8

0.597420

15

0.911903

22

0.800581

29

2.000000

2

1.265475

9

0.445066

16

1.038078

23

0.695436

30

2.000000

3

0.348621

10

0.709028

17

0.897277

24

0.783995

31

2.000000

4

0.495202

11

0.918198

18

0.480495

25

1.107943

32

0.787861

5

0.375948

12

0.498891

19

0.686299

26

0.912230

33

1.095520

6

0.594222

13

0.493968

20

0.682222

27

0.718578

34

2.000000

7

0.708521

14

1.612490

21

0.654693

28

0.891359

-

-

자료: 저자 작성.

different structure)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부문별로 사용하는 생
산기술을 비교한 표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어떤 산업의  값이 0으로 나오
면 이 산업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생산기술은 완전하게 동일하
다고(completely identical) 보고, 만약  값이 2가 나오면 이 산업의 생산기술
은 완전히 다르다고(completely different) 본다. 그러므로 산업별로  값을 구
하였을 때 산업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그 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기술의
동질성은 커지고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생산기술의 이질성은 커진다고 본
20) 산업이 생산을 위해서 1, 2, 3, 4 산업의 생산물을 투입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함. 여기서  지역의  산업은 1, 2 산업의 생산물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생산하고,  지역의
산업은 3, 4산업의 생산물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생산한다면,  지역 산업의 투입계수는









  이고,  지역 산업의 투입계수는    가 될 것이다. 이는 두 지역이 완전히




다른 생산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뜻함.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지역의  산업의 투입계수
벡터에서  지역의 산업의 투입계수벡터를 뺀 것의 절대치는  지역의  산업의 투입계수벡
터와  지역의 산업의 투입계수벡터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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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생산기술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하는 기준 값으로    로
잡아 비교하여 보면 전체 산업 34개 부문 가운데 생산기술의 동질성을 나타
내는  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난 부문의 수는 25개 부문이고, 생산기술의 이
질성을 나타내는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난 부문 수는 9개 부문이었다. 생산
기술의 동질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부문은  값이 0.348621로 나타난
음식료품 산업이고, 둘째로 높은 산업은  값이 0.375948로 나타난 목재 및
종이제품 산업부문으로 나타났고, 셋째로 높은 산업은  값이 0.445066으로
나타난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부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생산기술이 이질
적인 산업부문들 가운데에서 연구개발 및 다른 기업활동,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기타 부문은  값이 2가 나와 완전히 다른 생산기술을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광산 및 채석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산업의 생산기술이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양국이 이 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종류
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한국과 남아공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천 달러)

한국
한국의 남아공
남아공의
에 대한 수출의 중간재수입의
국내생산유발액 생산유발액

남아공
남아공의
한국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

남아공의
한국의
한국의 남아공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의한
수출의
수입에 의한
생산유발액
국내생산유발액 생산유발액

1

18703.11

0.061522

27.568020

85734.67

0.167585

95.79481

2

58572.48

0.016379

6.418068

763792.10

4.447202

1368.24900

3

24425.24

0.086366

43.157990

48892.17

0.059482

28.95993

4

45624.85

0.148629

72.910310

29182.76

0.047919

23.96084

5

12598.16

0.023417

9.088198

11241.00

0.030879

12.68126

6

58807.70

0.305591

130.627000

25192.58

0.143698

68.0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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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한국
한국의 남아공
남아공의
에 대한 수출의 중간재수입의
국내생산유발액 생산유발액

남아공
남아공의
한국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

남아공의
한국의
한국의 남아공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의한
수출의
수입에 의한
생산유발액
국내생산유발액 생산유발액

7

70205.030

1.019881

509.763900

27464.660

0.149902

63.691940

8

222804.400

1.815841

946.921900

63533.220

0.195272

71.430710

9

170402.600

0.581326

220.357700

13597.690

0.053924

23.833460

10

24205.140

0.115118

44.758260

9423.217

0.047565

22.798990

11

332983.700

1.104701

400.581800

439491.800

1.391242

979.610600

12

65342.430

0.553569

233.849600

32625.700

0.136343

64.586020

13

244843.800

0.947259

439.633300

34615.660

0.035248

14.994900

14

98741.120

0.699114

283.731700

3657.961

0.006442

3.415270

15

172428.300

0.263869

94.319850

12505.520

0.023060

11.760180

16

617451.200

3.492037

708.979500

5691.561

0.261511

217.062700

17

4546.754

0.020256

8.819593

2430.744

0.006530

3.249703

18

22872.590

0.106205

35.692880

214043.000

0.103898

61.684380

19

309292.400

2.289071

984.079400

653892.700

3.742389 1859.770000

계

2574851.000

13.650150

5201.259000

2477009.000

11.050090 4995.620000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남아공 수출 전체의 국내생산유발효과는 약 25억 7,485만 달러에
달하였다. 산업부문별로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부문
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6억 1,745만 달러에 달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금속제품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3억 3,298만 달러로 둘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산업부문(rest of sectors)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3억 929만 달러로 셋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수송기계 부문의 생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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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과가 약 455만 달러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경우 한국
에 대한 수출 전체의 국내생산유발효과는 약 24억 7,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의 국내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한국
이 약 1억 달러 정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남아공의 경우 수출의 산업부
분별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광산 및 채석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7억
6,379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가 약 6억 5,389만 달러로 둘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금속제품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약 4억 3,949만 달러로 셋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같이 다른 수송기계 부문의 생산유발액이 약 243만 달러로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로 인한 남아공 국내의 생산
유발에 따른 한국의 국내생산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약 520만 달러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공의 중간재 수입에 따른 한국 국내의 생산
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약 만 달러에 불과하여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로 인한 한국 국내 생산유발에서 발생하는
남아공 국내의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약 500만 달러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한국의 중간재 수입에 따른 남아공 국내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적으로 약 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중간재 수출입에
따른 국내생산유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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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과 남아공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21)
(단위: 천 달러)

부문

한국

1

10572.770

36028.7000

남아공

2

35107.790

461572.6000

3

4136.051

13915.0100

4

12495.030

5116.7940

5

3029.264

3038.3420

6

18349.230

6038.2380

7

4586.928

6182.1960

8

38073.840

15411.9000

9

43609.120

4168.1020

10

7203.291

3178.4920

11

52231.540

86025.0100

12

18658.900

8765.9570

13

60547.630

10763.6300

14

22495.720

954.6577

15

45215.050

2518.2660

16

127530.600

1627.5320

17

1303.272

311.2467

18

5818.359

58930.0800

19

164550.800

360454.7000

계

675515.100

1085001.0000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남아공 수출이 국내 산업에 창출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계는 약
6억 7,552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크기를 산
업부문별로 보면 나머지 산업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약 1억 6,455
21)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에 산업부문별 부가가치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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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둘째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으로 약 1억
2,753만 달러, 셋째가 기계 및 설비제품부문으로 약 6,055만 달러, 다른 수송
기계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작았다.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남아공 국내 산업에 유발한 부가가치 합계액은 약 10억 8,500만 달러로 한국
에 비하여 약 3억 달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광산 및
채석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약 4억 6,157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둘째가 나머지 산업부문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3억 6,045만 달
러, 셋째가 기초금속제품 부문으로 약 8,603만 달러, 다른 수송기계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작았다.

표 12. 한국의 산업부문별 남아공 수출의 생산유발액
(단위: 천 달러)

1

2

3

1

2408.2

225.00

3764.50

796.5 1264.0

2

7.5

55564

37.50

107.0

8.1

3

289.8

358.70 13394.00

896.6

4

20.6

105.60 32122.0

5

12.8

118.20

42.80

6

22.4

264.80

281.40

484.1

7

100.7 2884.80

465.40

1661.8

316.5

8

170.7 2814.20

793.66

3464.1

424.30

835.5

405.70

4

5

6

7

8

9

10

269.30

0

664.1

3622.6

35.4

196.50

0

127.7

315.8

36.1

191.2

437.80

0

1001.5

1175.5

49.7

48.3

611.40

0

421.1

2164.3

42.8

85.1 7991.9

244.90

0

116.0

191.3

38.5

96.3 47564.00

0

976.7

1381.1

116.9

1946.80

0

18187.0

10462.0

564.0

801.9

4027.00

0

104288.0

41369.0

521.5

128.2

1073.20

0

1409.9 100772.0

146.6

9

43.3

800.50

10

13.1

347.10

137.70

353.8

46.3

347.60

0

804.9

935.6

7124.3

11

79.7 3241.40

559.90

2674.7

373.9

1312.90

0

3536.4

4812.6

457.6

12

24.7 1082.30

284.10

771.9

167.0

499.74

0

1200.3

2370.1

185.9

13

27.2 1397.20

193.90

843.7

82.5

577.30

0

817.6

2813.2

126.3

14

31.8 2548.10

261.90

1453.9

76.0

644.80

0

843.5

1204.1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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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6

7

8

9

15

1
14.9

694.0

98.6

458.9

50.0

323.9

0

384.2

668.3

57.5

16

23.8

2362.3

189.9

1032.2

81.5

554.1

0

580.1

1078.9

125.5

17

19.5

1628.1

87.7

384.0

24.6

112.1

0

166.8

237.4

18.2

4.6

161.4

45.8

266.6

19.5

18
19
계

2

4

5

198.7

0

113.7

173.8

13.4

0

20315.0

24707.0

2211.0

3759.8 87574.0 24772.0 59884.0 13789.0 74237.0

0

12

3602.7 11192.0

13

14

15

16

17

857.6

165.0

660.5

3578.6 0.0560

155955.0 200457.0 11943.0

18

19

128.1

0

215.4

48.5

2

98.8

32.8

399.6

57.6

420.5

1104.0 0.0410

58.7

0

3

357.0

63.6

1010.1

207.1

771.0

4099.7 0.0680

121.3

0

4

165.9

57.7

950.9

185.6

672.4

7042.4 0.1040

608.0

0

5

127.8

53.5

711.0

67.5

538.6

1878.5 0.0730

379.8

0

6

301.2

109.9

1651.0

341.7

1945.2

7

3882.8

561.5

6488.3

1157.0

8

2213.3

9
10

3140.7 0.0780

130.2

0

4958.8 16238.0 0.4550

328.4

0

801.6 10674.0

3116.8 10370.0 36547.0 0.7280

830.6

0

460.0

261.9

7982.7

1606.3

6206.7 47863.0 0.3762

387.5

0

1201.1

125.5

2278.8

1465.1

2426.7

6460.5 0.1790

137.0

0

11 122410.0

6517.0 57865.0

3025.6 37324.0 87563.0 4.6330

1225.1

0

12

1209.5

12583 16070.0

1003.9

5150.7 22191.0 1.2820

545.8

0

13

948.7

343.5 206909.0

778.1

3993.0 24710.0 1.4650

281.0

0

14

644.9

136.5 10949.0 46580.0

8805.9 24094.0 0.7190

392.6

0

15

586.7

126.4 10144.0

1403.8

137326 19957.0 0.6550

132.9

0

16

471.8

170.6

6515.3

402.5

3067.1 600477.0 0.2890

321.5

0

17

139.0

22.9

360.9

71.6

279.7

955.4 15.1000

23.6

0

18

84.5

18.0

431.8

57.3

273.9 13725.0 0.0670

7283.6

0

19

17545.0

9071.5 33598.0 111400.0 2.7270

2039.6

0

계 153064.0 24874.0 386582.0 70764.0 258790.0 1033029.0 29.1000 15355.0

0

2839.8 4433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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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의 한국의 남아공 수출에서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를 보기로 하자. 남아공에 대한 수
출상품 중 가장 점유비율이 높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경우 국내 산업
에 대하여 약 10억 3,303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이 중 직접효과, 즉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억 48만 달러로 추계되
었고 간접효과, 즉 국내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약 4억
3,255만 달러에 달하였다. 둘째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인 기계 및 설비제품
산업부문은 남아공에 대한 수출이 국내 산업에 대하여 약 3억 8,658만 달러
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그 가운데 기계 및 설비제품 산업에 대한 직접효과의
크기는 약 2억 691만 달러, 국내 다른 산업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는 약 1
억 7,967만 달러로 나타났다. 셋째로 높은 점유비율을 나타낸 전기기계 및
장치 산업의 남아공 수출은 국내 산업에 약 2억 5,879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
하였고 직접효과의 크기는 약 1억 3,733만 달러, 간접효과의 크기는 약 1억
2,146만 달러로 나타났다. 넷째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인 고무 및 플라스틱제
품 산업의 남아공 수출은 국내에 약 2억 46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으며
이 중 직접효과의 크기는 약 1억 77만 달러이고 간접효과는 약 9,969만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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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의 산업부문별 남아공 수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22)
(단위: 천 달러)

1

2

3

4

5

6

7

8

9

10

직접 효과 2408.2 55564 13394 32122 7991.9

47564

0 104288 100772 7124.3

간접 효과 1351.6 32010 11378 27762 5797.1

26673

0 51667 99685 4818.7

생산유발
3759.8 87574 24772 59884 13789.0
효과총 계

74237

0 155955 200457 1194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직접 효과 122410 12583 206909 46580 137326

600477 15.1 7283.6

0

-

30654 12291 179673 24184 121464

432552 14.0 8071.4

0

-

생산유발
153064 24874 386582 70764 258790 1033029 29.1 15355.0
효과총 계

0

-

간접 효과

자료: 저자 작성.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남아공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로
하자. 2014년도에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들을 보면 광석, 철강, 귀
금속, 동(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광산 및 채석업 산업과 기초금속제품 산
업의 생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광산 및 채석업과 기초금속제
품 산업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상품들 가운데
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광산 및 채석업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남아공 국내에 약 9억 2,360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이 중 직접효과의
크기는 약 6억 899만 달러에 달하였고 남아공 국내의 다른 산업에 미친 간

22) [표 13]의 작성은 [표 12]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부
문번호 16)의 남아공 수출이 한국의 국내산업에 미친 총생산유발효과는 [표 12]에서 제16열
의 원소들의 합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제16열의 원소들 가운데에서 제16행의 원소는 한국
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남아공 수출이 한국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에 미치는
효과, 즉 직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내고 나머지 행들의 합은 총간접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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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남아공의 산업부문별 한국 수출의 생산유발액
(단위 : 천 달러)

1

1

65066.0

2

3

4

5

6

7

8

9

10

2419.4

5631.0

2055.2

39.2

376.8

0

782.9

23.0

0.792

2

1620.3 608986.0

621.9

542.1

7.5

215.0

0

2103.4

42.5

25.800

3

7492.7

3008.2 30667.0

329.9

5.3

76.9

0

1520.3

6.5

0.637

4

790.6

3484.7

136.6 18763.0

1.2

48.0

0

356.8

14.2

0.364

5

255.3

2979.3

242.3

208.1

29.7

0

443.0

2.4

0.860

71.9

6

961.3

6261.9

862.4

427.2

5.1

4818.3

0

1985.4

16.9

2.710

7

1677.4

8484.7

621.9

711.9

3.5

99.7

0

2823.6

92.2

1.700

8

3078.2 11020.0

404.1

291.5

4.4

108.7

0

42431.0

22.7

1.800

730.7

0.887

9

440.9

4754.0

452.5

249.5

2.7

28.8

0

968.4

10

440.8

3499.3

279.6

120.1

1.8

27.5

0

543.5

11

114.3

1484.6

39.5

38.2

0.9

6.4

0

80.9

3.5

0.250

12

986.2 10901.0

217.5

185.7

3.6

41.2

0

331.3

13.7

1.200

13

129.2

2908.0

24.5

15.3

0.2

3.6

0

33.3

0.6

0.171

14

28.9

352.5

14.1

10.2

0.1

3.8

0

24.2

0.4

0.063

15

102.6

1788.3

43.0

31.6

0.3

6.8

0

72.2

1.2

0.215

16

143.8

1276.1

43.9

28.1

0.4

6.2

0

65.4

1.1

0.196

17

56.9

427.2

29.0

21.2

0.2

4.5

0

49.2

0.8

0.119

18

214.3

3935.4

108.0

81.2

1.7

34.4

0

207.4

3.6

0.583

19

32738.0 245628.0 16684.0 12223.0

124.3

2611.6

0

28295.0

441.4

68.200

계

116338.0 923600.0 571233.0 36197.0

83118.0 1422.0 259.300

11

1
2

1996.1

12

9.2

13

177.5

125259.0 392.3 3936.6

4.7 152.800

410.5

8548.2

0

14

15

16

17

18

19

12.6

56.1

31.4

7.1

7050.3

0

216.7 1520.4

323.4

60.8 17921.0

0

3

2058.5

8.6

147.1

10.3

44.3

17.5

5.0

3493.2

0

4

1549.9

5.8

126.9

15.8

34.1

121.9

10.5

3721.9

0

5

1712.2

8.3

100.5

10.0

26.7

16.9

13.8

5119.9

0

6

4976.8

23.3

476.9

39.5

141.4

62.6

19.5

4111.5

0

7

8741.0

36.4

470.8

35.7

238.0

68.9

11.7

33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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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12

13

14

15

16

17

8

3952.7

11

18.4

236.6

13.3

93.0

37.5

12.8

1805.1

0

9

2143.2

9.0

330.5

35.0

158.4

74.6

14.4

3204.3

0

10

2352.8

10.3

207.3

28.8

63.3

44.8

7.3

1638.6

0

11

435142.0

83.6 1410.6

14.3

223.9

85.5

32.0

732.0

0

11610.0 1858.2 1121.9

39.1

700.8

146.7

83.5

4384.1

0

2.6

25.2

12.8

15.4

167.9

0

126.5

17.3

6.4

89.4

0

43.7 8905.4

16.9

11.9

292.5

0

18.1 3256.3

2.0

232.6

0

3.1 1286.9

158.0

0

21.4

8.9 188076.0

0

888.2 15434.0 1205.2 4778.3 1803.6

544.6 90774.0

0

계 824538.0 3422.0 55982.0 4156.0 17264.0 6163.0 2154.0 336319.0

0

12
13

752.7

3.8 30520.0

14

200.6

1.0

364.4 2418.0

15

745.9

4.3

438.5

16

560.7

2.8

51.1

3.0

17

354.6

1.6

26.9

2.1

8.3

18

20776.0

57.1

402.9

10.4

102.1

19

199651.0

18

19

자료: 저자 작성.

접효과의 크기는 약 3억 1,461만 달러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
출상품들 가운데에서 둘째로 높은 기초금속제품 산업을 보면 남아공의 한국
에 대한 수출은 남아공 국내에 약 8억 2454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이
중 직접효과의 크기는 약 4억 3,514만 달러이고 간접효과의 크기는 약 3억
8,940만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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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남아공의 산업부문별 한국 수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단위: 천 달러)

1

2

3

4

5

6

7

8

9

10

직접 효과 65066 608986 30667 18763

208.1 4818.3

0

42431

730.7 152.8

간접 효과 51272 314614 540566 17434

202.4 3729.9

0

40687

691.3 106.5

생산유발
116338 923600 571233 36197
효과 총 계

410.5 8548.2

0

83118 1422.0 259.3

15

17

11

12

13

14

16

18

19

직접 효과 435142 1858.2 30520

2418 8905.4 3256.3 1286.9 188076

0

간접 효과 389396 1563.8 25462

1738 8358.6 2906.7 867.1 148243

0

생산유발
824538 3422.0 55982
효과 총 계

4156 17264.0 6163.0 2154.0 336319

0

자료: 저자 작성.

Ⅴ. 결 론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실정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아공 수출
액(약 15억 달러)이 우리나라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이고,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액(약 16억 달러)이 우리나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0.3%이다. 그러나 수출상품의 내용과 수입상품의 내용을 보면 우
리나라 경제와 남아공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기계, 컴퓨터, 전기제품과 같은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에 남아공으로부터 광석, 철강, 귀금속,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광물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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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양국의 무역
이 양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
을 비교한 결과 전체 34개 산업부문 가운데에서 25개 산업부문이  값이 1
보다 작게 나와 두 나라의 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기술은 산업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아공 수출 약 15억 달러는 국내 산업연관관계에 따라 전체
적으로 국내 산업에 약 26억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남아공의 한
국 수출 약 16억 달러는 남아공 국내 산업연관관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25억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였다. 한국과 남아공 무역이 양국의 국내 산업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드백 효과의 크기도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공의 한국 수출은 남아공 국내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가져온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생산증가는 약 5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남아공
수출은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남아공으로부터
의 수입증가는 남아공 국내 산업의 생산을 약 5백만 달러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아공 수출이 국내 산업에 창출한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남아공
국내 산업에 유발한 총 부가가치 합계액은 약 10억 달러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이 대체로 동질적
이고, 둘째, 무역내용이 양국에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셋째, 양
국의 무역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비슷하고 부가가
치유발효과는 남아공이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양국의
무역확대는 양국에 상호이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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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한국과 남아공 거래표
(단위: 백만 달러)

중간수요
한국
부문

한
국

남
아
공

1

2

3

4

683.043

5

6

7

1

2031.546 1.559114 22429.97

820.4801 2.635659 1.307526

2

115.5393 111.5213 118.0721 116.0711 0.168463 118.7669 111.7263

3

4880.572 6.391257 11617.23 791.7241 1.769615

86.9874

20.73258

4

276.369

5

174.0536 3.244321 57.22365 36.56966 1153.441

16.36645 263.3405 5920.678 14.79027 322.9054 71.91434
114.031

23.66924

6

154.897

183.41

7

1003.12

8

1733.013 78.17942

1133.15
1732.505

3.601

332.278

29.332

9665.17

118.5931 633.2706 911.5677

53.0141

546.8859 6739.919

18.099

953.827

2743.884 293.3476 1522.753 4068.126

9

475.951

10

58.9356

702.25

44.708

531.879

277.342

11

333.2328 40.74868 463.4716

12

113.8182 29.04871 933.8047 520.1123

13

233.9396 49.78721 461.0635 718.5256 19.20341 189.5523 931.2477

14

231.9288 95.78069 650.4218

15

107.9228 17.90986 152.3441 299.4021 10.47412

16

172.1521 91.95906 430.9039

857.111

17

264.607

399.501

18

30.19219 3.495335 138.1645 286.4747 5.486905 88.33401 12.94916

19

4613.82

381.7949 12219.76 10648.36 817.6982 6302.762 17678.93

1

9.31742

0.006118 101.3106 3.126891 3.753374 0.008705

2

1.541664 0.038046 3.847444 6.485648

0.00275

0.245993 872.8193

3

0.517144 0.000543 1.209363 0.080497

0

0.007602 0.000482

4

0.039853 0.002029 0.033484 0.901803 0.001031 0.043025 0.007004

5

0.000234 4.00E-06 7.30E-05 4.40E-05 0.001551 0.000144 3.60E-05

6

0.113271 0.002287 0.686537 0.242818 0.021381

7

0.146765 0.016199 0.090145 0.121457 0.005872 0.069809 1.352207

4.073632 373.9218 162.7797 5.593909 80.85696 86.64159

86.413

195.6

1153.86

1254.78

60.42708 112.8122 439.8944
67.9367

91.74516 1067.762

9.331908 166.0985 367.3355
81.2487

162.5313

18.16374 151.3509 212.5217
0.452

0.526

6.69562

31.03

0

0.17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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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한국
부문

남
아
공

1

2

3

4

5

6

7

8

0.340636 0.013282 0.202881 0.527528 0.052738 0.286002 1.021877

9

0.001909 6.30E-05

0.00684

0.002815 0.000179 0.002021 0.001416

10

9.10E-05 3.00E-06 0.000612 0.000254 8.00E-06

0.00012

11

0.963405 0.105554 1.194751 3.441069

0.095892 0.917814

12

0.002477

13

0.021446 0.004085 0.038359 0.061432 0.001108 0.014883 0.112938

14

0.001301 0.000553 0.003583 0.007409 1.20E-05 0.000706

15

0.006211 0.000954 0.007261 0.016919 0.000499 0.004163 0.009623

16

0.142119 0.076414 0.328449 0.714864 0.013953 0.103761 0.147617

17

9.00E-06 2.00E-06 6.00E-06 1.30E-05

18

0.003037

19

1.877406 0.106654 13.01806

2.30818

27436.38 2140.529

13817.47 1375.081 10774.04

9835.3

48606.35 3571.568 84139.55 50534.47 5722.845 34606.75

151629

부가 가치
총투입

0.00058

0.00032

0.00781

0.000146

0.021727 0.011355 0.001569 0.001733 0.032394

0

0

0.00216

1.00E-06

0.014197 0.030594 0.000264 0.008894 0.000699
14222.6

0.512081 1.521871 1.450394

한국
부문

한
국

∙ 308

8

9

10

11

12

14

1

381.1576 1614.787 0.372527 1.212727

2

122.7319 116.8834

132.437

128.0254 121.1484 123.7519 139.5011

3

817.4907 25.84791

9.77265

14.60692

7.84846

4

408.5247 920.1684 99.18606

109.688

149.2654 206.7721 432.3452

5

59.53275 28.55053 107.2891 115.9584

6

831.64

294.411

80.257

0.688162 1.626381
15.26615 28.25046

173.032

213.4576 107.0651

246.047

322.309

665.882

7

28431.55 1322.743 1638.448 5742.424 892.4134 782.1381

793.217

8

56307.31 15053.13 1075.793 1832.306 1884.893 1550.792 7514.052

9

1615.133 5102.464

396.763

10

709.6218

4521.879 1685.146 137.5432 388.9915 6120.255

11

1736.695 321.6871 551.5603 116689.8 18444.96 14580.15 4815.103

158.725

266.043

0.46233

13

284.499

923.505

3268.19

679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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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한국
부문

한
국

9

10

11

12

13

14

12

884.7927 648.1341 479.4075 1407.412 8355.611 7497.391 3260.648

13

464.3466 987.1165 289.4643 1101.932 1158.054 19698.61 2447.071

14

428.4071 125.1871 54.82343 376.4908 166.7218 3920.819 75290.21

15

125.7597 79.02314 87.08566

610.432

16

225.3484 166.0849

229.0141 389.2597 2206.129 710.3261

17

남
아
공

8

0.279

0.197

251.293
0.601

6.534

264.5454 4603.973 5884.703
0.209

3.195

0.57

18

24.72999 14.25979 6.034092 9.613197 10.78934 53.55875 51.24728

19

20432.12 5694.988 6151.224

24617.7

1

1.748692 7.424029

0.000508

2

6.999952

3

0.080031 0.000478

4

0.016018 0.129406 0.013676

0.23894

0

16.00546 308.3915
0.00062

0
0.01501

6542.497 11916.54 28704.81
0
22.7498
0

0

0

17.26298 5.369456
0

0

0.021582 0.028451 0.056292

5

6.80E-05 3.50E-05 0.000145 0.000174 0.000242 0.000291 0.000139

6

0.613058 0.215784 0.196618

7

4.119118 0.061811 0.260473 1.048163 0.132623 0.115402 0.051804

8

11.4547

3.053156 0.208409 0.369013

0.020512 0.001608 0.001298 0.003872 0.013399

0.06677

0.188067 0.240931 0.490375
0.38394

0.28144

1.477671

9

0.00653

10

0.001153 0.000248 0.007942 0.003295 0.000224

11

4.112759 0.600055

12

0.020405 0.015211 0.011527 0.023329 0.210864 0.177927 0.076874

13

0.038035 0.096436 0.027016 0.116953 0.108125 2.002504 0.209705

0.02743
0.010666

448.9912 64.50025 48.89861 14.75704

14

0.00074

15

0.003595 0.003598 0.005086 0.039117 0.016053 0.297253 0.369846

16

0.116144 0.083925 0.219302 0.106055 0.124058 0.903726 0.058201

17

0

0.00015

1.63784

0.00065

0

0.000166 0.001773 0.000658 0.023264 0.522772

0

0

0

0

0

18

0.001114 0.001025 0.000427

0.00025

0.000465 0.004305 0.002954

19

4.468702

204.607

34.47936 27.36049 12.15542

2.08821

0.57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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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한국
부문

8

9

10

11

12

13

14

부가가치

30368.27 14287.35 9255.312 39672.08 19476.04 30812.19 58533.29

총투입

178468.9 55900.19 31158.18 253220.4 68448.68 124823.2 257661.9

부문

한
국

∙ 310

16

한국
17

남아공
18

19

1

2

1

0.392517 11.13154 0.280937 15.40516 5326.393 0.002235 0.001168

2

122.0277 138.8125

3

6.753194 295.3926 23.16556 112.4394 19457.68 0.965376 0.054933

4

100.0982 1010.622 272.3782 1246.983 3963.087 0.608561 0.625109

5

123.8007 130.4672 189.0508 715.6367 2053.156 0.004059 0.009697

6

400.648

7

365.0992 609.1918 399.8996 120.9933 33945.74 3.820797 4.195592

8

1597.112 1569.824 932.6959 760.2956 16758.75 19.39788 17.40515

92.14

122.677

45.767

141.496

1910.886 10623.15

0.30733

2.214907

494.5522 685.9303 282.0985 164.4348 12420.14 0.038175

0.09247

11

7206.627 8701.638 8667.287 916.8237 16096.37 0.160018 0.309882

12

1353.178 3658.266 4432.142 944.0685 15382.73 0.812303 2.860713

13

1007.988 4572.328 5372.535 396.7792 10834.29 2.318692 17.33333

14

2309.379 3590.858 1828.865 509.3573 12731.32 0.147586

15

8743.021 3807.097 2098.523 143.2587 8812.718 0.090033 0.769031

16

645.6964 51862.86 562.4739 416.9944
1.527

9291.665

632.676

9670.876 0.027289 0.112984

9

3.065

894.645

116.4559 1115.443 0.002481 0.005132

10

17

남
아
공

15

0.629

7924.933

10854.7
8255.884

4.607103 13.25036
0

0

18

23.61589 3315.621 213.2749 1276.687

19

6841.213 13624.95 4378.788 2041.558 301026.4 5.719539 7.973092

1

0

0.048479

2

8.376766

9.46408

3

0

0

4

0.01324

0

4388.29

1.19834

0.069043 23.96738

0.015844 0.065515
422.866

10.39091 0.771418 236.0305 144.0808
0

6.90E-05 1.988074 2139.726

0.047475 0.035246 0.149642 0.388534

187.502

3.469
718.309
59.496
1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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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
아
공

부문

15

16

5

0.00017

0.00015

6

한국
17

남아공
18

19

1

2

32.412

196.294

0.301197 0.068673 0.034624 0.102352 6.244108

8.3

35.217

7

0.045994 0.088415 0.058423 0.013232 4.621217

329.532

398.994

8

0.293581 0.198375 0.171414 0.110313 3.054073

933.314

854.425

0.029978

40.134

296.299

0.001042 0.000479 0.000228 0.021878

28.235

100.702

0.000261 0.000945 0.002704

9

0.007879 0.043426 0.003712

10

0.00086

11

23.71248 26.84059 29.51077 2.145607 44.78328 3.065188 41.32501

12

0.030389 0.075628 0.108273 0.019619 0.359553

220.695

775.447

13

0.070434 0.307061 0.541324 0.006153 0.887946

32.618

256.882

14

0.010743 0.013941 0.010823 0.000284 0.063946

0

9.339

15

0.576072 0.231585 0.136805 0.004132 0.540704

6.504

109.438

16

0.066065

52.0863

26.589

75.643

17

0

0

0.000225

0

0

0.137048 0.444563

0

186.392

18
19
부가가치
총투입

0.001901 0.366629

0.00251

0.038858 0.013996 7.291219
0.000312
0.02327

0

13.20804 17.80493 16.05072 1.379074 79.66964 5894.881 14271.31
15042.23 33536.84 20612.25 4497.268 690181.8

9499.3

35412.6

57395.24 162559.1 72050.24 17706.92 1301415 22630.04 58704.69
남아공

부문

한
국

3

4

5

6

7

8

9

1

0.018946 0.003721 0.001155 0.003476 0.000258 0.001136 0.000556

2

0.001306

0.00159

3

2.80679

0.009383 0.000789 0.030078 0.040656 0.186849 0.004495

4

0.049337 6.701137 0.010045 0.327633 0.021766 0.271905 0.255666

5

0.008438 0.002312 0.008648 0.003517 0.003339 0.006246 0.000765

6

1.843479 0.295409 0.073973 12.27228 0.192327 1.242499 0.145561

7

3.090138 3.061557 0.110549 1.930143 14.36278 7.507209 5.976066

8

1.15762

0.000178 0.002536 0.024956 0.002663 0.000611

1.900043 0.455904 5.654508 3.237648 17.90668 3.17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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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아공
부문

한
국

남
아
공

∙ 312

3

4

5

6

7

8

9

9

3.734566 0.983579 0.177541 0.305508 0.386134 2.072257 1.637682

10

0.105644 0.007161 0.005444 0.010808 0.008998 0.075274 0.005132

11

0.019252

0.03322

12

0.01353

0.129716 0.084957 0.150901 0.265628 0.053039 0.255179

13

0.021516 0.018104 0.015732 0.022392 0.015466 0.033485 0.014785

14

0.021522 0.061469 0.003701 0.617188

15

0.011183 0.024463 0.001415 0.021291 0.009553 0.035438 0.008642

16

1.22798

17

0

0.008625 0.047249 0.052419 0.124004 0.043609

0.05237

0.108997 0.023211

0.291752 0.172695 0.423657 0.365218 0.527943 0.232435
0

0

0

0

0

6.20E-05

18

0.005036 0.010376 0.002428 0.018714 0.005481 0.014005 0.003874

19

1.860922 3.717791 0.172897 3.088679 1.309856 4.906768

1.23419

1

7480.293 1329.982

457.946

144.406

2

153.487

91.3289

42.86312 474.3576 7038.049 270.4049 72.02877

3

6086.88

5.846

0.159

41.278

62.212

348.315

0

4

14.361

2271.809

2.554

96.727

1.285

61.655

82.088

5

238.079

22.159

251.322

65.157

66.099

104.962

5.807

6

535.168

82.295

21.148

3304.8

44.355

351.981

41.052

7

352.843

330.668

9.661

173.21

1314.821

736.677

656.915

8

50.902

78.524

20.576

240.229

113.325

801.236

139.19

9

465.319

117.605

21.784

35.311

38.221

251.958

198.231

10

148.19

0.096

6.956

4.235

5.536

83.617

2.174

11

0

12

1.967

33.209

23.01

37.101

57.982

10.254

68.208

13

0

0.001

0.158

0.003

0.014

0

0.036

14

0

0

0

5.448

0.241

0.027

0

15

0

0.376

0

0.003

0.068

0

0

16

6.944

1.502

0.947

2.141

1.594

2.786

1.219

1165.908

16.816

63.409

6.255105 6.169883 0.051359 5.389335 5.146084 17.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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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아공

남
아
공

부문

3

4

5

6

7

8

9

17

0

0

0

0

0

0

0.285

18

9.406

4.613

9.169

54.327

9.461

8.816

3.834

19

부가가치
총투입

12178.64 4882.529

794.933

5044.284 5846.762 5300.507 1924.699

12133.18 2306.139 699.3866 3928.073 6338.964 3397.154

1814.8

42656.78 13163.49 2590.457 16432.99 28226.57 14020.04 5930.862
남아공

부문

한
국

10

11

12

14

15

7.20E-05 0.000102

2

0.00402

0.017348 0.005122 0.003178 0.001123 0.002815 0.004115

3

0.001203

0.00926

4

0.005244 0.021947 0.013009 0.047241 0.032007 0.018931 1.185128

5

0.000995 0.001156 0.001115 0.001237 0.000526 0.000656 0.002741

6

0.149062 0.028459 0.043281 0.116312 0.040879 0.061619 0.236732

7

0.251747 2.225423 1.091181

8

0.890061 0.830944 0.880875 0.544143 0.059714 0.558037 1.698825

9

0.134483 0.050482

10

0.303945 0.010395 0.007633

11

0.008652 0.176014 0.296405 0.311156 0.023364

12

0.041411 1.456193

13

0.005829 0.149055 0.617011 8.954117 0.078896 0.809961 4.007872

14

0.00601

15

0.002319 0.016262 0.065947 0.923799

16

0.273026 0.212473 0.757632 1.431583 0.123866 0.996916 80.33993
0

0.000306 0.000128 0.000192

16

1

17

0.0001

13

0.00052

0.004282 0.007251 0.002043 0.003549 0.009337

0.06256

2.16073

0.54429

0.148954 0.879967

0.575201 0.254802 0.703936 2.050844
0.01918
1.15548

0.016037 0.011372 0.100557
0.13244

0

0.380756

0.097609 1.622186 2.121602

0.064425 0.125971 11.40557 10.20664 8.568099

6.70E-05 5.50E-05

1.13731

0.34097
0

6.38471

0.677779 0.444746
0

0

18

0.001414 0.185826 0.056238

0.02803

19

0.31708

3.043386 1.471579 1.766364 5.305017

0.954602

0.68357

0.005712 0.013542 0.0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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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아공
부문

10

11

12

13

14

15

16

1

7.102

0.948

6.537

15.572

2.274

11.225

14.483

2
3

남
아
공

936.4373 4977.489 1723.011 899.7908 188.1656 753.0995 840.9958
0

0

0

1.982

0

0.063

0

0.765

11.896

9.362

3.766

360.753

5

21.067

10.014

15.55

10.77

6.212

3.424

36.087

6

35.924

6.528

10.147

30.291

10.771

15.393

61.556

7

19.39

200.901

98.089

53.518

15.275

85.049

108.482

8

33.827

28.746

31.807

19.929

1.62

20.534

64.618

9

13.911

4.971

6.295

64.287

28.814

75.462

228.876

10

364.303

6.482

4.558

14.614

17.815

8.334

97.506

11

2.315681 206.3118 409.7921 409.9202 10.48237 116.0685 286.1783

12

9.165

318.669

483.833

258.42

13

0

1.138

6.428

111.521

14

0

0.177

0.802

104.4

15

0

0.44

6.954

119.54

16

1.275

0.659

3.073

17

0

0.248

2.656

701.249

19
부가가치
총투입

384.517

448.846

0.647

8.935

37.169

95.691

75.759

57.499

44.248

86.046

43.512

4.943

0.453

4.301

407.645

0.208

0

0

0

0

205.023

57.48

23.865

9.547

1437.187 3846.772 2230.942 2514.266
2013.4

23.302

1.278
759.819

1518.839 3609.722

3675.598 2529.405 2971.446 700.9214 1151.768 3462.274

5983.562 18820.12 9432.777 9560.275 2688.232 5724.983 12570.06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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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18

한
국

0

부문

17

18

19

최종수요
(최종재수출)

1

0.000104

0.001252

0.005851

2224.777

2

0.00051

0.004917

0.036603

53796.39

3

0.002656

0.09651

1.39927

11106.21

4

0.074518

0.741143

3.684862

28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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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아공

남
아
공

부문

17

18

19

최종수요
(최종재수출)

5

0.001724

0.01503

0.039786

6370.588

6

0.068628

0.483648

28.05216

34130.68

7

0.06525

1.140117

44.03457

0

8

0.607976

1.089105

48.5149

69999.35

9

0.304596

1.770812

17.68332

90659.65

10

0.007926

0.051768

3.41096

6058.98

11

0.09688

0.09183

1.761487

65147.61

12

1.016506

1.01535

15.06987

10930.44

13

3.884639

0.099635

29.49319

172592.1

14

2.01468

0.188862

36.73617

32753.61

15

0.262987

0.050818

8.725443

115596.9

16

0.729133

0.529356

153.9023

406242

17

0.233221

0

0.136701

13.1185

18

0.00717

0.515736

0.545294

6739.813

19

1.049055

2.415527

38.10461

0

1

0

360.356

407.93

62283.81

2

72.53465

1131.686

4668.606

592724.3

3

0

136.845

2831.454

25649.53

4

22.027

210.437

1127.971

15469.33

5

36.067

342.439

738.882

187.5005

6

17.885

121.692

8458.029

3799.86

7

3.101

108.89

4891.178

0

8

24.243

40.853

2147.294

39746.43

9

34.073

191.238

2175.719

703.1617

10

5.754

53.25

4309.368

142.8071

11

87.94735

27.74246

670.0971

429390.4

12

241.628

239.232

3634.389

174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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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남아공
부문

17

18

19

최종수요
(최종재수출)

13

48.421

0.167

380.839

30133.26

14

18.123

0.702

360.928

2330.409

15

33.613

2.707

1157.515

8754.643

16

2.689

2.129

883.452

3146.955

17

986.222

0

672.334

992.333

18

5.838

2149.084

2177.272

160244.1

19

965.626

3655.633

159341.8

0

부가가치

552.295

4087.38

275799.9

총투입

4319.038

14850.27

501749.2

자료: OECD 국가간 투입산출표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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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한국과 남아공의 산업부문별 수출액
(단위: 천 달러)

한국

남아공

수출액

최종재
수출액

중간재
수출액

수출액

최종재
수출액

중간재
수출액

1

2572

2224.777

347.2229

66815

62283.81

4531.187

2

66717

53796.39

12920.61

607305

592724.3

14580.72

3

11928

11106.21

821.793

29549

25649.53

3899.47

4

34141

28254.37

5886.627

19796

15469.33

4326.672

5

7007

6370.588

636.4124

307

187.5005

119.4995

6

39389

34130.68

5258.324

4684

3799.86

884.1399

7

0

0

0

0

0

0

8

87307

69999.35

17307.65

56186

39746.43

16439.57

9

114635

90659.65

23975.35

824

703.1617

120.8383

10

7345

6058.98

1286.02

160

142.8071

17.19289

11

77697

65147.61

12549.4

573037

429390.4

143646.6

12

12159

10930.44

1228.557

2026

1747.927

278.073

13

217350

172592.1

44757.91

36354

30133.26

6220.739

14

35527

32753.61

2773.39

4069

2330.409

1738.592

15

139028

115596.9

23431.06

15594

8754.643

6839.357

16

614650

406242

208408.1

3534

3146.955

387.0449

17

20

13.1185

6.881502

1391

992.333

398.667

18

8236

6739.813

1496.187

202271

160244.1

42026.89

19

0

0

0

0

0

0

계

1475708

1112617

363091.4

1623902

1377447

246455.3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DB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317 ∙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차례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의 유형별 분석
Ⅲ. 루마니아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Ⅳ. 체제전환에 따른 시사점과 향후 과제

Ⅰ. 서 론
1980년대 말에 나타난 소련의 개방과 독일통일 과정의 영향으로 사회주
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동유럽 각국에도 체제전환에 대한 거대한 파고가
밀어닥쳤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목적과 방법
으로 체제전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래 전망을 위한 연구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련의 변화와 독일통일과정 등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에 비해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포괄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고 개별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심층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과 국가간 관계는 물론 연구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동유럽 각국은 개별적인 역

31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사적·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구소련의 간
섭을 받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포괄적 특성을 제외하면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중 루마니아는 동유럽 국가 중 유일한 라틴계 민족으로
서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프랑스와 이태리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국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특성과 달리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동
안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독재국가로서의 성격을 보이면서 국가붕괴 역시 폭
력수반 민중혁명으로 체제전환을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동유럽의
다른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체제저항 세력 또는 민
주화 세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전환대체 정치세력의 존재로 잠정적이고
유연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 폭정의 결과
로 민중혁명과 차우세스쿠 처형이라는 폭력적인 결과를 동반하였지만, 구
사회주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우파세력의 존재가 미약하여 체제전환에
있어서 오랜 혼란을 겪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변
화와 이러한 체제변화의 과정을 헌정사의 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루마니아 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동유럽 국가 중 북한 체제와 가장 유사한 통치형태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국
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루마니아의 헌정체제
의 변화의 주요 내용과 체제전환 이후 헌정질서가 루마니아 체제변화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20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Ⅱ. 체제전환국의 유형별 분석
1. 서론
1980년대 말에 나타난 현실사회주의의 내재적 모순과 다양한 세력들의
반발 등으로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붕괴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각국은
물론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일반
적인 체제전환의 방향은 기존의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으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로의 개혁으로 이
루어졌다. 하지만 체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변화의 과정은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주변국의 영향은 물론 개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체계의 완고성 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의 과정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는 적용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지
만,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그 적용의 방향을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즉 중국과 베트남 같이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분야
만 시장경제질서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유형과 북한이나 쿠바와 같이 정
치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구 사회주의적 정치구조를 완고하게 유지하면서 미
세한 경제질서의 변화만을 받아들이는 유형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 같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
를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전환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이나 베
트남의 경우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국’으로, 북한과 쿠바의 경우를
‘체제전환 지연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경배 2006, p.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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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제전환국가의 유형별 분석2)

유형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전환국

대상국가

소련형

러시아 및 소연방 국가

중부유럽형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유럽형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국

중국, 베트남

체제전환 지연국

쿠바, 북한

자료 : 민경배 2006, p. 237에서 인용

2.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전환국
가. 유형 및 분류기준
일반적으로 동유럽 각국은 구시대의 체제적 모순을 극복하고, 체제가 자
유와 민주주의 및 경제적 복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헌법에 의해 국가권력
이 제한받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기본법인 헌법을 전면적으
로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여 헌법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법률체계를 개편하였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사기업의 활동을 규
율하는 회사법, 회계법, 외국인투자법, 파산법, 반독점법, 증권법, 세법, 노동법
등이 제정되거나 정비되었으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영화 전담 정부기

1)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경제체제만 변화하는 경우와 북한이나 쿠바와 같이 부분적
경제체제변화 국가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2) 이 글에서는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에 관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체
제 전환국’에 관한 사항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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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설립하였다(법무부 1996, p. 52). 형법 역시 공유제(국가소유와 집단소유)
의 개념을 탈피하고 개인의 이윤추구가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즉
재산범죄와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범화하였으며, 시장의 형성에 따
른 가격 등과 관련된 범죄를 유형화하였으며, 파산·신용사기·조세범죄·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적 전환
과 함께 동유럽 각국은 EU 가입과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즉 일반적 개별국가의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EU의 통합적
기준에 맞춘 법정책적 전환을 요청받게 되었다(민경배 2006, pp. 238~239).
이러한 공통적인 변화와 달리 개별국가에서는 역사적 배경, 체제전환의
방법, 지리적 조건 등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로 지배세력 내
부분열에 따라 체제전환이 야기된 소련형(러시아+연방소속 국가 등)으로 사
회주의 체제이전에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던 유형, 둘째로 민중봉기가 체
제전환의 시발점이 된 동부유럽형(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유고 등)
으로 낙후된 경제와 대안세력의 부재로 체제전환 이후에도 구 지배세력이
통치하고 체제전환의 속도가 저조한 유형, 셋째로 기존의 지배세력과 제3세
력 간의 협상과 타협에 따라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중부유럽형(폴란드, 헝가
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으로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타협—다당제 의회주의,
권력분립, 자유선거 등—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세력이 권력을 분배함으로
서 이루어진 유형 등이 있다.

나. 소련형: 러시아
체제전환의 1단계는 필연적으로 헌법제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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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정치적 제세력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972년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헌
법의 규범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격렬한 정치투쟁의 결과 1993년 12월 25일에 국민투표를 거쳐 러시아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형식적이지만 민주적 입헌주의 헌법체제를 갖추게 되
었다(민경배 2006, p. 241). 즉 러시아 헌법은 정치적 관점에 있어서는 법치
주의에 바탕한 민주질서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정치질서는 원력의 제한과
통제라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그 기반으로 채택하였고, 경제적 관점에 있어
서는 사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상업과 기업의 활동
보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
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 제정 이후 민법 제1편 총칙(1995년)과 제2편 재산권편(1996년)이 시
행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기업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기초를 마
련하였으며, 그 외에 토지 및 사유화에 관한 법령, 기업 및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은행 및 조세 관련 법령, 독점규제와 소비자보
호 관련 법령, 노동 관계 법령 등이 보완·개선되었다. 형법은 1992년 시작된
형사법 개혁작업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 7월 1일 신형
법전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형법전이 완결되었다(민경
배 2006, pp. 241~242).
러시아의 이러한 형식적 입법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
질서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정착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러시아는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일정
하게 가미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과도기적 체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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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동부유럽형: 루마니아
민중봉기에 의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동부유럽형은 권력의 집중화로 정
치적 대안세력이 제한되었으며, 지배층과 인민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
을 보여주었다. 루마니아의 경우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낙
후된 현실로 민중혁명 이후에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났지만 여
전히 지배계층은 구 사회주의 지배계층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체제전환 이후 일시적 현상에 머물게 되며, 시장
경제에 빠르게 정착한 대체세력이 급속하게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적 관점에서의 체제전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2004년 NATO 가입과 2007년 EU 가입 등을 통하여 법정책적인 변화를
외부와 협력하여 진행하면서 빠르게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였다. 이러한 정
책적 변화를 위하여 1990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고문의 금지를 신설하고 사
형을 폐지하였으며,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형법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헌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였
다. 급진적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확립의 전제조건인 정치제도와 법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되
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NATO와 EU 가입을
위한 헌법상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은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매우 의미있는 시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계획경제체제가 강
력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 기득권으로 인해 체제전환의 동력 역시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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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체제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외부의 추동력이라고 할 것이다(민경배 2006, pp. 245).

라. 중부유럽형: 헝가리
기존의 지배엘리트와 제3(시민)세력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체제전환
이 진행된 중부유럽형의 체제전환국들은 소련의 강압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
가 수용되었지만 이미 서구적 정치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당 엘리트의
정치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사회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체제불안
정 요소가 상존했다. 다른 유형의 체제전환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원적 정치
문화의 영향이 강하여 1970년대부터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시민사회가 조직화
되어 있었다. 이에 당과 시민세력 간에 협상을 통해 힘의 재분배가 이루어지
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체제전환이 완성되었다(민경배 2006, p. 245).
헝가리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보다는 시기적으로 경제분야의 개혁을 우선
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의 성과가 1988년 이후 나타난 정치개혁
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미 ‘신
경제메카니즘(NEM)’정책(1968)으로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정치적 한계로 인하여 실패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
었다. 즉 이러한 경제적 체제전환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늘어나는 국가
부채, 산업의 구조문제 및 위기의 여러 문제점의 등장으로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된다(법무부
1996, p. 210). 따라서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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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제세력이 체제전환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88년 5
월 당 주도로 정치개혁조치를 단행하여 1989년 1월 복수정당제의 합법화, 2
월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의 폐지를 결정하면서 체제전환의 법적, 제도적 토
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민경배 2006, p.
246). 헌법, 정치관계법, 경제법, 형사법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제전환으로 법치국가이념과 시장경제의 도입이 헌법에 보장되었고, 아울
러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적 소유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의 정비가 추진되었다(민경배 2006, p. 246).
이러한 환경적 특징으로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달리 체제의 연속
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정착하였다. 즉
사회통합과 체제개혁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체제전환의 과정에서도 안정적
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헌법 역시 제정의 방법이 아니라 구헌법의 개정
이라는 방식으로 과거의 체제와 단절하는 것이 아닌 체제의 연속성 유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기본원칙 변화를 구성원의 합
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개정(1990)은 물론 의회의 수상불신
임제와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도입이 이루어졌다.
안정적인 체제전환의 기반 위에 헝가리는 20여 차례의 헌법개정의 과정
역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입법적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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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의 보장, 대통령의 긴급권에 관한 사항, 헌법개
정의 요건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었다. 헌법에 기반한 법률의
제정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정치분야에 있어서 결
사법(1989년)의 제정으로 정당설립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집회법
과 선거법의 제정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가능한 정치체제의 개혁
이 이루어졌다. 경제분야는 ‘경제조직과 경제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법
률’(1989년)이 제정되어 개인의 사적 소유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사
유화를 위한 기업의 조직변경의 법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
어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어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률적 기반 역시 빠
르게 구축되었다.
헝가리는 이미 민법전의 개정(1959년)을 통해 계약자유에 기반한 개인적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원칙을 위반한
경우와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경제형법의 영역 역시
법률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형법
에 반영하여 개정(1994년)하는 등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초
기의 정국불안과 문화적 이해의 부족은 여전한 체제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
였다. 즉 동유럽 국가 중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시장경제적 질서체제를 유
지하고 있던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기의 체제전환을 위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
러한 혼란은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헝가리 국내
법제의 EU 법으로의 통합이 기본적 의무가 됨에 따라 헝가리는 법제 체제전
환의 완성에 다가섰다(민경배 2006,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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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전환의 의미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주요 요인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체제
자체의 속성에 따라 일반적인 보편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내적
요인으로는 경제침체로 인한 권력의 정당성 약화, 권력엘리트 내부의 균열,
사회 내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사회적 균열 등이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자본
주의체제와의 경쟁에서 낙오와 국제적 고립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
화와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소련, 동유럽과 같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체제 자체가 붕괴되어 전환된 경우로서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둘째의 경우는 중국, 베트남과 같이 체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혁의 형태로 변화하는 체제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의 경우는 북한이
나 쿠바와 같이 개혁과 개방을 외면하고 체제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변화는 필수적으로 주도세력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주도
세력의 여부에 따라 위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엘리트가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나타난 경우인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적 틀은 굳건히 유지하면서 경제분야의 폭 넓은 개혁개방과 사회 내 통
제완화의 수법으로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즉 체제내적인 변화는 자본주의
의 폭 넓은 도입을 통한 체제전환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혁명에 의한 체제전환의 요구가 더욱
거세게 나타날 것이다. 국민 스스로 대안을 찾는 개혁은 새로운 체제의 창출
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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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루마니아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1. 사회주의 체제와 그 몰락
가. 서론
루마니아는 1950년대 말부터 자주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64년 선언을 통
하여 자주적 공산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는 동유럽지역의 유일한 라틴
계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국력배양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유용한 정책적 전환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게오르규 데지에 이어 1965년에 집권한
차우세스쿠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에 철저한 주민통제,
개인 우상화, 족벌정치 등의 요소까지 첨가하여 루마니아식 스탈린주의 체
제를 완성하였다(임원혁 1998, p. 9).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주노선을 견지
하여 1968년의 ‘프라하의 봄’ 시위 진압에 루마니아 군 투입을 반대하였으
며, 소련의 체고슬로바키아 침공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는 루마니아
의 자주성을 과시하고, 소련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럽 등
서구로부터 ‘공산진영의 이단아’로 평가되면서 상대적인 우호관계를 형성하
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임원혁 1998, p. 10).3)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중공업 분야에 대한 무모한 투자와 무리한 외채상환
정책의 추진 및 국민에 대한 철권통치로 인하여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중공
업분야에 대한 무모한 투자는 집권기간에 전체 제조업 분야 투자액 중 중공
업 분야가 85~90%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전체 생산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3) 대표적인 것이 소련이 보이콧한 1984년 LA올림픽에 참가하여 ‘용감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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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1979년에 59%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비효율과 경제적 불균형을 초
래하였다(임원혁 1998, p. 12).

표 2. 루마니아의 산업분야별 투자 비중(1961~85)
(단위: %)

제조업
중공업
경공업

1961~65
46.5
41.5
5.0

1966~70
50.0
42.4
7.6

1971~75
50.5
42.1
8.4

1976~80
49.2
42.1
7.1

1981~85
49.0
42.9
6.1

자료: Per Ronnas, “The Economic Legacy of Ceausescu,” p. 49(임원혁. 11면 표1 일부재인용).

대규모 중공업 투자는 통제를 위한 적은 기업 수와 대기업 고용편중현상
으로 나타났다. 1990년을 기준으로 2,000명 이상 고용기업이 고용의 2/3를
차지하였으며, 200명 미만은 전체고용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았
다(임원혁 1998, p. 12).4) 이러한 중공업 투자는 초기에는 10%에 가까운 경
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비교우위와 투자효율을 무시한 투자는 성장률 둔화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
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중공업에 더 많은 투자를 지속하였다.
투자재원이 중공업분야로 낭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석유파동과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외채의 원리금 전액 상환정책을
결정하고 강력한 수입억제와 왜곡된 수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70
년대 후반 약 10억 달러 적자국이던 루마니아는 80년대 후반에는 20억 달러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루마니아는 1981~89년 사이에 60억 달러의 이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Profile 1995-96: Romania,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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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한 총 160억 달러의 외채를 완전 상환하였다(임원혁 1998, pp.
14~15).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즉 중공업 수출
정책과 극도의 소비억제정책은 중화학분야의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을 증
가시켰으며, 늘어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의 에너지 소비억제정책 등
을 수행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였다. 외채상환을 위한
계속된 식량수출은 농업의 부진과 맞물려 식량난을 초래하였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농업의 집단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을 통한 ‘거주의 집단화’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통치에 있어서는 철권통치를 지속하면
서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하고 탄압하는 강력한 억압정치를 실시하였다. 대
표적인 것이 7만 5천 명의 경호부대를 포함한 18만 명으로 구성된 친위보안
대(Securitate)는 국경경비에서 비밀경찰 역할까지 광범위한 임부를 수행하
며 차우세스쿠 정권의 보루 구실을 하였다(임원혁 1998, p. 19).5)
1980년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으로 탈냉전의 시
대가 도래하고 1989년 폴란드 민주선거(자유노조와 공산당과의 협상), 헝가
리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루마니아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대안세력의 부재라는 한계로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굴복과 불가리아의 궁정쿠데타 등으로 주변
국의 체제변화가 가속되는 시점인 12월 17일 티미쇼아라(Timisoara) 소요사
태가 발생하고, 차우세스쿠는 친위보안대를 통하여 시위대에 발포하여 2천
여 명의 시민을 학살하는 방식으로 강경진압하였다. 이러한 강경진압조치에

5) “Vicious Keepers of the Faith,” Time, January 8, 1990,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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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차우세스쿠는 수도인 부쿠레쉬티에서의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하여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이 군중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면서 시민혁명으
로 확대되었다. 이 와중에 국방장관(Vasile Milea)의 자살과 친위보안대를 제
외한 정규군의 시민편으로의 변화 등을 거치면서 내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와중에 차우세스쿠 부부의 체포와 처형으로 시민혁명이 일단락되었다(임원
혁 1998, pp. 20~23).

나. 루마니아 헌정의 역사
루마니아 헌정사의 시대구분은 근대 이후 터키제국으로부터의 독립과정
에 있어서 형성되기 시작한 입헌군주제 헌법시대와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제
정된 1948년 사회주의 헌법시대 그리고 1989년 12월 혁명 이후 제정된 1991
년 헌법시대로 크게 3분할 수 있다(강현철 2002, p. 97).
루마니아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역사적으로 쿠자법(Statutul lui Cuza)으
로 알려진 1858년 파리회담승계법(Statutul dezvoltător al Convenţiei din 7/19
august 1858)과 선거의회(Adunarea Electivă)에 의한 선거법 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Ioan Muraru, p. 105)6). 이 쿠자법은 이후의 루마니아
국가개혁의 주요한 입법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루마니아 헌법(Constituţia
României) 제정7)의 주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 헌법은 루마니아인의 권리(제
2장), 국가권력(제3장), 재정(제4장), 군대(제5장) 등을 규율함으로써 루마니
아가 명실상부한 단일불가분의 독립국가임(제1조)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
6) 이 두 법률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지만, 국가권력구조의 내용과 조직을 규정하고 있으
며, 국가구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7) 1866년 6월 2일 벨기에 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 제8장 제114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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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국민주권의 표명’, ‘권력분립’,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국민대
표성의 원칙’ 등도 함께 표명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주권국가임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
은 여전히 ‘세습군주 혹은 외국군주에게 속한다’8)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
회(양원제)9)와 사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삼권분립 헌법의 근
대적 입법유형을 갖추고 있다. 이 헌법은 약 반세기 동안 유지되면서 루마니
아의 완전독립기(1887년), 제1차 대전 이후의 완전통일기(1919년)를 거치면
서 루마니아 헌법의 기초를 이루게 되며, 이후 헌법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사회주의 헌법 시대에는 1948년 4월 13일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는 사회주
의 헌법11)의 제정이 이루어졌다12).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인민공화국(Republica
Populară Română: 제1장) 및 인민주권의 표명(제3조) 둘째, 사회주의 경제구
조의 확립(제2장) 셋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원칙의 확립(제3장), 특히 여성의 평등 강조(제21조 제2항) 넷째, 유일최
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인민의회(Marea Adunare Naţională)13)의 구성(제4
장) 등이다. 이 헌법은 국유화․집단화․화폐개혁 등의 영향으로 1952년 9월 24
일 개정되면서 국가기구와 관련하여 중앙집권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복수정
8)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카롤(Carol) 1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9) 군주에 의하여 임명되는 상원(Senat)과 선거대표(Adunarea Deputaţilor)의 양원제이다.
10) 이후, 이 헌법은 1866년, 1879년, 1917년, 1918년에 부분적인 개정을 하게 되지만, 1923년까
지 유지된다.
11) 제10장 105개조로 구성
12) 1944년부터 1948년까지는 헌법적 법률(비상입법)이 헌법의 역할을 대체하였으며, 1923년
헌법은 이 시기에 폐기되었다.
13) 대인민의회의 주요권한은 대통령선거권, 행정부구성권, 헌법개정권, 예산심의․결정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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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의 폐지(제80조)와 공산당 일당독재의 확립을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규
정을 두었다. 이 기간(1952~65)은 국가소유의 확대와 집단화, 사적 소유의
폐지 및 정치적․사회적으로 단일정당인 공산당의 유일권력에 의한 통치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1965년 헌법개정은 1952년 헌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소
연방에 관한 루마니아의 독립과 자주성의 강조(제1조) 등 1960년대 민족공
산주의 노선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방과 개혁의 영향으로 인해 진행되기 시작한 동
유럽의 탈공산주의화는 강력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루마니아에도 이
루어지게 되었다. 1989년 12월의 민중혁명에 의하여 국가최고기관으로서 구
국전선위원회(Consiliul Frontului Salvării Naţionale)가 구성14)되어 단일정당
에 의한 국가통치의 폐지, 민주주의제도와 복수정당제의 확립, 자유선거와
권력분립 및 시민의 법적 평등 등을 보장하고 이를 기초로 1990년 2월 1일
국민동맹임시위원회(Consiliul Provizoriu de Uniunea Naţională)가 구성되었
다. 이 위원회에 의하여 1990년 3월 14일 루마니아 의회 및 대통령 선거법
(Ion Deleanu, p. 61)15)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3월 2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12명의 하원의원, 11명의 상원의원,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위원회(Adunarea Constituante)를 설립하였으
며, 1991년 12월 8일 국민투표16)를 거쳐 제7장 152개조(부칙포함)로 구성된
새헌법이 확정되었다.
14) Decret-Lege nr. 2 din 27 decembrie 1989.
15) Decretul-Lege nr. 92 din 18 martie 1990 pentru alegerea Parlamentului şi a Preşedintelui Românei;
“이 법률은 하나의 선거법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작은 헌법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16) 이 헌법은 찬성 77.3%, 반대 20.4%, 무효 2.3%로 확정되었다(Monitorul Oficial nr. 250 din
14 decembri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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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 이후의 헌정의 변화
가. 개괄
루마니아 체제전환의 초기 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2월 혁명 이전에는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즉
1970년 공업화 추진은 농업화 정책에 대한 반발, GDP 공업비중의 과도화
(60%), 외채증가 등에 따른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혁명 이전에는 생산성의 감소와 소비수준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구조적인 부족경제의 상태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극도의 국가통
제와 언론탄압 및 정치사찰을 통한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의 권력기반이 강화
되었다. 즉 인민궁전 건설 등 봉쇄정책으로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대체세력
이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루마니아 체제전환은 혁명주체세력을 자부하는 구국전선에 의하여 이루
어졌으며, 그 정책적 방향성은 공산당의 해체와 국호의 변경, 헌법의 제정,
언론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보장, 복수정당제의 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1990
년 5월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집권한 좌파정권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구성하면서 농지분배, 근로일수 축소, 에너지 공급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이
것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의 광범위한 제
도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저지되고,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료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지연·왜곡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에 많은 한
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관점에 있어서 체제전환은 구체제 상층특권계급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지만, 새로운 헌법제정과 자유선거 및 복수정당제 인정, 악법폐지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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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유화 등 기본적인 민주적 요소를 담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자유
당, 국민노동당, 민주헝가리연합 등 다양한 정당이 나타났으며, 이 선거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이 임명되었다.17) 하지만 급진파인 로만 수상과 개혁반
대파인 일리에스쿠 대통령의 대립으로 1991년 말에 로만 수상이 사임하고,
구국전선은 민주구국전선과 민주당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국민투표 후 헌법이 제정되어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
권력분립 등이 반영된 민주적인 사회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 헌법이 탄생되었다. 1992년 9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에스쿠
대통령이 재선되어 체제유지적 개혁이 지속됨으로써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
었다. 이 과정에서 구국전선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며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체제유지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반영하여 1996년에는 중도우
파 연립정부가 수립되어 콘스탄티네스쿠 대통령이 취임하였지만, 반대파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미비 등으로 개혁의 실패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개혁실패에 따른 반작용으로 사회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여
일리에스쿠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으로써 체제유지적 개혁을 위한 추진 기반
이 구축되었다. 사회민주당의 재집권은 의회선거에서 46%를 획득하고, 결
선투표를 통하여 승리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에 사회민주당은 의회다수
파 형성을 위하여 루마니아 인권당(PUR)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사회민
주당 정부는 경제재건, 빈곤타파, 부정부패 척결 등 전면적인 국가개혁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내적 개혁정책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EU 가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입협상을 임기 내에 완료하는 성과를 보였다.

17) 1990년 5월 선거로 일리에스쿠 대통령, 로만 수상으로 행정부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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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 정도의 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정부패와 구 공산당
인사들의 권력 결탁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청산에 실패함으로써 정권의
재창출은 실패하였다. 즉 사회민주당은 의회 내 제1당의 위치는 확보하였으
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중도연립을 구축한 자유당-민주당 동맹(D.A.
Alliance)이 의회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대통령 결선투표의 결과 역시
민주당의 바세스쿠가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가 다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
거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민주당은 행정부 장악을 위한 동거정부를 제안하지
만 헝가리민주연합(UDMR)과 루마니아 인권당과의 연합을 구성하여 중도
우파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연립정부는 젊은 층의 다수 참여와 중도개혁
적 성향으로 새로운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경험부족과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과 자유당 총리 간의 국
정운영에 대한 알력과 내각의 총리반대파 득세 등으로 연정의 불안정이 지
속되었다.
EU 가입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완결하기 위하여 자제되어 왔던 정치적 갈
등은 가입 이후 아프간 철군 등 대외적 문제와 행정부 운영 등 내부적 갈등
이 표면화되면서 연립정부가 와해되었다. 집권후반기인 2007년 3월부터는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 배제된 자유당과 헝가리민주연합당의 소수연립
정권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립정권의 붕괴결과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대
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자유당을 위시한 의회의 다수세력이 대통
령 탄핵18)을 발의하기도 하였다.19)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직무에 복귀한

18) 탄핵 관련 헌법절차: 의회 재적 1/3 찬성으로 직무정지 제안→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직무정
지 결정→직무정지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해임
19) 2007년 4월 의회의 상하 양원 표결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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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한 소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
민주당 계열이 참여하는 민주자유당(PDL)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2008년의 총선결과 도시중산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33%의 지지를 얻어 사회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다. 이에 안정적인 개
혁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제3당인 자유당이 아닌 제2당인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의회의 안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08년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수용하면
서 연립정부 내부의 정책적 갈등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갈등 등으로 연립정
권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치러진 2009년 대통령 선거
는 7만 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바세스쿠 대통령 재선의 결과로 나타났다. 재
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민당 탈당세력인 루마니아진보연합(UNPR)을 포섭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0년 초부터 공공부문
임금 25% 및 연금 15% 삭감 등의 경제개혁정책과 의회개편 및 지방제도 개
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사회민주당
과 자유당은 좌우동맹구축이라는 정치적 연합20)을 통하여 사회자유연합
(USL)을 결성하여 대항하였다.
USL은 국민들의 반긴축정서를 활용하고 매 회기 정부불신임을 제기하는
한편, 여당 의원 영입을 추진하여 의회 내 다수파 형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1월에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집권세력의 지지도가 10%대로 하

대행으로서 활동. 루마니아의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 국민투표 결과 74.3%의 압
도적인 탄핵반대로 부결됨.
20) 총선 공동공천결과 대통령 후보는 자유당의 안토네스쿠, 총리후보는 폰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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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국면에서 응급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2월에 총리를 퇴진시키고 자유당 출신의 총리를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지만, 5월에 의회 다수를 차지한 USL의 정부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USL의 공동의장인 폰타를 수상에 임
명하도록 하여 제1기 폰타 내각이 출범하였다. 새로 출범한 내각은 동거정
부의 형태로서 대통령과 내각이 국정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
다. 대표적인 경우가 폰타 총리의 EU 정상회의 무단참석사태이다. 이에 의
회는 2012년 7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21)으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결정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였으나 정족 과반수 투표 미달22)로
탄핵이 부결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탄핵국면에서도 국민의 반바세스쿠 정서로 2012년 12월 총선23)에
서는 USL이 56%의 득표로 70%에 달하는 상하 양원 의석을 점하는 압도적
승리를 가져옴으로써 정치세력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총선 이후 제2
기 폰타내각이 출범하면서 동거정부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각과 정국의 안정
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USL 내각은 기업투자환경 조성 등
좌우파 정책을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 11월 대선에서는 자유
당의 요하니스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현재에는 요하네스 대통령과 폰타 수
상 체제의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것은 권력갈등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조직
21) 256표 대 114표
22) 전체유권자 46.24% 투표, 투표자 88.7% 탄핵 찬성. 다만 투표자의 숫자가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 USL은 사전에 과반수 요건을 삭제하는 정부긴급명령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하
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23) USL(사회민주당+자유당+보수당+루마니아진보연합)은 상원 176석 중 122석, 하원 412중 273석
을 얻었으며, 대통령이 속한 민주자유당은 상원 23석, 하원 52석을 얻었다(http://rou.mofa.go.kr/
korean/eu/rou/news/rou3/index.jsp, 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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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저항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내정치적 개혁정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폰타 수상 행정부는 기존 부처 통폐합 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장
관들을 임명하면서 출범하였다.24) 폰타 수상은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전임 대통령과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대통
령은 EU와의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쉥겐 협약가입과 유로존 가입
등을 비롯한 EU 기금 흡수율 제고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루마니아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을 선언하고 있다.

24)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Gabriel Oprea, 재무부 장관: Darius Valcov, 환경부 장관: Gratiela
Gavrilescu, 에너지.중소기업부 장관: Andrei Gerea, 경제관광부 장관: Mihai Tudose, 정보사회
부 장관: Sorin Grindeanu), 교육 및 연구부 장관: Sorin Cimpeanu, 문화부 장관: Ionut
Vulpescu, 사회소통부 특임장관: Liviu Marian, 지역개발 및 행정부 장관: Liviu Nicolae
Dragnea, 농업 및 지역개발부 장관: Daniel Constantin, 외교부 장관: Bogdan Ausrescu, 국방부
장관: Mircea Dusa, 보건부 장관: Nicolae Banicioiu, 환경기후부 장관: Gratiela Gavrilescu, 법무
부 장관: Robert Cazanciuc, 교통부 장관: Ioan Rus, 노동가족부 장관: Rovana Plumb, EU 기금
부 장관: Eugen Teodorovici, 청소년체육부 장관: Gabriela Szabo, 의회대표부 특임장관: Eugen
Nicolicea, 재외국민부 특임장관: Adrian Anghel(http://blog.naver.com/veni1122/220221235374, 검색
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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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90년 이후 역대 루마니아 대통령

이름

소속정당

재임기간

1990년 6월 20일 1996년 11월 26일

구국전선

2+4년

Emil Const-antinescu 1996년 11월 26일 2000년 12월 20일

민주회의

4년

Ion Iliescu
Ion Iliescu
Traian Băsescu
Nicolae Văcăroiu

취임년도

퇴임년도

2000년 12월 21일 2004년 12월 20일 사회민주당
2004년 12월 21일 2007년 4월 19일
2007년 4월 20일

민주당

2007년 5월 23일

4년
5년(1기)25)
임시(탄핵)

Traian Băsescu

2007년 5월 23일 2009년 12월 20일

민주당

2년(잔여임기)

Traian Băsescu

2009년 12월 21일 2012년 7년 10일

민주자유당

5년(2기)

George-Crin-Laurenţiu
2012년 7월 10일
Antonescu

2012년 8월 27일

임시(탄핵)

Traian Băsescu

2012년 8월 27일 2014년 12월 20일 민주자유당 2년(잔여임기)

Klaus Iohannis

2014년 12월 21일

현재

자유당

-

자료: 루마니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직접 작성하였음.

나. 루마니아 헌정체제의 구체적 내용
루마니아 헌법은 정치체제의 구조는 절충형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 형태
로 볼 수 있다. 형식적인 구조에 있어서 프랑스식 정부형태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면서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나 의회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일
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의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
할보다는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에 보다 큰 정치적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방법과 선거

25) 2003년 10월 19일 헌법개정으로 임기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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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각의 구성방법 등에 있어서도 의회와 행정부의 공조적 역할을 인정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로 되었다. 또한 중립적 기관인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의 구성원의 임명방법이나 주요 권한은 프랑스의 제도적 기반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형태의 특징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체제전환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보수파(사회주의 체제유지파)와 개혁파(적극적인 자본주의
수용파)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대의제 원리의 적극
적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의회제의 본질적 모습을 유지하면서 행정권의 권력
종속성과 행정권 강화라는 정치사회적 철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직접 선출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다수파와의 정치적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정치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는 안정적인 내각의 구성과 행정권 집행의 정
당성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짧은 헌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는 물론 선거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해석권을 활용하여 개입함으로써 권
력기관의 권한행사의 헌법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체제전환의 과
정에 나타나는 갈등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헌법문
화의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26)
26) 루마니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하여는 I. Deleanu, Justiţia constituţională, Bucureşti, Lumina
Lex, 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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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헌법 제58조 제1항은 의회는 유일한 입법권을 가진 통치기구로
서, 또한 국민의 최고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I. Muraru, p. 110). 또한 “의회는 헌법률, 조직법, 일반입법을 채택한다”(제
72조 제1항)라고 하여 입법권의 세 가지 범주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헌
법률의 채택은 헌법개정의 제안이며(제72조 제2항), 조직법은 제3항에서 규
정하고 있다. 일반입법권은 입법안의 제안으로서의 발안권27)과 둘째 단계로
서의 의회에서의 토론과 표결과정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최종적
으로 대통령이 공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외에 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사
항을 규율하기 위한 의회규칙의 제정권(제62조)과 의회규칙의 구체적 내용
을 담고 있는 의회명령의 제정권 및 행정부 통제권한으로서 감사제안권(제
112조) 등이 의회의 주요한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루마니아 의회
의 구성원인 의원은 4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부조직으로 의원의 일정 수
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상하원 의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으
며, 상하 양원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국가별 업무의 특
성을 반영한 상하원 각각의 개별적인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며, 개별적
인 사안을 조사 또는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임시위원회로
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61조).
의회의 주요한 권한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행정부의 주요 국가기관의 임명권, 행정

27) 법률발안권과 관련한 헌법 제73조 제1항은 “법률의 발안은 정부, 상원의원,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25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은 정하고 있으나 국민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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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권 등의 권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M. Constantinescu·I. Muraru, p. 132). 의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관한 통
제권은 대통령의 권한정지권(제95조), 내각의 계획안 및 전원에 대한 신임투
표권(제102조), 내각불신임권(제112조) 등이 있으며, 상원은 옴부즈맨 임명권
(제35조),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제140조) 등이 있으며, 하원은 3명
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제140조) 등이 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법
률의 제정 및 국가조직의 구성뿐만 아니라 통제권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의회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통제이다(I. Muraru, p. 114).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제81조 제1항),28)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제82조 제
1항), 승인을 받은 후보자가 상하 양원의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선
서(제82조 제2항)함으로써 그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4
년29)이며, 선서를 한 날로부터 시작되며(제83조 제1항), 중임에 한한다. 다
만 예외적으로 전쟁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직법의 규정에 따
라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제83조 제3항).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루마니아를 대표하고, 대내
적으로 국가의 독립성 및 단일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보증(제80조 제1항)하
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즉 루마니아 대통령은 국가원수(Şeful
de Stat)30)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제80조 후단의 가치를 수호할
28) 1차 투표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중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선거후
보자가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인의 최고득표자
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9) 최근(2003년)의 헌법개정으로 임기 5년으로 연장되었음.
30) 루마니아의 국가수장제는 헌법의 시작과 함께 인정된 것으로 쿠자법과 1866년 헌법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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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뿐만 아니라 이의 실행을 위하여 헌법적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루마니아 대통령은 헌법의 준수와 국가권력의 성실한 실행을 준수하여야 한
다(제80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서 국가권력간 혹은 국가와 사회 간
의 중립적 활동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적․정치적 의미에서 구속적
내용을 가진다(I. Muraru, p. 211). 동시에 헌법 제92조 제1항에 의하여 루마니
아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가지며, 국가안전최고회의 의장의 권한을 수행한다.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는 대통령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하는 둘째
구성요소이며(I. Vida, p. 73),31) 수상․장관․기타 구성원들이 행정부 조직법에
따라 구성된다(제101조). 즉 수상은 대통령이 의회의 절대다수당 혹은 절대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 의회의 대표정당(상대다수당)의 자문에 따라 수상후
보자를 지명하며,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임명
된다(제102조). 이때 수상은 내각의 계획안과 내각구성원 전체에 대한 목록
을 의회에 제출하여 내각구성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통한 승인에 의하여 정
부전체가 구성된다. 또한 내각은 대통령에게 선서한 이후부터 임무를 수행
하며, 다음 의회총선거의 승인일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의회의 불
신임 혹은 수상이 헌법 제105조(행정부 구성원의 업무정지)32)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45일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
는 군주(Domn), 1923년 헌법과 1938년 헌법하에서는 국왕(Rege), 1947년 제363호 법률에서
는 공화국 간부회(Prezidiul republicii), 1948년 헌법과 1952년 헌법하에서는 대인민의회 간
부회(Prezidiul Marii Adunării Naţionale), 1965년 헌법하에서는 국가평의회(Consiliul de Stat),
1974년 헌법개정이후에는 공화국 대통령(Preşedinte de republică), 1989년 혁명 이후에는 구
국전선위원회 의장(Preşedinte Consiliului), 1991년 헌법하에서 루마니아대통령(Preşedinte
României)으로 변천되어 왔다.
31) 내각은 기본적으로 의회제도 속에서 대통령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조직이다.
32) 헌법 제105조의 업무정지의 내용은 사임, 면직, 선거권의 상실, 겸직금지위반, 사망 또는 다
른 법률의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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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총사직한다.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한 구성원과 그들의 적절한 계획
안에 의하여 국가의 대내외적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행정의 일반적 사항을
실행한다(제101조 제1항).

Ⅳ. 체제전환에 따른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루마니아 체제전환에 따른 시사점
가. 이원정부제 정부형태로의 변화
이원정부제는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성요소가
상호 혼합되어 나타나는 절충형으로서 행정부의 이원적 구성형식에 따른 구
분이다. 즉 일반적으로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실무집행권자로서의 내각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의 형식적 권
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집행권의 일부를 갖지만,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집행권한을 가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이원정부제에 대하여는 절충형 정부형태로 보는 견해(성낙인
2006, p. 721; 전학선 2005, p. 212)33)가 우리나라의 다수적 견해이다.
하지만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이 전통적이고 원칙적
인 조직의 구성원리와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이원성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권력관계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그
33) 이에 관하여 이원정부제를 독자적인 정부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홍성방 2005,
p.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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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원정부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
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이러한 국민대표성으로 의원내
각제의 국왕이나 대통령과 달리 집행에 있어서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에 수상은 정부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 앞에 책임을 진다. 즉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적 요소로서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의회의 대정부 불신
임권을 적절한 운용의 틀에 따라서 상호 공유하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본질적으로 이원정부제의 내용은 대통령제적인 요소보다 의원내각제
적인 요소를 더 많이 함축하고 있다. 즉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이원화
된 집행부의 권력구조, 의회에 대한 수상과 정부의 정치적 책임, 의회해산제
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세습군주나 혹
은 의회의원이나 특정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데 반해, 이원정부제의 국
가원수는 직선 혹은 이에 준하여 선출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투표회
부권, 관계각료의 부서가 없는 의회해산권 및 비상대권 등의 실질적인 행정
권을 향유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성낙인 2006, pp. 724~725).34)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실질화는 그것이 헌법규범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지만, 헌정의 실제적 운용에
따라 각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성낙인 1995, p. 339). 직선국가
원수의 실제 권한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보다는 오히려 의회다수파의 구조나
그와 관련된 대통령의 위상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보겠다(M. Duverger 1987,
p. 329).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의회 내 안정적 다수파의 존재를 위한 연
34) 성낙인교수는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요소는 집행부의 실질적 이원화(양두제)와 대통령의 사
실상 직선제 및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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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다양한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원정부제 역시 내각의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다수파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전적으로 의회 내 합의와 타협에 따른 다수파 형
성의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에 이원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관
계가 의회다수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파가 행정권을 차지하지만, 이원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나
정파를 중심으로 의회다수파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나 정파가 의회의 다수파가 될 경우에 있어서 정국의 불안이 가
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원정부제에서 의회다수파의 존재는 상이한 정
치적 상황을 연출한다(M. Duverger 1987, p. 191). 첫째,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형성하는 경우로서 의회의 다수파 소속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거나
정파이거나, 최소한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정치세력이 다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상징적인 권력과 대
통령제의 실질적 권력 동시에 확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와 반대로 대통령이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로서 의회의 다수파 정
당이나 정파가 다르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의 형식적인 권력주체에 머물고 의례적인 권한
만을 가지는 대통령으로 머물게 된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의 중간적인 위
치의 권력관계 역시 존재할 수 있는바, 대통령과 의회지도자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지지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치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변성으로 인하여 이원정부제는 각 연
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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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가장 조화롭고 적절
하게 혼합된 절충형 정부형태의 하나이지만, 그 중심적 내용은 집행부를 이
원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권한독점을 제한하고, 의회대표성에
따른 행정권의 집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형태
의 제도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가 제3세계
권에서 독재화와 권위주의 정권으로 운영되고, 의원내각제가 정치현실의 불
안을 초래한다는 전통적 정부형태의 단점을 극복하기 하기 위한 헌법기술적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헌법현실과 이상의 괴리와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
한 의지 등 제반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성숙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정부형태의 선택은 단순한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하기보다는 헌법현실
과 이상에 비추어 각 국가에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규범에 따른 운용과정의 역사적 배경
과 원인을 적절히 진단하여 이에 대한 확립된 규범화의 의지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원정부제는 의회와 정부가 공생하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상호 분리
된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달리 양 정부형태의 권한적 관계가 상호 중복된 절
충형 형태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즉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고,
대통령 역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만 집행을 위한 내각의 구성에 있
어서 어느 일방의 권한에 종속시키지 않는 정부형태이다. 즉 수상의 임명에
있어서 의회와 대통령이 상호 일정 지분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형식이다.
따라서 의회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제에 가깝게 운영되지만, 의회의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과 충돌하는 경
우에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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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회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상호 연동하지 않는 점 역시 이원
정부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서 볼 때,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
국주도권에 따라 안정적인 국전수행과 개혁정책이 가능하지만, 불일치할 경
우에는 의회다수파가 내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
의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에 집권한 일리에스쿠 정권이며, 후자의 대표적
인 경우가 2007년 이후의 바세스쿠 정권이며, 이 경우 의회권력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단행하는 등 정국혼란의 원인이 된다.
즉 체제개편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제세력의 합의와 국민의 승인으로 채
택된 이원정부제 형태의 국가구성체계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
주주적 공존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정치체계이다. 이러한 이원정부제 형
태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1958년 이후
프랑스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도 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정부형태는 체제개편을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
는 국가의 정부형태로는 부적절한 정부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복수정당제 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정당의 난립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해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현실
정치의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것에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루마니아 정치체계의 안정을 위하여는 국민의 절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양대 정당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현재의 사회자유연
합은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의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이
념과 정책적 목표를 공유하는 제정치세력이 상호 연합하여 국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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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논쟁하는 정치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경우 극우
정당은 물론 소수민족 정당인 헝가리민주연합의 존재 등으로 안정적인 정책
연합정당의 구축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에서 동거정부의 역할과
권한관계에 관한 극복방안 등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즉 이원정부제의 목
적에 맞게 대통령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추진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외
교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은 행정권의
수행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
정권 내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이원정부제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장점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패문제
루마니아의 EU 가입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3년 정도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부패문제이다(안상욱 2013, p. 137). 국제투명성 지표에 나타난 루
마니아의 국가지표(2011년, 75위)는 여전히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패문제에 관한 사법체계 역시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부적절
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
정이다(안상욱 2013, p. 148).
루마니아의 부패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직부패
현상이 지속적으로 체제개편 과정에도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구조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체제개편 과정에서 재산분배와 토지·주택의 배정,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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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등에 나타난 불공정과 불평등은 사회적 부패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국을 설립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미비하고 지속적인 방해와 권한약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EU 회원국을 대상
으로 조사된 부패인식조사에서 루마니아 국민 78%가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고 답변하여 부패문제가 국가의 개혁과 안정에 많은 걸립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부패문제는 유럽 내 인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의 비준을 루마니아에 대하여는 각국이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즉 EU 각료이사회가 내부국경통제 철폐에 대한 기준을 맞추었다고 판단
할 때까지 쉥겐조약 회원국 지위부여가 유보됨으로써 EU 회원국임에도 불구
하고 내부국경절차가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유보의 주된 이유가
부패문제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공동
역외국경통제시스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국경관리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는 단순히 루마니아 국내의 부패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EU 회원국의 지위를 가지는 루마니아의 부패문제는 유럽 단일시장 전
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35)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35) 대표적인 경우가 가짜 쇠고기 사건으로 2013년 초 말고기를 쇠고기로 속여서 루마니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출한 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전체 유럽국가에 미치고 유럽전체의 식품
안전 문제로 확산되는 등의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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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마니아체제전환과 북한변화에 따른 시사점
루마니아 체제전환은 북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한 통치의 정당성 구축과 대안세력의 부재, 급속한 중공업 건
설과 개인 우상화 및 폭압통치 등 통치체제의 유사성에서 그 시사점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나 북한의 경우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세
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조직화된 시위나 내부쿠데타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인지배체제의 특성은 통치기간의 결속력
에 비례하여 일인의 제거와 동시에 무너진다는 점에 있다. 즉 절대지도자로
군림하던 차우세스쿠 정권이 지도자 일가의 몰락으로 일순간 변화할 수 있
다는 점이며, 책임을 지는 일인의 부재는 체제전환에 따른 내부적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전환에 따른 정책적 접근은 경제사회적 접근과 정치사
상적 접근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사회적 접근은 현재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 공통요소와 공감대 형성이 보다 수
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사상적
접근은 구성원 편가르기 현상을 부추기거나 우월의식에 기초한 갈등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강력한 지도자의 몰락이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이 점은 루마니아의 경우는 물론 많은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도 증
명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위한 구성원의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동시에 동반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체제전
환 시 필요한 변화의 필수적 요소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354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가.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의 변화는 체제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이 가능한 것인가
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내부의 주도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
느 정도 구축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루
마니아의 사례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도세력의 형성은
권력내부의 개혁엘리트의 형성가능성과 개혁적 주민사회의 형성을 통한 추
동가능성이다.
개혁엘리트의 형성가능성은 북한의 일당·일인독재체제의 강력한 통제시
스템으로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나, 오히려 개혁·개방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경제 기술관료집단의 형성이나 대외관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전문
가 집단에서 국가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세력은 자연스럽
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이
러한 개혁엘리트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개
혁적 주민사회의 형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합법·불법의 상행위와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하여 소극적·수동적 공도
주민의 형성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민을 중심으로 개혁적
주민의 요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내부의 개혁엘리트의 형성과 개혁적 주민의 요구 등이 경제위
기 또는 체제의 정통성 논쟁 등으로 표출될 경우에는 체제전환의 중요한 기
폭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극적·수
동적 주도세력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세력의 목소리
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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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
루마니아는 개혁개방의 충격과 함께 차우세스쿠 정권의 폭압적인 전체주
의 체제로 인하여 체제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의 유사
점을 분석하면, ① 두 체제 모두 민족공산주의의 유형으로서 민족주의를 이용
한 전체주의 강화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민족감정을 중요한 국민
통합과 권력의 정통성 강화에 활용하였다. ② 심각한 경제위기가 권력의 정통
성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③ 권력의
변화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부재로 실제적인 체제저항적 움직임
이 미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36) 이와 더불어 권력 내부 역시 강력한 개혁세
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주체사상의 내면화 등으로 내
부응집력이 강하고 선군사상으로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의 체제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
이 있는 것이다. 반면 루마니아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성장한
국가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대외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변화의 정도에 차이
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상황은 가장 큰 차이를 제공한다.
북한은 비록 개혁개방의 성과에 의문이 있고, 체제변화의 정도가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꾸준한 중국과의 교역확대와 부분적인 시장경제의
수용 등을 통하여 매우 느리게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
다. 이러한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력엘리트의 위로부터의 개
혁·개방정책의 수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체제변화는 중국
식 체제변화의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36)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망한 연구논문으로는 윤덕희(2011,
pp. 31~51)의 연구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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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시행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은 북한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권력갈등으로 해결하
는 것은 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예측가능한 조직
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갈
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대외적 원조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
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급격한 체제전환의 과정이든 단계적 체제전환의 과정이든 참여하는 주
체간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체계를 의미하든, 개인간
의 중재 또는 조정시스템을 의미하든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갈등해결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필수적 구성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루마니아 역시 헌법을 통한 사
법부의 독립과 헌법재판소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국민옴부즈맨 등 다양한 국
민갈등해결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필요한 조직이 될 것이다.

다. 체제전환 교육과 홍보
체제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이다. 이
것은 정책인식의 정도에 비하여 집행이 미비한 분야이다. 즉 급격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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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교육과 홍보는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
한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전문적 교
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것은 물론 교육전문가를 육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 홍보를 통한 체제통합적 방안이 교육의 질적
수준 등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과 홍보는 본질적으로 체제통합적 교육을 그 목표로 해야 하며 체제의 우월
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적 방향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체제전환 교육은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며, 급격한 체제전환의 내용을 인식하고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
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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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개국(이하 V4)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는 독일이다. 2013년 기준 V4 국가와 독일의 교역 수준
은 폴란드가 전체 교역의 25%, 체코가 30%, 슬로바키아가 20%, 헝가리가
25%에 이른다. 독일의 입장에서도 V4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이들이 독
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폴란드가 3.9%, 체코가 3.2%, 헝가리가
1.9%, 슬로바키아가 1.2%이며, 그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단일 국
가로서는 독일과의 교역 규모와 비중이 크지 않지만, 4개국을 전체로 볼 때,
V4는 이미 프랑스나 영국을 뛰어넘는 독일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3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또한 V4 국가로 향하는 독일의 투자 역시 V4 전체 FDI 유입의 15~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동방정
책’을 통해 이 지역에 진출했고, 1989년 이후에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V4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V4가 EU에 가입한 이후에는 독일과 V4 사이의
교역확대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때의 교역은 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
으로 한 기업 내, 산업 내 교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V4 국가의 경제구조를 통해 볼 때, 독일은 V4의 경제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것이다.
EU 가입 이후 V4 경제의 독일 의존성은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다. 한편
에서는 V4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에 대한 의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독일 교역 의존도가 높은 현
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V4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지고 결국
독일의 경기 사이클과 일치되어 의존성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
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유로-존 위기로 독일 경제가 흔들리면서 V4의 대독
일 수출입이 급감함에 따라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일에 대한 교역과 투
자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
다. 결국 독일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과 투자 파트너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V4의 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다.
더군다나 독일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곧 정치적 의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EU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 중부유럽의 패권국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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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EU의 독자적 안보방위 정책으로 NATO의 위상이 줄
어들고, 독일의 군사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이 참여하는 독일-프랑
스-폴란드의 소위 ‘바이마르 트라이앵글(Weimar Triangle)’이나 독일의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V4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독일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독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일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독일이 중부유럽에서 경제적 패권을 쥐게 될 경우 또 다
른 안보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일종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V4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측면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V4 각국은 독일과의 교역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국가 전략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독일의 주도적 세력화를 견제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수출 다각화 전략’, 헝
가리의 ‘동방 개방’, 폴란드의 ‘아시아로의 축 이동’과 같은 새로운 수출 전
략이 대표적인 독일 의존도 줄이기 시도이며, 동시에 EU(독일)-러시아 사이
의 갈등 국면에서 EU 회원국이면서도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역할을 견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공산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반감이 있는 V4가 최근
의 국제관계에서는 독일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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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독일의 지배적 지위가 정치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
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V4가 독일 주도의 국제관계
를 경계하면서 러시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V4 국가가 독일과
의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독일로
부터 일정부분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V4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
급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하지 않으며, 동시에 독일에 대
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러시아를 평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V4의 독일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특화’와 ‘분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V4는 개별적으
로는 독일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 비대칭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천공동체’로서 V4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화와 분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가설
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과 가설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독일-V4 관계 개
선 조건과 1970년대 독일의 동방정책 이후 시기별 독일-V4 관계를 살펴보고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 양측의 경제, 정치적 관계를 통해 V4 국가의 독일
의존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러한 양측의 관계를 배경으로 제4장에서는 V4
가 독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특화, 분
산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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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과 분석의 틀: 실천공동체로의 전환과 특화, 분산
국제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대등한 양자관계라기보다는 비
대칭적인 일방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다. 국가간 관계에서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강대국 쪽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울어진 관계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에 위협적인 존재라
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에 편승을 하든지 아니면 유화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존 전략인데(조동준 2009, pp. 20~22), 약소국은 강대국을
‘자비로운 국가’로 가정하여 편승하거나 아니면 일정부분 양보를 하는 유화
를 선택한다. 그러나 편승과 유화는 강대국에게 굴복하고 양보함으로써 오
히려 강대국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는 약소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전략이다(Walt 1987, p. 263). 강대국이 무
력을 통해 약소국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소국은 향후의 위협 요소
를 줄이기 위해 특화와 분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보
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특화는 강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강대국이 필요로 하
는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특화된 약소
국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수적인 어떤 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특화란 어떤 중요한 국제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단위(국가 혹은 기타 기구)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 수행하지 못하는 체제 내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특화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
는 해당 국가(약소국)에 대해서 약소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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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역할과 기능 수행을 암묵적으
로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할 경우 특화된 국가는 체제 내에서
자신이 특화한 영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Walt 1987, p. 263).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던 사례는 많았다. 17세기 중반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끼어있던 스위스는 양국을 잇는 역할을 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암묵적으로 스위스의 역할에 동의하면서 스위스를 위협할 동인을 찾지 못했
다. 덴마크와 스웨덴 역시 발트해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중립국 역할을 해왔
으며, 1558년부터 1815년까지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막는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했다. 19세기 통일되기 이전의 독일에서는 소규모 국가들이 오스트
리아와 프러시아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프
랑스나 러시아의 측면 공격을 막는 기능도 수행했다. 냉전 시기 핀란드와 오
스트리아가 소련과 미국 양측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중립
국으로서 동과 서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보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주의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는 국가가 정
치적, 경제적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인도주의를
특화로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어젠다 설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Chandler 2003,
pp. 297-298). 오타와 조약과 오슬로 협약을 통해 대인지뢰와 집속탄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낸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경우 힘의 논리에 지배되
던 국제관계에 인도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초강대국이나 강대국이 아닌
국가도 국제관계의 특정 이슈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국가들은 군사와 경제 관계 이외에도 국제관계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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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새로운 어젠다가 있음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이를 주도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특화하였다(Wheeler and Dunne 1998, pp. 842-844).
그러나 어떤 분야를 특화한 약소국이 강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기능을 제
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화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커서 그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
면, 다시 말해 약소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약해 자신이 담당한 특정 분야의
특화가 강대국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강대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강대국의 입장에
서는 굳이 영향력이 없는 특화된 약소국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력으로 조달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인접한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고 또 그러한 기능이 강대국에게 충분한 영향을 주어 강대국
으로 하여 특화를 인정하는 편이 자력 구제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서는 강대국과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강대국 주
변으로 비슷한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약소국이 다수 존재한다면,
약소국은 강대국과 양자관계를 통해 특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약소국과
의 연대를 통해 강대국과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나서 공동으로 특화를 추진
하는 편이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약소국 중 어느 하나가 강대국에
게 그러한 기능을 단독으로 제공할 경우 나머지 약소국은 더 이상 특화를
추진할 수 없어 오히려 특화를 추진하기 이전보다 외부의 영향에 더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특화가 충분한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비대칭성이란 종속 혹은 완전한 지배를 유도하는 능력과 권

3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력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결국 비대칭성이란 국가간 권력과 지위의 격차
를 의미한다(Womack 2003, p. 92). 비대칭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 A와 약소
국 B 사이의 양자관계에서 약소국 B는 강대국 A의 말과 행동에 주목해야
하지만 강대국 A는 약소국 B에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는다. 강대국 A가 주
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A의 행동이 B에 끼치는 영향력이 B가 A에 끼치
는 영향력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말과 행
동에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은 약소국의 말과 행동에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Womack 2006, pp. 6-7). 결국 약소국 B가 강대
국 A에게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독일과 V4 개별 국가의 비
대칭성을 영토, 국민과 같은 물리적 기준과 경제력, 군사력 등의 지표를 통
해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인구 면에서 독일의
인구는 약 8,100만 명인데 비해, V4 국가 중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인구
는 3,830만 명으로 독일의 47.3%이며,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각각
13.1%, 12.2%,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V4 국가를 전체로 보았을 경우 이
비율은 79.3%까지 높아진다. 결국 독일과 V4 개별 국가 사이의 인구의 비대
칭성은 V4의 틀을 통해 상당 수준 해소할 수 있다. 국토 면에서의 비대칭성
은 V4 국가를 전체로 보았을 경우 오히려 독일의 149.5%로 인구에서의 비
대칭성을 상계할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단순 비교
로 국제관계의 비대칭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확대하여 GDP의 규모, 1인당 GDP, GDP에서 차지하는 R&D의 비율이나
GDP에서 국방예산의 비율과 같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좀 더 명
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은 3조 7,220억 달러의 GDP 규모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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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반면 4개국 중 GDP의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GDP는 9,545억 달러로 독일의 25.64%이며, 체코는 8.45%,
헝가리는 6.62%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4.1%에 불과하다. 그러나 V4의 틀로
평가하면 V4와 독일과의 GDP 비대칭성은 44.82%로 상당 수준 줄어든다.
R&D의 비대칭성도 뚜렷하다. 독일의 GDP 대비 R&D 지출 수준은 2.85%
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60억 7,700만 달러 규모이다. 반면 V4 국
가 중 R&D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경우 GDP의 0.87%인 약 83억 달러를
R&D 예산으로 지출하여 규모면에서 독일의 7.83%에 불과하다. V4 전체로
는 약 190억 달러를 R&D에 지출해 독일의 17.93%까지 높아진다. 국방예산
역시 폴란드가 약 186억 달러로 독일 502억 4,700만 달러의 37.04%에 불과
하지만, V4 전체로는 독일의 50.97%까지 근접한다.

표 1. 독일과 V4의 비대칭성

항목
국가

인구
백만명

국토규모
2

km

GDP
ppp,
1억$

1인당 GDP

R&D

ppp, $

% of
총액,1억$
GDP

% of
GDP

국방예산
총액,1억$

독일

81.0

357,022.0 37,220.00 45,900.00

2.85

1060.77

1.35

502.47

폴란드

38.3

312,685.0

9,545.00 25,100.00

0.87

83.04

1.95

186.13

체코

10.6

78,866.0

3,146.00 29,900.00

1.90

59.77

1.08

33.98

슬로바키아

5.4

49,035.0

1,526.00 28,200.00

0.83

12.67

1.02

15.57

헝가리

9.9

93,028.0

2,464.00 24,900.00

1.41

34.74

0.83

20.45

V4(전체/평균)

64.2

533,614.0 16,681.00 27,025.00

1.25

190.22

1.22

256.12

V4/독일(%)

79.3

149.5

44.82

58.88

17.93

50.97

자료: CIA World Fact Book, 2015; Eurostat DB 2015.

36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결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비대칭성이 크고 강대국 주변에 다수의 약
소국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과의 양자관계가 아
니라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관계를 통해 강대국과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대국에 대해 비슷한 역할과 기
능을 수행하는 특화된 약소국들은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강대국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약소국이 강대국과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특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주변 약소국들과의 연대나 협의를 통해 유
사한 영역에서의 특화된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약소국이 특화 요인을 주변 약소국으로 전달해 자신의 특화 기능을
약화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특화된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이를 좀 더 강화하
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강대국의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약소국이 해당 강대국으로부터의
암묵적 혹은 직접적인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를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
호 연대가 필요하다. 약소국 연대의 방법은 약소국 동맹이 가장 일반적이지
만, 이 경우 강대국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 약소국 동맹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Rothstein 1969, pp. 169-171)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Handel 1990, p. 153), 명시적인 동맹보다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하나의 대안은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이다.1) 실천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지식이 공유되는 영역
(domain), 내부적 관계를 의미하는 커뮤니티(community) 그리고 구성원들이
1) 실천공동체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행위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혁신을
구축하는 사회-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경영학 용어이다(Lave and Weng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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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새롭게 개발해 낸 지식체계, 방법, 수단을 통한 실천(practice)으로
구성된다. 실천공동체는 개별적으로 분산된 지식을 공유하며, 지식의 융합
을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공동
체를 의미하는데, 이를 국가간의 관계로 확대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
가 각자의 특성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간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며, 그러한 소통을 통해 각자의 특성, 즉 특화를 실천하는 국가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실천공동체를 정의할 때, 1991년
설립된 V4도 넓은 의미에서는 실천공동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V4는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소통과 특화보다는 소통의 단절과
특화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김신규 2015, pp.
480~483), 현재까지의 협력과 행동양식을 통해 볼 때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따라서 V4가 실천공동체로서 작동하며 특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러한 영역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본 연구에서
는 경제적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특화는 일방적인 의존을 상호의존으로 전
환하는 것이며, 분산은 투자 및 교역 파트너를 다각화하여 독일에 대한 과도
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상정한다. 우선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이 V4에 투자를 하는 동기를 찾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V4만이 독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인센티브로 구분할 때,
수요적 측면에는 V4의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구매력 수준 등이 포함되
며, 공급적 측면에는 독일과의 현재의 교역 패턴, 즉 독일과 공급망
(supply-chain) 및 조립망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노동생산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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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이 포함된다. 인센티브는 투자나 교역에 대해 V4가 독일에 특별
히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이나 혜택 등을 의미하지만, 사실 독일에게만 배타
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상수로 놓는다. 따라서 경
제적 측면에서 V4는 독일 제품을 소비해줄 소비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독일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고 조립하는 공급 시장으로서
의 기능을 완수하면 경제적 의존은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러나 인구규모나 1인당 소득 등의 측면에서 독일의 소비 시장 역할을 담당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V4는 독일 제조업이 요구하는 공급 시장으로서
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경우 독일과 V4의 공급망에서 V4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특화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동시에 V4 입장에서는 투자와 교역 대상국을 다각화하여 독일에 대한 과
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분산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최근 V4로 유
입되는 독일의 투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독일-V4 교역이 V4 전체 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V4간의 교역 증가와
V4-러시아 등 비-EU와의 교역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 동방정책 등이 분산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현재 독일이 EU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
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특화와 독자적 이슈 영역을 설정하여 국제관계의
어젠다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이 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상황에서(Bulmer and Paterson 1996, pp. 10-12),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견제와 유로-존 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의 독일 이탈로 V4는 EU
에서 독일의 역할을 지지하는 동시에 확장된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특화
와 분산 방안이 요구된다. 독일-폴란드-프랑스를 연결하는 바이마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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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이나, EU 남유럽 국가와 EU 북유럽 국가 사이에서 V4가 독일의 대EU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특화 전략에 포함된다. 한편 V4는 독일의 과도한 역
할을 제어하기 위해 어젠다를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동유럽
파트너십(EaP: Eastern Partnership)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 EU-러시아 중
재, 서부발칸의 EU 가입 협상 과정 조정 등이 포함된다.

Ⅲ. 독일-V4 관계
1. 독일-V4 관계 발전의 조건과 단계
독일과 V4 국가의 경제관계 및 정치, 외교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역사에서 파생된 적대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시도와 1990년대 초반부
터 본격화된 독일의 V4에 대한 진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Gawrich and
Stepanov 2014). 독일과 동유럽 지역, 특히 독일과 V4 간 관계의 형성과 발전
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2차 대전 중 독일의 V4 점령과 분할,
그리고 전후 V4에서 추방된 독일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
려 있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례는 독일-체코 사이 수데텐 독일인 문제
와 독일-폴란드 사이의 국경선 문제였다. 2차 대전 당시 헝가리는 독일과 동
맹을 맺었고,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도움을 받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립해
역사상 최초로 독립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폴란드, 체코에 비해서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문제는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배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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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방식이다. 특히 경제적 의존에 대한 우려는 V4가 독일의 주변부로 전
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V4 사이의 경제관계를 어
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이미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에도 독일의
경제적 패권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당시 각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
하여 독일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항했었다.2) 양차대전 사이 독일과 중동부유
럽 개별 국가와의 경제적 비대칭의 수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독일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독일 경제권에서 이탈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은 1938년
뮌헨협정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 점령했고 1939년에는 폴란드를 침
공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일의 경제적 우위와 독일에 대한 의존이 의
미하는 바는 결국은 파국이라는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만들어 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W. Brandt)는 독일-V4 사이의 역사적 유산을 극복
하고 상호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는 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독일은
1990년대 들어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V4 국가에
적극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
으로써 그동안 관계 정상화를 막고 있던 심리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갔다.3)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었던 Havel(1994, p. 5)은 독일인도 체코인의
운명의 일부이고 심지어 정체성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일을 위험 요소로

2) 전간기(양차대전 사이의 시기) 독일과 동유럽의 교역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서 비대칭적 구조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독일은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
를 통해 손쉽게 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Hirschman 1998, pp. 42-45).
3)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체제가 무너진 이후 우리(체코인)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
식이 하나씩 있다. 나쁜 소식은 독일인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독일인이 몰
려오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농담이 있었다(Judt 2007, pp. 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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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지, 아니면 희망으로 볼지는 독일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독일-V4 관계 정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은 독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V4 관계는 세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거쳤다. 첫째
전환점은 1970년대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독일(당시 서독)은 1970년 독일소련 조약과 독일-폴란드 조약, 1972년의 기본조약, 1973년 독일-체코슬로바
키아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면서, 양자 관계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놓았고 이를 통해 독일 기업의 동유럽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기 동유럽 각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경
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V4 국가도 성장을 위한 동력이 필요
했고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유럽, 특히 독일과의 무역 규제를 완화하는 조
치를 단행했다(Stone 1996, pp. 35; Berend 2006, pp. 166–169). V4 국가는 이
러한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중앙 집중적인 대외무역을 분권화하였고,
개별 기업이 독일을 비롯한 여타 자본주의 국가와 독자적으로 교역할 수 있
도록 허용했다. 1973년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는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마
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자국 기
업과 외국기업이 기술과 생산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결국 독일
이 동유럽에서 상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기반이 되었다(Gross 2013).
둘째 전환점은 1989년 V4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로
의 이행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 체제가 무너지
면서 V4는 사회주의 블록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잃었고 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 및 에너지 공급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도 더 이상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핵심 과제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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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를 거치면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적극적
으로 이 지역의 사유화에 참여했다. 독일은 V4의 사유화 과정 초기 브라운
필드(Brown-fiel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기존 생산시설을
선점했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동
시에 독일은 V4 사유화 과정에서 외국인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FDI를 통해
그린필드(green-field) 분야로 진출해 나갔다.4)
셋째 전환점은 V4 국가의 EU 가입이었다. 1993년 폴란드와 헝가리를 시
작으로 EU 가입을 신청한 이 국가들에서는 가입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의 역
할로 인해 독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약해졌고 오히려 독일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단계에서 독일의 V4 진출은 더 이상 브라
운필드에 머물지 않았고 직접투자를 통해 V4를 독일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독일은 V4의 EU 가입을 지지하면서 EU 가입을 통
해 이 지역이 보다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시장 경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독일은 이를 기반으로 단순히 상품 교역에 만족하
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통해 직접투자를 늘리고 자국 산업의
생산기지를 이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V4 국가와의 무역장벽이 사라지게 되
면서 V4는 독일 제품의 소비시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제조업을 위한
생산지기, 부품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V4와
독일 사이에는 국제적인 노동분업, 공급망이 완전히 공고해졌고(IMF 2013),
독일-V4 경제 사이클의 동시성이 보다 뚜렷해졌다(Beck and Janus 2014,
p. 37).
4) 바우처 사유화를 사유화의 주요 방법으로 선택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사유화에 직접 참여
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코와 슬로바키아였다(김신규 외 2015,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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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V4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가. 교역, 투자관계
2013년을 기준으로 V4 4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는 독일이다. V4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의 경우 상위 10위 수출 대상국 중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2위 영국보다 네 배 가까이 된다. 독일과
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체코의 경우는 전체 수출입에서 독일이 차지하
는 비중이 4개국 중 가장 높다. 수출의 경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표 2. 폴란드의 수출입 대상국 상위 5개국(2004~13년)
(단위: 백만 달러)

수입
대상국

연도

독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2,134 25,185 30,094 36,317 42,824 35,711 41,706 49,240 46,621 51,437

영국

3,986

4,990

6,338

8,339

9,837

8,791 10,045 12,149 12,545 13,333

체코

3,189

4,072

6,144

7,777

9,731

8,013

프랑스

4,454

5,548

6,906

8,548 10,617

9,494 10,811 11,541 10,865 11,484

러시아

2,843

3,958

4,756

6,506

8,925

5,027

6,218

7,636

9,216 10,22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대상국

연도

독일

9,553 11,783 11,725 12,694

2013

21,481 30,039 36,899 48,221 59,879 42,040 50,013 58,419 52,095 54,604

러시아

6,391

8,775 12,147 14,398 20,239 12,693 14,625 20,519 22,761 20,609

네덜란드

3,072

5,993

7,250

9,452 11,613

8,495 10,404 11,979 11,297 11,918

중국

4,065

3,229

4,497

6,945

9,192

7,756

9,142 10,275 10,166 11,063

이탈리아

6,939

6,676

8,159 10,909 13,203

9,879

9,897 11,106 10,203 10,780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I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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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이며, 수입은 25.6%에 이른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헝가리의 경우 독일이
헝가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12%,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04%이며,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독일이 수출의 20.74%와 수입의
18.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독일 수출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운송장비이
다. 2014년 기준 체코의 대독일 수입에서 운송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4%, 슬로바키아 23.8%, 폴란드 15.7%, 헝가리 14.7% 순이다. 대독일 수출
에서 운송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체코가 가장 높은 41.9%를 차지하고 있으

표 3. 체코의 수출입 대상국 상위 5개국(2004~13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대상국

연도

독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4,282 26,165 30,316 37,695 44,976 36,701 43,061 52,480 49,419 50,813

슬로바키아 5,692

6,783

8,033 10,653 13,444

9,922 11,419 14,573 14,193 14,319

폴란드

3,532

4,287

5,412

7,285

9,504

6,515

8,120 10,278

9,576

9,738

프랑스

3,105

4,149

5,210

6,674

8,029

6,490

7,085

8,861

7,944

8,017

영국

3,155

3,629

4,546

6,256

7,040

5,616

6,563

7,378

7,529

7,84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대상국

연도

독일

22,246 22,935 30,349 37,703 43,117 32,233 37,430 45,000 41,523 43,560
3,333

3,789

5,694

7,404

9,159

7,309

8,749 10,820 10,918 11,888

슬로바키아 3,761

4,151

5,782

7,523

9,272

7,019

8,133 10,708 10,490 10,302

중국

3,666

3,921

3,287

5,987

6,890

6,019

9,084 11,415

8,867

8,255

네덜란드

1,957

3,077

6,358

7,996

7,907

6,343

7,666

8,265

7,847

폴란드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IMF, 2015.

∙ 378

8,644

비세그라드 국가(V4)의 독일 의존도에 대한 정치, 경제적 대응전략 연구

며, 그 뒤를 슬로바키아 39.5%, 폴란드 26.8%, 헝가리 19.2%가 잇고 있다.5)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대독일 운송장비 수입은
폴란드가 4.09배 증가한 65억 3,000만 유로로 가장 규모가 컸고, 체코가 3.66
배 증가한 54억 2,000만 유로, 약 2.4배 증가한 헝가리가 52억 2000억 유로,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3.5배 증가하여 27억 5,000만 유로였다. 반면 이 기간

표 4. 헝가리의 수출입 대상국 상위 5개국(2004~13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대상국

연도

독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7,210 18,850 22,012 26,886 28,617 21,157 23,858 27,641 25,767 27,996
1,745

2,372

3,109

4,323

5,675

4,361

5,125

6,797

6,152

6,133

오스트리아 3,721

3,525

3,715

4,359

5,298

3,773

4,657

6,333

5,956

6,051

슬로바키아 1,045

1,791

2,925

4,004

5,097

4,144

5,102

6,620

6,160

5,849

3,094

3,559

4,211

5,395

5,869

4,788

5,298

5,580

4,803

5,11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루마니아

이탈리아
수입
대상국

연도

독일

17,357 18,265 21,176 25,454 27,839 19,279 21,090 24,436 23,396 25,043
3,387

4,931

6,429

6,578

9,792

5,751

6,869

8,862

8,258

8,434

오스트리아 4,956

4,368

4,859

5,830

6,768

5,084

5,477

6,778

6,820

6,765

2,872

4,737

5,423

7,427

8,183

6,756

8,628

8,492

6,953

6,599

슬로바키아 1,179

1,491

2,124

2,895

3,848

3,263

3,641

5,501

5,357

5,730

러시아
중국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IMF, 2015.

5) 여기에서 운송장비는 510(운송장비와 부품 및 관련 액세서리 - 승용차), 521(운송장비와 부
품, 관련 액세서리 - 기타 산업용), 522(운송장비와 부품, 관련 액세서리 - 기타 비산업용),
530(운송장비와 부품, 관련 악세서리 - 부품과 액세서리)을 모두 포함한 수출입 내역이다.
Eurostat, “EU Trade since 1988 by BE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검색
일: 201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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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슬로바키아의 수출입 대상국 상위 5개국(2004~13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대상국

연도

2004

2005

2006

독일

8,610

8,216

9,626 12,237 13,912 10,988 12,316 15,977 17,071 17,806

체코

3,419

4,512

6,011

7,692

9,677

7,522

8,910 11,533 11,310 11,626

폴란드

1,321

2,000

2,612

3,631

4,607

3,983

4,843

5,959

6,726

7,271

헝가리

1,072

1,883

2,608

3,848

5,055

4,052

4,461

5,911

5,813

5,580

오스트리아 2,056

2,268

2,521

3,400

4,148

3,358

4,451

5,646

5,313

5,31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독일

7,638

8,351 10,212 13,030 14,644 9,695 11,828 14,865 14,078 14,889

체코

6,261

6,763

8,139 10,580 13,465 10,769 11,462 14,272 13,484 13,506

러시아

2,668

3,694

5,041

5,536

7,757

4,850

6,205

8,644

7,648

8,048

오스트리아 1,932

2,158

2,509

3,246

3,736

2,867

3,062

4,697

6,035

7,593

1,150

1,580

2,767

4,262

5,092

4,113

4,555

5,465

5,101

5,000

수입
대상국

연도

헝가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IMF, 2015.

중 대독일 운송장비 수출은 체코가 4.5배 증가하여 112억 4,000만 유로로 규
모가 가장 컸고, 헝가리 98억 유로, 폴란드 82억 유로, 슬로바키아 57억 유로
순이었다.
V4 개별 국가의 10대 기업 중에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관
련 기업들로 체코의 스코타, 현대 자동차, 헝가리의 아우디, 보쉬, 메르세데
스-벤츠, 슬로바키아의 폭스바겐, 기아 자동차, PCA, 폴란드의 피아트 등이
다. 이 중 상당 수 기업들은 완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엔진 등의 주요 부품
을 포함해, 패널, 고무 등과 같은 단순 중간재를 생산해 이를 독일로 수출하
는 경우가 많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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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4의 대독일 수출입 비중 변화(2002~13년)
(단위: %)

출처: Eurostat, 2015.

이처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은 V4 4개국 최대의 교역 대상국은 독일이며, 1989년 체제전환이 시작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일과의 교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운송장비인데, 이렇게 수출입 품목
이 동일한 것은 독일과 V4 사이의 교역에서 ‘기업내 교역(intra-company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V4는 독일로부터 운송장비를 들
여와 완성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나 혹은 완성품 형태로 독일에 수출하는
산업 내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V4의 대독일 교역은 완성차 제작을 위
6) 폴란드 상위 10대 수출업체에는 피아트, 폭스바겐 포즈난, 폭스바겐 폴란드 등 3개 자동차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체코의 경우는 스코다, 현대 자동차, TPA(토요타-푸조-시트로엥)
등 3개, 슬로바키아는 폭스바겐, 기아자동차, PCA(푸조-시트로엥), 콘티넨탈(Matador
Rubber), 콘티넨탈(트럭 타이어) 등 5개, 헝가리는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스즈키, 보쉬 등
4개가 포함되어 있다(Kotian et. al. 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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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독일 운송장비 수출/수입 변화(1999~2014년)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2015.

한 부품을 제공하는 ‘중간재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독일로부
터 들여온 장비나 부품으로 완제품을 조립해 이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단
순 조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6. 대독일, 대V4 수출품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

항목/연도 V4 수출품에 포함된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수출품에 포함된 V4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비율(%)
중간재 비율(%)
국가

1995

2009

1995

2009

폴란드

4.08

6.07

5.77

5.59

체코

8.45

9.75

5.53

5.82

헝가리

5.31

8.52

3.09

3.77

슬로바키아

4.63

7.02

3.68

4.20

자료: IMF 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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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독일의 V4 투자는 주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교역과 마찬
가지로 투자에서도 V4의 독일 의존도가 높은데, 2003년에서 2012년까지 FDI
누적액 규모를 살펴보면, 폴란드에 유입된 전체 FDI에서 독일 FDI 비중은
21.1%, 체코의 경우는 16.1%, 헝가리 30%, 슬로바키아 31.3%였다. 체코의 경
우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체코 국내로 유입된 전체 FDI 중에서 비제조업 분
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75.6%였고,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가 24.4%였다. 제조
업 분야 투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투자는 기계, 설비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3.3%였고 제철과 철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13.4%, 그리고 화학 분야
투자가 13.4%, 비철금속 7.6% 등이었다(Czech National Bank 1993~2014). 기
계, 제철, 철강과 화학 분야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결
국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전체 제조업 투자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표 7. V4의 10대 기업
(단위: 백만 유로)

매출
순이익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지분(국가, 지분, %)

고용
(명)

독일, 폭스바겐, 100%

23,700

체코, 재무부, 70%

5,872

체코 기업

분야

스코다 자동차

자동차

8,883

415

ČEZ

전기

7,930

1,310

현대 자동차

자동차

3,664

268

유니페트롤

화학

3,324

-56

폴란드, ORLEN, 63%

1,850

ALPIQ 에너지

전기

3,197

14

스위스, Alpiq, 100%

70

ČEPRO

석유, 가스

2,677

17

체코, 재무부, 100%

830

모라비아 스틸

금속

2,212

72

개인

298

콘티넨탈 바룸 자동차 타이어

1,975

137

독일, Continental AG

E.ON 에너지

에너지 공급

1,873

39

독일, E.ON

코플랜드

소매

1,756

46

독일, Kaufland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100% 2,585

3,600
160
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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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매출
순이익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지분(국가, 지분, %)

고용
(명)

22

폴란드, 재무부, 27.52%

21,565

7,913

296

-

43,000

석유, 가스

7,732

462

-

30,930

PGE 에너지

에너지 공급

7,256

997

-

41,195

GRUPA
LOTOS S.A.

석유, 가스

6,884

9

-

4,983

KGHM

광업

5,804

730

-

34,452

4,605

324

-

25,953

도매

3,981

53

-

11,208

폴란드 기업

분야

PKN Orlen

석유, 가스

27,406

제로니모
마르틴스

소매

PGNG

타우론 폴란드
에너지 공급
에너지
유로캐쉬
METRO AG

소매

3,664

-

-

20,580

피아드 폴란드

자동차

3,198

-

이탈리아, FCA Italy S.p.A.

3,422

헝가리 기업

분야

지분(국가, 지분, %)

고용
(명)

MOL

석유, 가스

18,181

-65

헝가리 정부

5,167

아우디 헝가리

자동차

5,856

314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10,337

GE 헝가리

금속

4,715

-82

미국, GE, 51%

8,884

MVM

에너지 공급

3,104

109

헝가리(국영), 100%

삼성

전자

2,491

63

대한민국, 삼성전자, 100%

1,780

로베르 부쉬

전자, 자동차

2,242

49

네덜란드

3,680

헝가리 텔레콤

통신

2,146

97

헝가리

7,396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다임러)

3,119

영국, 테스코

19,162

매출
순이익
(백만 유로) (백만 유로)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2,096

66

테스코

소매

2,023

-145

판루스가스

석유, 가스

1,6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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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매출
순이익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지분(국가, 지분, %)

고용
(명)

45

독일, 폭스바겐

9,400

4,677

-82

슬로바키아

8,884

자동차

4,447

231

대한민국, 현대기아 자동차

3,579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전자

3,144

97

대한민국, 삼성전자

1,914

슬로바키아
전기

에너지 공급

2,783

355

슬로바키아

4,591

U.S. 스틸

금속

2,203

-369

미국, US 스틸

10,458

PCA
슬로바키아

자동차

2,176

-

프랑스, PCA

3,512

슬로바키아
가스산업

석유, 가스

1,861

268

슬로바키아

942

테스코

소매

1,340

39

영국, 테스코

5,900

모비스
슬로바키아

자동차

1,089

17

대한민국, 현대모비스

1,611

슬로바키아 기업

분야

폭스바겐
슬로바키아

자동차

6,524

슬로브나프트

석유, 가스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자료: Coface Economic Publications 2014, pp. 14-20.

이처럼 V4 4개국은 모두 독일에 대한 교역 의존과 FDI 의존이 상당히 심
하다는 점과 독일과 중간재 공급망 및 단순 조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
조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독일 경제와의 동시성과 긴밀한 연
결성으로 양자를 상호의존의 관계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관계를 상호의존이 아니라 일방적 의존관계로 파악하고 독일이 중부유럽
에서 경제적 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며, V4 국가는 독일의 경제적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은 V4를 생산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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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4의 국가별 누적 FDI 유입 비율(2003~12년)

자료: OECD. StatExtracts, 2015.

전환하면서 특히 자동차, 화학산업 등을 자국에서 V4로 옮겨 V4를 자신의
주변부로 만들었다(Cienski 2013). 이러한 시각에서는 독일의 투자로 인해
V4 경제성장이 촉진되었고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국제수지가 개선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대 다국적 기업의 진입으로 국내의 산
업기반이 파괴되었고 경제가 종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의 주권마저 침
해당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전자의 시각이 옳건 후자의 시각이 옳건 최근 V4 국가는 독일에 대한 경
제적 의존 심화를 우려하면서 언제까지나 독일의 생산기지, 조립공장 역할
에 머무를 수는 없으며 단순한 조립공장의 역할이나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
에서 탈피해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마케팅, 디자인, 첨단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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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발을 통한 특화 그리고 교역 대상국과 교역 상품의 다각화 등의
분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Hill 2014).

나. 정치, 외교 관계
독일-V4 개별 국가의 양자관계에서는 언제나 비대칭성이 존재해왔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독일과 4개 국가 사이의 위상과 역할의 차이는 물론이고, 각국의
정책 차이와 상이한 목표가 명확히 존재해왔다. V4에서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일부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독일 외교정책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던 노이만(F. Neumann)의 ‘중앙유럽(Mittleeuropa)’ 개념이 다시
득세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Kurth 1995, pp. 386). V4 국가에 대한 소련(러시
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안보의 진공이
었던 이 지역에 대해 독일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다(Baun 2005, p. 372). 통일된 독일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명확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V4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직후 독일은 이 지역을 자신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적이 없었으며 동시에 중부유럽에서 헤게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경우 독일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거나 혹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영국이나 프랑
스가 옛 식민지에 느끼는 감정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Kiss 2010, pp. 82-8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V4의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은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이미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일정 부분 과거청산 시도가 있었지만, 정상적이고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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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독일과 V4 각국은 1990년 폴란드-독일 국경조약, 1991년 독일-폴란드 정치
조약,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독일 조약, 1994년 체코-독일 국경조약 등 정
부간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1997년에 독일-체코협회, 체코-독일
미래기금, 독일-폴란드, 독일-체코 교과서 위원회, 독일-체코, 독일-슬로바키
아 역사학회, 폴란드 바르샤바의 독일 역사회, 독일-폴란드 문화원 개설, 독
일재단과 괴테문화원 설립 등을 통해 민간 수준과 학계 수준에서의 관계 개
선도 모색했다. 당시까지도 여전히 독일은 V4를 ‘타자’로 인식하고, V4는
독일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양자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역사적 유산을 일거에 극복할 수는 없었지
만, 적어도 독일-V4 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 독일과 체코 사이 수데텐 독일인 추방문제와 베네쉬 선언(Beneš decree)에 대한 논란은 독일-체코 선언으로 일단락되었으며, 독일-폴란드 사이
의 국경 문제와 이 지역에 남아있는 독일인 문제는 소수민족에 대한 권리
보장과 국경선에 대한 불가침 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독일-슬로바키아, 독
일-헝가리 사이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고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비교
적 적었다는 측면에서 관계 개선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과거의 유산을 극복한 이후 독일-V4 사이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V4
의 EU 가입과 NATO 가입에 대한 독일의 지지 여부였다. 이를 위해 독일과
체코, 폴란드는 과거의 역사가 EU, NATO 가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는 기본적 합의를 도출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치적 영역에서 배
제하고(Handl 2012, pp. 110-111), V4의 NATO,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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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V4의 NATO, EU 가입은 양측 모두의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었다.
V4는 ‘유럽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독일은 경제적 진출을 위해
V4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원했다. 동시에 독일은 V4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부유럽에서의 독일의 패권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어 V4 진출에 신중했다. 독일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팽창주의적
이고 패권적이었던 중부유럽 정책, 즉 미틀에우로파(Mittleuropa)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V4를 공동의 틀 속에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에서 독일은 V4를 EU와 NATO에 가입시킴으로써 더
이상 미틀에우로파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독일의 패권화와 중
부유럽 질서 재편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려 했다(Handl 2013, p. 1).
독일은 V4의 NATO 가입을 주도함으로써 중부유럽에서 미국이 안전 보
장자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독일이 군사적으로 대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
임을 재확신시켰고 V4의 EU 가입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EU 전
체와 중부유럽 국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결국 독
일은 스스로가 중부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로 자처하면서 EU의 중부유
럽 확대를 ‘번영과 안정의 지대’를 넓혀가는 방안으로 제시했다(Rau 2002).
물론 이 과정에서 독일은 노동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공동의 농업정
책 제한, 환경과 사회적 기준 부과 등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지켰고,
스스로는 EU의 동쪽 변방에서 EU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
다(Handl 2012,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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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V4의 특화와 분산 전략
1. 경제적 특화와 분산
V4가 독일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에 대한 경제
적 의존도가 높고 독일 경제와의 동시성이 높은 상황에서, 독일이 V4를 더
이상 중간재의 공급망과 단순 조립망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기 때
문이다. 이 경우 독일의 투자는 V4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투
자가 이동한다면 그동안 독일과의 기업 내 교역, 산업내 교역에 의존하고 있
던 V4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V4가 더 이상
독일의 공급망과 조립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V4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결국 V4는 ‘제2의 디트로이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독일과 묶여있는 공급망과
조립망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V4 국가가 현재의 독일 공장 역할을 유지하고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의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와 첨단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Labaye 2013, pp. 6-7).
그동안 독일이 V4를 공급망과 조립망에 연결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V4의
지리적 위치, 유사한 산업구조, 낮은 노동비용 수준 그리고 다른 동유럽 국
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수준 때문이었다(IMF 2013, pp. 2-3).

7) “How to avoid becoming the Detroit of Europe?” 2013, SME(Au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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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4가 독일의 공급망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기의 이점을 계속
해서 유지해야 한다. 지리적 위치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수로 처리
할 경우 남아 있는 두 가지 요인은 낮은 노동비용 수준과 높은 생산성이다.
노동비용 수준(labour cost lebel)의 측면에서, 2000년 독일의 노동비용은
24.6유로로 벨기에와 덴마크의 27유로에 이어 유럽에서 둘째로 높은 수준이
었다. 같은 시기 V4의 평균 노동비용은 3.6으로 독일의 14.5% 수준에 불과
했다. 2014년에 와서는 독일이 31.4유로, V4 평균 노동비용이 8.7유로로 높
아졌다. 2000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V4 평균 노동비용 수준은 독일의
14.6%에서 2014년 27.7%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
리아와 루마니아의 노동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12.1%, 12.7%에 불
과하다. 노동비용 수준만을 고려한다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독일-V4 사
표 8. V4의 노동비용

연도

2000

2004

2008

2012

2013

2014

폴란드

4.2

4.7

체코

3.7

5.8

7.6

7.9

8.1

8.4

9.2

10.0

9.8

9.4

슬로바키아

2.8

4.1

7.3

8.9

9.2

9.7

헝가리

3.6

5.9

7.8

7.4

7.4

7.3

V4 평균

3.6

5.1

8.0

8.6

8.6

8.7

노동비용수준

독일

24.6

26.8

27.9

30.5

31.0

31.4

V4/독일 (%)

14.5

19.1

28.6

28.0

27.8

27.7

슬로베니아

10.9

11.2

13.9

15.6

15.3

15.6

발트3국

2.6

3.5

6.6

6.8

7.2

7.6

루마니아

1.5

1.9

4.2

4.1

4.4

4.6

불가리아

1.3

1.6

2.6

3.4

3.7

3.8

자료: “Labour cost levels [lc lci lev],” Eurosta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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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공급망과 조립망을 대체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V4 평균이 9.9로 독일의 25%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2.1로 독일의 28.2%로 높아졌다. 이 기간 불가리아
의 노동 생산성은 9.9%에서 11.5%로 상승했고, 루마니아는 11.2%에서
13.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향상 비율은 V4가 평균 1.22배 상
승해서 독일 1.1배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불가리아의
1.3배, 루마니아의 1.3배 보다는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V4가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같은 EU 후발
가입 국가에 비해서 노동비용에서는 불리하지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여
전히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를 통해 볼 때,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
표 9. V4의 노동 생산성

연도
노동생산성(€)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폴란드

8.2

8.4

8.6

8.8

9.0

9.1

9.8

10.2

10.4

10.6

체코

11.1

11.7

12.4

13.0

13.0

12.8

13.0

13.3

13.2

13.1

슬로바키아

10.1

10.4

11.0

11.8

12.1

11.8

12.3

12.6

12.8

13.2

헝가리

10.3

10.7

11.1

11.1

11.3

10.9

11.0

11.0

11.3

11.5

V4 평균

9.9

10.3

10.8

11.2

11.4

11.2

11.5

11.8

11.9

12.1

독일

39.4

39.9

41.3

42.0

42.0

40.9

41.7

42.4

42.6

42.8

V4/독일

25.2

25.8

26.1

26.6

27.0

27.3

27.6

27.8

28.0

28.3

슬로베니아

17.0

18.2

19.3

20.1

20.1

20.1

20.6

21.4

21.3

21.4

발트3국

7.2

7.6

8.1

9.0

8.7

8.6

9.3

9.6

9.9

10.1

루마니아

4.4

4.6

4.9

5.2

5.6

5.4

5.3

5.4

5.4

5.6

불가리아

3.9

4.0

4.1

4.3

4.3

4.3

4.5

4.7

4.8

4.9

자료: “Labour productivity - annual data [nama aux lp],” Eurosta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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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V4의 노동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생산성 수준은 이보다는
더디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V4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투자를 계속해서 유
인하고 독일-V4 사이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 수준의 장점
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분야에서의 특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IMF
2013, p. 9).
2011년을 기준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V4 국가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은
체코와 헝가리가 47%로 가장 높으며, 슬로바키아가 42% 그리고 폴란드가
36%를 차지하고 있다(Foster-McGregor and Stehrer 2013, p. 356). 한편 V4
국가의 수출입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오히
려 줄어들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2004년에 EU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3.9%에서 2013년 8.4%로 크게

표 10. V4의 수출입에서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EU-이외 수출

대상/연도
국가

2004

2008

EU 내부 수출
2013

2004

2008

2013

폴란드

3.9

5.0

8.4

2.0

3.9

5.9

체코

18.1

16.9

18.3

12.4

12.2

12.4

헝가리

23.9

31.1

19.5

17.9

14.5

12.8

슬로바키아

3.9

5.2

10.1

2.5

4.9

9.3

EU-이외 수입

대상/연도
국가

EU 내부 수입

2004

2008

2013

2004

2008

2013

폴란드

10.7

8.9

10.4

8.5

9.5

10.2

체코

23.6

21.3

24.9

12.2

10.9

11.6

헝가리

33.1

26.2

26.4

12.5

11.4

11.1

슬로바키아

12.3

8.7

19.8

8.5

9.8

14.9

자료: Éltető 201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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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 EU 내 수출도 2%에서 5.9%로 급증했지만 비율 자체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체코의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헝가리는 오히려
첨단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
품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
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V4는 독일과의 공급망과 조립망을 통해 독일의 첨단
기술 이전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독일-V4 공급,
조립망이 값싼 노동비용과 단순 기술력을 이용한 조립이나 부품 생산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여기에서 벗어나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
적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V4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단순한 공급, 조립망이 아니라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량 생산을 위한 대량 고용, 즉 노동집약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인 분야로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V4 국가는 미래성장 동력 분야를 에너지 효율성,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와
IT 솔루션, 제약, 의료산업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8) 이러한 분야는 대량고용
과 대량생산은 불가능하지만 단순한 조립, 가공 기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
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의 이동, 즉 독일-V4 공급망의 상층부로의 이동을 꾀
하고 서비스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분야이다.
둘째, 자본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획기

8) 최근 V4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V4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산업분야로 에너지 및 설
비, IT, 통신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뒤를 이어 제약과 의료, 소매업, 엔지니어링,
금융과 보험 등이 차지했고, 현재 V4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화학, 금속 등은 향후 서서히 그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oland Berger 2010.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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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조업 수출과 부가가치(2011년 기준)
수출
부가가치

총수출 전체 산업 부가가치
총수출

FVAIT

(1억$)

VAcFE

(% of 총수출) (% of 총수출)

제조업 수출 전체 산업 부가가치
GVC

총수출

FVAIT

(1억$)

VAcFE

(% of 총수출) (% of 총수출)

GVC

폴란드

226,831

34.3

23.8

58.2

175,604

38.6

26.5

65

체코

164,829

46.5

21.2

67.7

135,387

51.9

22.4

74.3

헝가리

114,320

46

19.2

65.2

83,271

53.5

22.5

76

슬로바키아

62,822

42

25.2

67.3

51,398

47.2

26.8

73.9

6,745,388

31.7

22.8

54.5 6,876,628

35.7

25.3

61

EU27
수출
부가가치

총수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총수출
FVAIT
VAcFE
GVC
(1억$) (% of 총수출) (% of 총수출)

총수출
FVAIT
VAcFE
GVC
(1억$) (% of 총수출) (% of 총수출)

폴란드

946,91

35

24

59

89,293

33.3

23

56.3

체코

84,139

45.1

22.1

67.2

81,199

44.3

20.9

65.2

헝가리

52,144

44.6

21.4

66

48,922

43

20.8

63.8

슬로바키아

29,831

42.6

25.8

68.3

28,885

41.5

24.3

65.7

3,872,546

28.6

24

52.6 3,728,727

27.1

22.4

49.5

EU27

자료: Robert Stehrer and Roman Stöllinger(2015), “The Central European Manufacturing Core:
What is Driving Regional Production Sharing?” FIW-Research Reports 2014/15, p. 19.

적으로 많은 R&D 지출이 필요하다. GDP에서 차지하는 R&D 지출 비율은
2014년 기준 체코가 1.91%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는 0.8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 전체의 R&D 지출 금액은 물론이고 독일의 전체 R&D 지
출이 GDP 대비 2.85%인 것과 비교하면 V4의 R&D 지출은 상당히 낮은 수
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R&D 지출 규모는 1,060억 7,700만
달러인데 비해, 폴란드 83억 달러, 체코 60억 달러, 슬로바키아 13억 달러,
헝가리 35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1인당 R&D 지출로 환산하면 2012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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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4의 R&D 지출(% of GDP)

자료: “Total intramural R&D expenditure (GERD) by sectors of performance”, Eurostat, 2015.

준 독일의 1인당 R&D 지출은 653.9유로였는데 비해, 체코는 154.2유로, 헝
가리는 99.2유로, 슬로바키아 52.2유로, 폴란드 39.4유로에 불과했다. 따라서
V4가 현재와 같은 단순 조립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적 구
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V4 각국의 R&D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로-존, 특히 독일의 경제 회복으로 V4의
경제성장이 동반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생산성을 획기적
으로 높이든지 아니면 투입 요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Müuhlberger
and Körner 2014, p. 8),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R&D라 할 수 있다.
V4는 투자와 교역의 파트너를 분산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V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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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상호 교역과 투자는 물론,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이머징 마켓과의
보다 협력적인 파트너관계를 모색하거나 일본,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
여 기존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 있
다(Cienski 2013). 최근 V4와 러시아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측면이나 러
시아,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V4 각국 정부는 수출입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개별 기업임을 인정하면서
도, 소규모의 개방 경제라는 특성상 지속가능한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는 수출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
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체코는 2013년 산업통상부를 통해 ‘수출전략 2012-2020(Exportní strategie
ČR 2012-2020)’을 제시하면서 수출 다각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
는 12개국의 ‘우선국가’와 26개국의 ‘이해국가’를 선정해 이 국가로의 수출
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9) 각 국가에 대한 수출 활성화
행동계획, 수출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금융 및 개발협력 자원 마련 등 10
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수출 다각화 전략으로 2012년에
는 대EU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82.7%에서 80.8%
로 줄었고, 12개 우선국가로의 수출은 9.2%에서 11.2% 증가했으며, 26개의
9) 12개의 우선국가에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
아, 터키, 미국, 멕시코, 베트남, 이라크가 포함되며, 26개의 이해국가에는 유럽에서는 스위
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프리카의 앙골라, 이집트, 모로코, 에티오피
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리아, 세네갈이 포함된다. 서남아시아와 아시아, 대양주 국
가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호주가 그리고 북
남미의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이 포함된다(Ministerstvo průmyslu a
obchod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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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4의 대중국, 대러시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urostat, 2015.

이해국가로의 수출은 5.4%에서 5.6%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 체
코 정부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 대EU 수출은 전체의 83%로 2014년의 82%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대
독일 수출은 7% 증가했다. 수출 다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EU, 특히 대독
일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EU의 중부와 북부국가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서, 체코 제품(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0)
10) 정부의 수출 다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대EU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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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도 수출 다각화를 위한 전략인 소위 ‘동방 개방(Eastern Opening)’을
새로운 외교, 통상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헝가리의 대EU 수출
이 전체 수출의 75~7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시장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FDI 역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Molnár 2015). 우르반(Viktor Órban) 총리와 외
교통상부 장관 페테르(Szijártó Péter)는 특히 대중국, 대러시아 교역에 역점
을 두고 있으며,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쿠바와도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헝가리는 대중국 수출에 집중해 2014년
전년대비 8% 증가한 22억 유로를 기록했고, 중국과 헝가리 사이의 직항노선
을 개설하고 중국 곳곳에 무역관을 개설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헝가리
투자도 급증했는데, 120억 유로 규모의 원전 플랜트 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가 대표적이었다. 동시에 헝가리는 가스 공급을 안정화하고 러시아 예
카테린부르크, 카잔, 로스토프, 상트 페테스부르크 등 4곳에 헝가리 무역관
을 설치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역, 투자관계 증진을 핵심 통상전략으
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방 개방’ 전략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이 국가로의 수출은 5% 증가하는 데 그쳤다(Molnár 2015).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5년 ‘슬로바키아의 외교 및 유럽정책 어젠다’를 통

다른 이유는 체코 기업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
출 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체코 산업통상부에서는
2014년 이후 수출전략에서 우선국가인 러시아와 이해국가인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고조
되면서, 이 두 국가와의 교역이 줄어든 것이 대EU 수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Despite
efforts to diversify, dependence on exports to EU growing,” Radio Praha (Jun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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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4 사이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st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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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출시장과 수출분야의 다각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에
서 EU 시장 의존도를 중시하면서도 인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등의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of the Slovak Republic 2015). 부총
리겸 외무-유럽부 장관 라이착(Miroslav Lajcak)은 2015년 2월 언론 인터뷰
에서 수출의 85%가 EU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수출 다각화’이며,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새로
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슬로바키아는 EU의 상황에
아주 의존적(종속적)이기 때문에, 견실한 슬로바키아 경제에도 불구하고 유
로-존 위기로 슬로바키아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
정적인 효과를 극복하는 길은 비-EU 국가로의 수출 다각화라고 강조했다.11)
폴란드의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수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
무부는 ‘아시아로의 축 이동(Pivot to Asia)’를 언급하면서, 대러시아 경제제
재로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이 막히자 중국, 인도, 터키, 이란, 알제리 등으
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2015년 4월 농무장관 사비츠키(Marek Sawicki)
는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수출 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EU 이외
의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는 다른 V4 국가와 비
교해 대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는데,
2015년 1~2월 대러시아 수출액은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 줄어들었

11) “Diversification key to Slovakia’s economic growth, says exec,”(2015), Philstar (Februa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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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같은 기간 EU로의 수출은 8.7% 증가했고, 중국, 인도, 터키 등으로의
수출이 20.9%나 증가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12) 따라서
폴란드의 경우는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출 다각
화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V4 국가는 독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전략으로 기존 단순 조
립망과 부품 공급망의 구조를 보다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조립망과 공급망으
로 재편하고 독일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립망과 공급망에서의 위치 변화를 특화전략으
로 본다면 수출 다각화는 일종의 분산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정치, 외교적 특화와 분산
2004년 V4의 EU 가입을 전후해 독일과 V4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화된 양자관계’라 할 수 있다(Handl and Hyde-Price 2000, p. 71). 독일
과 V4 개별국 사이의 커다란 정치, 경제적 비대칭성으로 독일-V4의 일 대
일 관계가 V4를 통해 좀 더 대등한 관계로 진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독일은 V4 개별국가와의 양자관계를 선호하고 독일-V4 관계를 독일과
V4 개별 국가와의 관계의 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Lang 2012, pp.
10-12). 동시에 V4 국가 사이에도 공동의 외교, 안보 노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13) 독일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독일-개별 국가의 양자관계를 유지
12) “Eksport żywności: Polska stawia na Chiny, Algierię, Turcję, Indie i Iran,”(2015), Wprost
(April 21).
13) 1991년 설립된 이후 V4는 EU와 NATO 공동 가입 목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별 국가의 이
해와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에, 공동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동안 V4 사이에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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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독일-V4 개별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독일-폴란드 관계이다. 지
난 카진스키(L. Kaczynski) 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었지
만, 폴란드는 V4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 창구
가 열려있는 국가이다. 반면 다른 세 국가와의 관계는 상당히 공식적이며,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우르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헝가
리 관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유로회의주의 경향이 강한
체코와 독일과의 관계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1992~98년까지
슬로바키아의 메치아르(V. Mečiar) 정권 시기 그리고 2006년 이후 SMER의
피초 정권 시기 슬로바키아의 친-러시아 경향으로 독일-슬로바키아 관계 역
시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V4는 ‘V4+’라는 틀로 여러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V4+독일’의 협력은 없었으며, 독일과 V4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0년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메르켈(A. Merkel) 정부에
와서는 독일-V4 관계가 이전보다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11년 2월 메
르켈은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V4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3월에는 독일 외
무장관이 V4 외무장관 회담에 참여해서 EU의 새로운 인접국 정책에 대해
공동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다 최근인 2013년 V4 정상회담에 메르
켈과 프랑스의 올랑드(F. Hollande)가 참석해 독일-프랑스-V4의 방위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비세그라드 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방위산업

의 조건보다는 갈등의 조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V4가 국제적인 협력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협력 포럼
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김신규 2015, pp. 47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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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논의했고(Visegard Group 2013a), 같은 해 열린 V4+독일+프랑스 국
방장관 회담에서는 NATO의 ‘스마트 방위(Smart Defence)’와 ‘공동출자와
공유(pooling and sharing)’ 개념의 실천을 강조했다(Visegard Group 2013b).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협력 방안은 V4+독일 사이의 양자협력이
라기보다는 EU 내에서의 협력 혹은 ‘V4++’ 협력의 틀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유로-존 위기와 러시아-조지아 분쟁, 2014년 이후 러시아-우
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독일의 영향력과 주도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독일은 다른 국가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
했다. 독일의 문제 해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
드만으로는 독일이 현재 EU가 해결해야 할 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Lang 2012, p. 24), 독일은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은 공동의 EU 정책(EU의 심화 및 제도개혁), 공동의 정치적 이해
(EU-러시아-EaP 및 지중해인접국정책), 공동의 경제적 이해(독일 및 EU의
지속가능한 발전)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파트너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계속
해서 V4에 접근하고 있다. V4가 독일의 파트너로 참여할지 아닐지는 개별
국가의 이해에 따라 그리고 V4 공동의 목표와 이해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V4 스스로도 그동안의 유로회의주의(euro-scepticism)
경향과 친-러시아 정권으로 인해 생겨난 EU 내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새로
운 EU의 남북 분리를 고착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로는 ‘V4+독일’의 틀에서 독일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치, 외교적인 특화 방법이다.
현재까지 독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러시아 정책에서 폴란드가 적극적으
로 독일의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다. 폴란드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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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NATO 군의 폴란드 전
진 배치, 독일-프랑스-폴란드 사이의 바이마르 트라이앵글 활용, V4 전투군
창설 등을 주도하고 있다. 폴란드는 향후의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바이마
르 트라이앵글을 폴란드의 최우선 외교, 안보의 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Gotev et. al. 2015). 이에 독일은 바이마르 트라이앵글과 2016년 창설 예정
인 V4 공동의 전투군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EU의 독자적인 안보, 방위 정책
을 구상하고 있는데, V4 국가의 참여 여부 역시 독일에 대한 정치, 외교, 안
보적 특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편 V4 4개국이 실천공동체로 발전하여 국제관계에서 특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V4는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V4는 국제기구라기보다
는 각국 정상간의 협의를 위한 포럼에 불과하지만, 1991년 처음 등장한 이후
몇 가지 측면에서 단일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해왔다.
현재까지 V4의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협력의 첫째 시
기인 1991~93년까지는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코메콘이
해체되면서 중부유럽 국가간의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중에
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문제는 각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철군 문
제였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협력을 위한 핵심 어젠다였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어진 둘째 협력시기에는 NATO와 EU 가입을 위한 공동의 대
응이 그리고 EU 가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EU 내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V4 국가가 처해있는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 문제와 EU의 에
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동유럽, 코카서스 지역 6개 국가
에 대한 EaP 정책이 협력의 어젠다였다(김신규 2012, pp. 3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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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비세그라드 협력의 시기별 목표

구분

시기

공동의 이해와 목표

1기 협력

1991~93년

공산체제 붕괴 이후, 새로운 안보 극복, 대소 대응

휴지기

1993~98년

협력 중단

2기 협력

1998~2004년

NATO, EU 가입

3기 협력

2004~14년

공동의 에너지 안보 및 EaP

자료: 김신규 2012, pp. 330~340 재구성.

V4가 EaP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V4
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의 유입 루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
크라이나를 향후 동유럽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중장기적인 전략도
V4 국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V4의 입장에서
는 EaP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스로가 EU에서 특화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려고 하며, 동시에 여기에는 지중해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EU의 인접국 정책을 분산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EaP에 대해서 V4 내부의 의견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개별 국가
로서의 영향력보다는 4개국 전체로서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V4의 분
열로 EaP에 대한 특화와 분산 전략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폴란드의 경우는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국으로 상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있어 V4 공동의 동유럽 정책을 조율하
려 하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러시아를 적대국이 아닌 협력의 파트
너로 인식하고 있어 독일과 폴란드 주도의 공동의 동유럽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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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서 4개국 중 러시아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14) 반면 체코, 슬로바
키아, 헝가리는 경제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믈라덱은 체코의 기본 목표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유지하는 것이며, 체
코의 수출 다각화 전략에서 러시아가 핵심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로의) 수출 다각화가 많은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Czech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013).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 역시 의미 없
는 EU의 제재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헝가리의
우르반 총리 역시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러시아보다는 EU에 더 큰 피
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서방세
계와 EU의 결정은 ‘자기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Dangerfield
2105, p. 2). 우르반은 더 나아가 EU의 경제제재가 한창이던 2015년 2월 푸
틴(V. Putin)을 헝가리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Deák 2015).
이런 측면에서 과연 V4가 정치, 외교 분야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
을지는 의문이다.15) 이미 EaP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EU와 NATO에 가
입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이 실패한 가운데, 더 이상 외교, 안보분야에서 V4

14) 다른 3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반해, 폴란드는 정치와 경제
를 하나로 묶어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폴란드의 대러시아 강경 노선은 폴란드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EU의 경제 제재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EU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체 사과 생산량의 56%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
번 조치로 인해 사과 수출에서만 약 5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Markovic 2014).
15) 독일은 폴란드를 반러시아 국가, 헝가리를 친러시아 국가, 슬로바키아를 방관자 국가 그리
고 체코를 일관성 없는 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체코의 경우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러시
아를 안보 위협국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부에서는 러시아를 독일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투자, 교역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Handl 2014; Groszkows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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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총리의
비민주적 성향과 체코의 폴란드 견제 등은 향후 V4 협력의 존립마저 위태롭
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동안 V4는 EU에서 독일의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경제적 영향력에 비

표 13. V4의 동유럽 정책(EaP)

최우선 국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체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우크라이나,
몰도바

최우선 이슈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 우크라이나, 벨라루
스와 국경선 면함
∙ 전략, 안보이해
∙ 역사, 문화 관계 강함 ∙ 국내정당들 사이에
∙ EU, NATO 통합
∙ 소수민족(우크라이 동유럽에 대한 전략
∙ 민주화
나, 벨라루스의 폴란 적 차이 없음
∙ 경제협력
드인, 폴란드의 우크
라이나, 벨라루스인
∙ 인권증진
∙ 정당들은 동유럽 중
∙ EU 통합
∙ 우크라이나와 국경 요치 않음
∙ EU, NATO 가입 이후
∙ 경제협력
선 면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 인 ∙ 역사, 문화 관계 약함 지역에 대한 증요성
증가
이민
∙ 동유럽 정책은 국내정
∙ 우크라이나와 국경 치 상황에 따라 변동
∙ 에너지안보
∙ EU, NATO 가입 이후
선 면함
∙ EU 통합
∙ 역사, 문화 관계 강함 지역에 대한 증요성
∙ 경제협력
증가
∙ 동유럽에 대한 정책
은 국내정치 상황에
∙ 우크라이나와 국경
∙ 경제협력
따라 변동
선 면함
∙ 지역협력
∙ 우익정당은 지역협력,
∙ UK내 헝가리인 ∙ 소수민족(우크라이
소수민족 문제 집중
∙ EU 통합
나의 헝가리인)
∙ 좌익정당은 경제협
력 집중

자료: Ananicz and Sadowski 2012, pp. 296-29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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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대칭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DGAP Berlin 2014, p. 24) 독일
의 EU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향후 이러한 특화된 역할도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의 EU-러시아 사이의 대립으로 그동안
V4 국가가 견지하고 있던 공동의 외교적 대응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
드를 한축으로 그리고 나머지 3국가를 다른 한축으로 친-EU 대 친-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EU-러시아 대립으로 V4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장기
화는 V4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가입 이후 V4와 러시아 사이의 경제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독일을 제외한 경제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V4의 입장에서 EU-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결코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가 오히려 V4의 정치, 외교분야에서의 특화
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화를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V4가 EU-러시아의 갈등관계를 중재할 수 있다
면, 정치,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V4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헝가리 우르반 총리와 러시아 푸틴(V. Putin)의 정상회담, 슬로바
키아 피초와 푸틴의 정상회담이 EU-러시아 관계 진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
었다. 그러나 우르반-푸틴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헝가리-러시아 사이의 협력강화와 친선관계 증진이 주 안건
으로 상정되었다. 피초-푸틴 회담에서는 더 나아가 슬로바키아-러시아 사이
의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이 논의되었다(Nič 2015, Hegedüs 2015).
그동안 독일은 V4 국가와의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과 과거에 대한 책임의
식, 경제적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원조 및 EU 가입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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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지했었고 현재 V4 국가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슬라브인이라는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화석 연료
의 독점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V4는 서쪽의 독일에는 경제
적 의존관계를 그리고 동쪽의 러시아에는 에너지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Kretschmer and Holzwart 2009) 대단히 취약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둘 중 어느 하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V4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적
인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V4의 특화전략은 독
일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 대한 특화전략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독일)-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특화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EU-V4-러시아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해야
하는 V4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EaP 정책과는 별도로 서부발
칸 지역에 대한 EU 가입을 추진하여 EU 통합의 심화와 확대의 어젠다를 분
산한다면 EU 내에서 V4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1989년 체제전환 이후 V4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독일에 달려있었고, 현재
의 경제정책이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
다. V4 국가는 독일 제조업의 공급망과 조립망으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부가
가치가 낮은 원자재, 중간제품 등을 공급하는 망에 묶여 있을 것이다. 결국
V4의 경제는 독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독일의 투자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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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 특히 독일 의존은 각국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V4는 점차 독일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경제모델과
전략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수출 다각화 전
략, 헝가리의 동방 개방, 폴란드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과 같은 정책
이 바로 그러한 시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V4 각국은 독일로의 수출이라는 하나의 파이를 두고 각국이
같은 산업구조로 경쟁하는 것이 더 이상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동
력이 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V4 국가가 자체
적인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공급망과 조립망의 상층부로 이동해서 중
간재 생산이나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이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중장기적인 과
제이기 때문에, V4는 수출 다각화를 통해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
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제재와
맞물려 V4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각국은 더욱 적극적
으로 교역 대상국과 투자유치 대상국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V4 국가가 정치, 외교와 경제적으로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독일-러시아 사이에서 하나를 선
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결국 V4가 독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는 EU-러시아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
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만약 EU-러시아 사이에서 V4가 가교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EU, 특히 독일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어
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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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증가와 이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을 통해 자생적인 기술혁신과 공정혁신
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V4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현재의 독일-V4 공급망
과 조립망을 유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R&D 투자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출 대상국 다각화와 독
일-개별국보다는 ‘V4+독일’의 형태로 경제적, 정치적 비대칭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V4 국가 사이의 관계가 현재의 실용적, 단기
적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V4 협력에서 내세웠던 EU, NATO
공동 가입 어젠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V4 정상들이 합의했던 ‘EU 내에서의 협력’과 같은 추
상적인 어젠다는 더 이상 V4 국가의 발전과 협력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하
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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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 터키공화국을 포함해서 중동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슬람은 그 평가
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외교의 중심에서 가
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전형적인 종교적 신앙을 뛰어 넘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며 중동 사회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이
며, 철학이고 경제 원리이며 동시에 통치 수단으로 존재한다.
7세기 초 중동에서 탄생(A.D. 622)한 이슬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부의 도전을 받아오면서도 이슬람 고유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급진적으로 발전 변모된 서구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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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그리고 사상 체계와 만나게 된 이슬람 세계는 전에 없었던 심각한 도전
을 받고 예기치 못했던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중동 무슬림
은 이슬람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이전 그들의 핵심이었던 이슬람법
의 재검토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 무슬림은 서구 유
럽을 기준으로 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 요인을 이슬람의 근본으로부터 멀어짐을 그 원인
으로 여기면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서구문명의 거부와 근본 이슬람으로의 복
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들의 두 주장은 아랍 민족주의1)와 이슬람 근본주의2)로 나
1) Arab Nationalism: 아랍인이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 혹은 국가를 구성하고, 하나의 정부를 가
져야 한다는 주장. 여기서 ‘아랍인’이란 아랍 지도자 회의의 결정에 의하면 ‘아랍 국가에 살
고, 아랍어를 사용하며 아랍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아랍인이라 여기
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랍 민족주의는 아랍인의 통합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범아랍주의
(Pan-Arabism)와 관련되어 있으나 아랍 민족의 통합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랍 국가의 독립,
국민 통합, 중동에 대한 서구의 개입 차단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랍 세계의 통합
을 주창하는 범아랍주의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아랍 민족주의적 정치 사조가 등
장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였는데 당시 아랍 지역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일부였으며 오스
만 튀르크 정부는 제국 내 다양한 민족의 종교, 언어, 관습 등을 인정하며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만 튀르크 정부가 근대화 개혁을 거치며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서 아랍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자치권이 묵살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의 한 방법으
로 민족주의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
method=view&MAS_IDX=101013000907087(검색일: 2015. 5. 15).
2)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 이슬람교에서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 원래의 이슬
람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슬람 교리를 정치·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
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슬람화 운동을 말한다.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
개혁운동, 이슬람정통주의라고도 한다. 쿠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은 이미 9세
기경 압바스 왕조 시대부터 있었으나 전통적이고 과격한 이슬람 신자를 이슬람근본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40년 이후이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슬람원리주의라는 말로
자주 쓰인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부흥 운동, 이슬람화 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은 서구 열강이 중근동에 진출한 이후 전통 이슬람이 외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내부적으로 부패·무능하여 이슬람 세계의 파탄을 가져온 데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그
처음은 와하브파의 순수 이슬람 정신을 계승한 1920년대 말의 무슬림형제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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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이중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
동을 중심으로 전 이슬람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편 20세기 이전까지
만 해도 중동 아랍 세계 안에서는 서구 자유주의 사상과 가치관을 수용하여
이슬람 세계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소위 ‘조화론’(Harmony theory)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부터 서구 열강의 끊임없는 간섭과 개입으로
그들은 깊은 배반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기대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게 되자 이 조화론의 기반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이슬람 또는 아랍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알라의 가르침
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면서 마침내 아랍 민족주
의를 대신하여 이슬람 근본주의가 정치적 힘을 입고 등장하게 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념체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슬람 정통주의로의 복귀를 지지한다. 이는 과거에 화려했던 이슬
람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 기독교인의 강대함에 대한 무슬림의 상대
적인 무력함에 대한 분노, 역사의 현 흐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1979년 이란의 ‘호
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1902~89)가 이슬람 혁명에 성공하면
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 세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크게 고무시키

이후 이슬람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가 1950∼60년대에 일시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팔레비
왕조를 타도한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으로 다시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원리주의자들은 현재
의 세속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을 헌법으로 삼는 이슬람공화국의 창설을
최대 목표로 하며, 초대 이슬람교의 순결한 정신과 도덕 회복을 위해서는 쿠란과 순나
(Sunnah)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리
주의자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신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반(反)외세, 특히 서구적인 정치
사상과 사회제도를 경원시하여 이를 배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www.doopedia.co.kr/
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5289(검색일: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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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이슬람의 시아 무슬림이 이 운동을 주도하였
으나 최근에는 분파적 종교운동을 뛰어넘어 수니 무슬림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의 지지 세력들은 이슬람 근대화의 실패로 인한 경제침체, 정
치 불안, 이슬람의 도덕적 가치관 붕괴 등으로부터 발생한 체제에 대한 좌절
감에 원리주의 운동을 자신들이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이념으로 간
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이슬람 세계에서 힘을 얻게 되자 자연스럽게
서구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게 되었고, 서구 침략의 앞잡이처럼 오인된 기독
교에 대한 박해도 점차 심해지게 되었다. 최근 중동에서의 핵심 사안은 이른
바 ‘이슬람국가(IS)’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주의
에 대한 상호 구별과 이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IS’의 탄생 배경도 바
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터키공화국은 비록 수백 년 동안 중동에서 오스만제국이라는 이름으
로 이슬람세계의 리더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건
국(A.D. 1923) 때부터 중동의 아랍 국가와는 달리 매우 강한 탈脫 이슬람화
와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시작된 국가이다. 이는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임
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슬람의 정치 개입 불허가
헌법에 명시된 매우 특이한 국가 형태라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20세기 말부
3) 터키공화국 헌법 제1조 2-4항. “Türkiye Cumhuriyeti, toplumun huzuru, millî dayanışma ve adalet
anlayışı içinde, insan haklarına saygılı, Atatürk milliyetçiliğine bağlı, başlangıçta belirtilen temel
ilkelere dayanan, demokratik, lâik ve sosyal bir hukuk Devletidir... (중략) ... 2 nci maddesindeki
Cumhuriyetin nitelikleri ve 3 üncü maddesi hükümleri değiştirilemez ve değiştirilmesi teklif
edilemez(터키공화국은 사회의 안녕, 국민의 결속,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 세속, 사회 법치
주의 국가이다... (중략) ...상기 제2항의 공화국 성격은 변경될 수 없으며, 또한 변경을 위한
청원도 있을 수 없다).” www.tbmm.gov.tr/anayasa/anayasa82.htm(검색일: 2015. 5. 20).

∙ 422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과 터키 이슬람 연구

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터키 국내의 경제 악순환 속에서 등장하게 된 현
집권당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 ‘정의발전당’, 이후 ‘AKP’로 표기
함)는 강한 이슬람 성향을 가지고 사선四選의 13년째 연정이라는 초유의 사
태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터키 국내외 정치에서 그 핵심자리를 지키고 있
다. 이는 터키 국내적으로는 공화국 건국이념에 대한 매우 강한 도전인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외교에 있어서 터키의 입지를 다지는 결과를 낳으
면서 향후 그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중동의 최대 사안으로 등장한 이슬람의 두 거
대 종파인 수니와 시아 갈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안에 현 터키 이슬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중동 이슬람 종파의 상호 갈등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핵심 쟁점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슬람 양대 종파인
수니와 시아의 탄생과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이 양대 종파에서 갈등
의 핵심 쟁점을 연구해볼 것이다. 또한 최근 중동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
는 소위 ‘이슬람국가’(IS) 사태도 함께 연결하여 연구해볼 터인데 이는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 종파 갈등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제3장에서는 터키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첫째로 중국 변방에서부터 시작된 터키인의 서진운동을 통해 이슬람의
접촉, 충돌 및 수용 과정을 먼저 알아볼 것이다. 둘째로는 중동의 아랍 이슬
람에 비해서 터키 이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같은
중동의 이슬람이지만 아랍 이슬람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다. 본
장의 마지막에서는 터키 내 가장 골이 깊은 종파갈등으로 알려진 수니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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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분파인 ‘알레비’의 갈등문제를 다루면서 아랍 이슬람과의 차이점을 연
구할 것이다.
이후 본고의 마지막인 제4장에서는 중동 이슬람권 안에서 터키 이슬람이
보인 개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는 동일한 이슬람을 추구하면서도 아랍
이슬람과는 다른 터키공화국만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터키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터키의 매우 급진적인 정체성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이어 터키공화국의
건국이념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한 정치 이슬람 성향을 가진 현 집권
당(AKP)의 개혁에 대해 연구할 것인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만 그
한계를 두고 연구할 것이다. 터키의 현 집권당인 AKP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
은 2011년과 2012년에 필자가 이미 연구하여 게재한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
을 것이다.4) 아울러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 중동 사태에서 터키 이슬
람의 역할 수행에 관련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즉 지금까지 연구된 터키 이슬
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최근 중동에서 나타난 이슬람 종파 갈등에
서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피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본고
를 마무리할 것이다. 참고로 본고는 이슬람교 중에서 중동지역의 수니와 시
아 이슬람에 한하여 터키공화국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4) 김종일(2011),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KIEP 전략지역 심층논문; 김종일(2012),
“터키 안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체성 변화 연구(2002-2012)”, 중동문제연구, 제11권 4호, 중
동문제연구소,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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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동의 이슬람 종파 갈등
지금 세계는 이전 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커다란 경계의 대상이었던 ‘공산
주의’가 무너짐에 따라 뒤에 남게 된 거대한 두 이념의 충돌이 본격화되었
다. 바로 ‘비非자본주의’의 이슬람과 ‘자본주의’의 기독교가 그것인데 이 두
이념이 이제 중동에서 만나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며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
고 있다. 한편 이슬람 세계는 이슬람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재건하
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슬람은 지금 ‘세계 비전’을 가지고 매우
독특한 정치와 사상으로 서구적 가치 체제와 제도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기 시작한 두 사건이 바로 1979년 이란 ‘호메이니’
에 의한 이슬람혁명과 1991년 중동 걸프 전쟁이었다. 이슬람혁명을 통해 등
장한 ‘호메이니’는 당시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았으
며, 1980년 이란-이라크 중동 전쟁을 통해 서구 세력에 맞섰던 그는 전 세계
에서 폭발적인 이슬람 종교 부흥을 이끌기도 하였다. 한편 서구 열강에 도전
하여 이슬람의 존재를 과시해준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1937~2006)
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이슬람 근
본주의 운동의 확장과 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전호진 2005, pp. 51~53).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슬람법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움마’ 즉, 이슬람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이고도 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슬람의 교리와 가르침은 이슬람 사상을 넘어 사회적 사상이
며 규범이고 또 그 공동체(혹은 국가)의 실정법이 될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최근 중동의 이슬람에 의한 급진적 저항운동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러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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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러라기보다는 근대 이슬람의 정치사상 발달 및 이슬람 운동과 같은 맥
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브라
함의 두 이복 아들 이스마일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형제의 갈등이 현 중동
에서의 유대교와 이슬람의 커다란 비극의 시작을 초래했다고 본다면, 무함
마드 사후 이슬람의 계승을 놓고 혈통과 선출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충돌
이 지금 중동 최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이슬람의 급진적 성향은 서구 문명의 팽창과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그들의 하나의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 개혁을 통
해 서구 세력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던 이슬람은 그 결실을 볼
수 없게 되자 운동의 방향을 급진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범이슬람운동은
무슬림의 봉기와 지하드(Jihad, 이슬람의 성전聖戰)의 확대로 이어져 나갔다.
뒷장에서 지하드 부분을 따로 다룰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이 주장하
는 원래 지하드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인 비非가시적 투쟁을 의미한
다. 그래서 현재의 폭력적인 가시적 지하드를 이슬람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이슬람의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지하드는 분명 존재했었다. 그
러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압박받았던 다수의 무슬림이 존재했었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무슬림의 항거는 지금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무질서와 새로운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슬람 안에서의 내부적 변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Wahhabi)5)나 아프가니스탄의 ‘알 아프
5) 이슬람의 청교도적 운동인 와하브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함(참고: 다음백과 ‘와하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2212a(검색일: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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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Jamal ad-Din al-Afghani)6) 같은 보수적 범이슬람주의와 무슬림 형제
단이나 알 카에다 같은 급진적 원리주의자에 의한 변화이다. 또 다른 하나는
터키의 아타튀르크(Atatürk)를 통해 나타난 세속주의 이슬람이나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7) 등과 같은 이슬람의 근대주의자에 의한 변
화이다. 여기에서 범이슬람주의자는 원래의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려
는 근본주의 노선을 취하였으며, 이에 반해 이슬람 근대주의자는 서구적 근
대주의의 산물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족국가 건설과 서구화 노선을 추구하
였다. 한편 이슬람의 거대 양대 종파인 수니와 시아는 중동에서 7세기 초에
시작된 이슬람교가 약 600여 년의 이슬람제국(A.D. 632~1258)8) 시대를 거
치는 동안에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슬람의 탄생
부터 현 시점까지 이슬람 두 종파의 탄생과 배경을 중심으로 본고의 사안
중 하나인 두 종파의 핵심 쟁점을 연구해보려고 한다.
6) https://en.wikipedia.org/wiki/Jamal_ad-Din_al-Afghani(검색일: 2015. 5. 21).
7)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D%95%A8%EB%A7%88%EB%93%9C_%EC%9
5%8C%EB%A6%AC.(검색일: 2015. 5. 21)
8)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사후 그의 4명의 후계자(아브바크르-우마르-우스만알리)에 의해 세워진 정통 칼리프 시대(A.D. 632~661)부터 시작하여 우마이야 왕조(A.D.
661~750), 압바스 왕조(A.D. 750~1258)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
마드 생존 시 그를 따랐던 4명의 후계자에게 정통 칼리프라는 명칭이 붙여지며, 이 기간 칼
리프의 선출은 합의에 의한 선출이었다. 또한 이집트와 페르시아가 이 기간 이슬람화가 되었
는데, 이슬람교로 개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정통 칼리프 시대가 비극으로 종말을 맞
자 이를 이어 둘째로 이슬람 제국을 잇게 된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에 세우고 이슬람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
하였으나 지나친 아랍인 우월주의로 인한 타 민족 차별과 반란 및 내분으로 그 뒤를 잇게 되
는 압바스 왕조에게 제국을 물려주게 된다. 이슬람제국의 마지막 왕조로 알려진 압바스 왕조
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하고 500여 년 동안 독자적인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펼
쳐 나가게 된다. 당시 중국의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A.D. 751)에서 승리하면서 동서무역로도
장악하게 되었고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 이슬람의 압바스
왕조는 소위 범이슬람주의를 펼쳐 나가면서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등 여러 타
민족이 제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위, pp. 79~84, pp. 157~158).

4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1. 수니와 시아의 탄생과 배경
그림 1. 세계 무슬림 분포도

주: 엷은 색 - 순니 무슬림, 짙은 색 - 시아 무슬림.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9266&cid=42050&categoryId=42050(검색일:
2015. 5. 21).

현재 이슬람교 안에서 종파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세계 무슬림 총인구
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와 10~14%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로 구분된다
(김정위 外 2000, p.5). 이 비율과 [그림 1]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중동의 이슬람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니 무슬림에 둘러싸여 외롭게
살아가는 소수의 시아 무슬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니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인 ‘순나(Sunnah)를 따르는
자’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슬람의 중심세력에서 정치
적으로 이탈된 시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슬람의 정통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Ibid.,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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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아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이후 존재했던 1대代부터 4대代
정통 칼리프들 가운데 넷째 칼리프인 알리를 따르는 자(아랍어로 Shi’at’
Ali)라는 어휘에서 유래되었다(Ibid., p. 145). 특히 시아가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인 사촌이면서 동시에 사위(무함마드의 딸인 파트마 Fatima와 결혼)였
던 알리만의 칼리프 정통성 주장 부분은 수니의 주장과 상충되고 있다. 그러
므로 시아 무슬림은 수니 무슬림과의 교의敎義적 이견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 받은 직계 혈통 칼리프인 알리와 그
후손에 의한 리더십 체제만 인정하는 부분을 두 종파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아 무슬림들에 의하면, 4대에 걸친 칼리프 제도 자체가 잘못된 계승으
로서 당연히 무함마드에서 알리에게로 직접 계승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후
계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며 알리가 이미 유일신 알라로부터
선택된 ‘신성한 빛’을 받은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아 무슬림은
선출이나 세습에 의한 계승을 부인하면서 수니의 칼리프 제도를 부인하며
알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맘’제를 창안하였다.9)
그러나 두 종파 모두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만은 동일하며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이슬람교를 믿고 따르는 모든 무슬림에게 가장 기본이 되며 핵심이
되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유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이며 이는 이슬람의 경전
인 쿠란 Qur’an에 근거한다(쿠란 2:163).10)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9) 실크로드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104&cid=55573&categoryId=55573
(검색일: 2015. 5. 21).
10) 쿠란 2장(바까라章) 163절: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분이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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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안에서 수니와 시아의 구분을 이슬람의 신학적 교의敎義에 따른
분류가 아닌 정치적 개념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지금 중동 문제를 이해하
는 핵심이 될 것이다.
혹자는 두 종파의 구분을 동일한 이슬람교를 따르면서도 교의敎義적 갈등
과 정통성 시비에 의한 구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온 상
호 갈등과 충돌 그리고 무조건적인 적대 감정의 깊은 뿌리는 역사의 사실에
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시아의 창시자인 제4대
정통 칼리프 알리를 시작으로 당시 시아의 모든 후계자는 정치적 정적政敵
이었던 수니 무슬림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는데, 모든 시아 무슬림은 이
역사적인 비극을 1,400여 년 동안이나 해마다 추모하며 그날의 아픔과 슬픔
을 되새기며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시아
무슬림은 그들의 원수인 수니 무슬림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 언젠가는 반
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칼리프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세인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당시 수니 무슬림에 의해 설립된 ‘우마이
아’(A.D. 660~750) 왕조 정부군에 의해 ‘카르발라’Karbala11)에서 비참하게
학살된 사건(A.D. 680)은 이슬람 시아의 시작이 되었으며 더 이상 두 종파가
합쳐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사건이 되고 말았다(김정위 外, op.
cit., p. 149). 그 한 실례實例가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시아 무슬림의 ‘아
슈라’Ashura라고 불리는 종교 행사이다. 지금도 대다수의 시아 무슬림이 이

11) 카르발라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시아 이슬람의 3대 이맘인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 장소로 시아 무슬림에게는 가장 신
성한 장소 중에 하나이다. http://blog.naver.com/yht0427?Redirect=Log&logNo=140020014208
(검색일: 2015. 6. 7).

∙ 430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과 터키 이슬람 연구

란과 그 주변 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슬람력歷 제1월(무하람 Muharram) 제
10일이 되면 칼리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Husayn ibn Ali)이 학살되었던 사건
을 추모하여 철심이 박힌 쇠사슬 자루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내리치는 집단
종교 의식을 치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종교 의식 가운데 흘리는 피
와 아픔 따위는 이맘12) 후세인이 당한 아픔과 슬픔에 결코 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이 의식을 눈물로 지켜보는 수많은 시아 무슬림은
순교한 이맘 후세인을 위해 복수의 칼을 갈며 순교를 다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안에서 전체 시아가 전체 수니를 향한 마음이며 이 역사적인 사
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슬람의 두 거대 종파의 화합과 평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양대 종파의 갈등 및 핵심 쟁점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고 있
는 사회적 위치를 지위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단위가 되기도 하고 개인과 사회 구조를 잇는 매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 인류학자 린턴(R. Linton)은 사
회 집단을 사회적 신분으로 분류하면서 출신에 의한 귀속지위(歸屬地位
Ascribed status)와 업적에 의한 성취지위(成就地位 Achieved status)로 나누
고 있다. 여기에서 귀속지위는 개인의 의사나 재능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12) 이맘(IMAM)은 수니 무슬림의 칼리프와 유사한 시아 무슬림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지금까
지 시아 무슬림에게는 12명의 ‘이맘’이 이 세상에 도래했는데, 제12대 ‘이맘’을 ‘호메이니’
로 보는 시아 무슬림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숨어있는 제12대 이맘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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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운명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말하며 성별, 연령, 혈연관계, 피부색, 인
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성취지위는 획득지위라고도 하며 개인의 능력
과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지위로서 학벌, 직업, 부모, 국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Linton 1936, p.115).
그렇다면 린턴의 분류에 따르면 종교 혹은 종파는 귀속지위일까 아니면
성취지위일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중동 사람의 대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 혹은 교단을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후천적인 성취지위로 생각하지만, 현재 터키를 포함한 중동 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선천적인 귀속지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구교와 신교), 이
슬람교의 동일한 발상지인 중동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든지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속지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종교와 종파에 속하여 살아 왔던 관계없이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바뀌
고 국가의 정체政體가 바뀌어도 중동 땅에서 귀속지위로 여기는 자신의 종
교와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으며 본인이 속해 있는 종교와
종파에 대한 충성과 믿음의 표현으로 죽음도 불사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 현재 중동 이슬람 종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과 충돌 원인을 다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종파 갈등 문제
들 중 하나가 최근 중동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불안을 고조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이며 여기에서 다시 파생되어 더 큰 사건으로 번져버
린 소위 ‘IS’ 사태이다. 또한 터키공화국의 탄생(1923) 때부터 지금까지, 아
니 어쩌면 앞으로도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터키 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수니와 시아 알레비 무슬림 사이의 갈등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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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아 무슬림의 이맘(Imam) 사상에 대한 이해
중동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니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전통과
교의敎義는 이제 국내에도 꽤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중복적인 언급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 대신 본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
지지 않은 시아 무슬림의 이맘(아랍어로 ‘인도자’라는 뜻) 사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이 두 종파의 균형적인 비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아 무슬림에게 이맘의 지위와 존재는 수니의 평가와는 크게 다르다. 수
니 무슬림에게 이맘은 예배를 관장하는 평범한 종교지도자를 가리키며, 또
한 칼리프는 신의 계시와 명령에 따라 종교를 보호하고 세속적인 일들에 대
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교일치적인 수장을 말한다. 그러나 시아 무슬림에
게 있어서 이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알리와 그의 후계 이맘들은 모두가
범인凡人이 아니라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즉 이맘은 무오류의 초인
적 존재로서 현세 문제뿐만 아니라 샤리아(이슬람법)상의 문제에 대해 절대
적인 해석권과 판결권을 갖는다는 독자적인 교리관이 형성되어 있다(김정
위, op. cit., p.175). 시아 무슬림은 우마이야 왕조에 대항하는 수차례의 정치
적 무장봉기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함에 따라 심한 박해와 좌절을 겪으며 지
하로 숨어들어갔다. 오랜 지하활동으로 인해 그들은 여러 이단적 사상에 물
들었으며, 후에 동방에서 기원한 이교적 요소가 다분히 혼합되어 신비주의
의 ‘수피즘’이 여기에 가미되기도 하였다(Gümüşoğlu 2009. p. 35).
그러므로 오스만제국 이전 중동의 시아 무슬림을 이해하는 핵심은 앞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정치적 책략의 희생자들을 반半신격화된 순교자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중근동의 전통 종교로 자리 잡아온 영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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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靈智主義적인 혹은 이원론적 가르침의 영향 아래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슬람 외에도 다른 토착 종교와의 혼합적 신앙으로 계속 변화되어 나갔다
(Bernard Lewis 2003. p. 65). 바로 여기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외적 요소로
부터 새롭게 합쳐져 나타난 구심적 인물이 바로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
그리고 그 자손들이라는 믿음이다. 시아 무슬림은 이들을 이맘으로 불렀는
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맘은 ‘쿠란’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밝혀주어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타락에서 은총으로 이끌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
의 이맘에게는 완전무결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수니 무슬림이 그들의
지도자인 칼리프로부터 기대하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Ibid., p. 79).
또한 시아 무슬림은 이슬람에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개념을 도입하였
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얘기하고 있는 엄격한 유일신 개
념보다 오히려 기독교적 ‘선지자’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아 무슬
림에게 있어서 이맘은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신의 뜻을 밝게 보이
게 하며 존재한다(Ibid., p. 80). 또한 이들에게는 수니 무슬림의 메카와 메디
나 성지순례 못지않게 이맘의 무덤을 순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카르발라에 있는 ‘이맘 후세인’의 무덤은 매우 신성시 여기는 곳으
로서 전 세계 시아 무슬림들도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다.(Ibid., p. 82).
또한 시아 무슬림은 수니 무슬림에 비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신앙 즉
죽음, 순교 그리고 슬픔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숨은
이맘’과 오실 ‘메시아’의 뜻을 가진 ‘마흐디’(Mahdi) 사상을 품고 있기 때문
에 희망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아 무슬림은 ‘열두 이맘’의 존
재를 믿는다. 즉 알리, 후세인 및 그의 자손으로 계승되어 열둘째 이맘에까
지 이르는데, 제12대 이맘은 어린 나이에 당시 압바스 왕조에 볼모로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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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사라졌다고 믿고 있다(A.D. 873). 그 후 그는 지상에서 더 이상 보
이지 않게 되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며 ‘숨은 이맘’으로 오랫동안 은둔
생활 가운데 언젠가는 지상에 ‘마흐디’(메시아)로 재림한다고 믿고 있다(김
정위 外, op. cit., p. 151).
더군다나 시아 무슬림은 수니 무슬림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고립
과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시아 신앙을 감출 수 있
도록 허용하는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타키야’Taqiya 교리이다.
이는 자신이 시아 무슬림임이 드러날 경우 자신과 가족의 생명 또는 재산에
손실을 입을 부득이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수니 무슬림으로부터 자신을 위
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13)
그러므로 시아 무슬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요약해 보면, 이맘의 무無
결점성, 이맘의 부활 및 재림, ‘타키야’(믿음의 가장), ‘마흐디’(구세주) 사상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수니 무슬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독특한 시아
무슬림만의 전통이며 또한 동시에 양 종파 안에서의 상호 쟁점이기도 하다.

13) https://en.wikipedia.org/wiki/Taqiya(검색일: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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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니 무슬림의 카피르(Kafir)14) 개념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샤리아(율법)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행동원리들이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무슬림은 자신들의 이슬
람 행동원리들에 근거해서 타인의 신앙적인 행위를 외향적으로 평가하므로
일정집단에 속한 무슬림은 자의自意든 타의他意든 이슬람의 샤리아를 안 지
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듯 이슬람은 종교인 동시에 무슬림의 사고와 생
활전통양식의 기준이 되어왔다.
한편 이슬람에서는 인간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알라
를 창조주로 믿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무슬림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 알라
의 존재를 부인하는 비非무슬림 혹은 불신자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비무
슬림 혹은 불신자를 가리켜 ‘카피르(Kafir)’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슬람 세계
에서 무슬림과 이 카피르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등급 내지는 거리감이 존재
한다. 무슬림은 카피르를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상대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
어 무슬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열등자로까지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무슬

14) 무신앙자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원래는 <말살한자>라는 의미인데, 이슬람 사상에서는
<신의 은총을 말살한 자> 즉,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또한 신을 신
앙하지 않는 자 일반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쿠란에서도 가끔 이 말이 이용되어서 109장
에서는 복수형 카피른(kāfirūn)이 기록되어 있다. 쿠란에서 카피르는 신도가 근접해서는 안
되는 자로, 신이 벌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라고 하였다. 하와리주파가 죄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어떤 죄를 범하면 카피르인지가 논의되었다. 시르크(다신 숭배)의 죄를 범한 자가 카
피르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다. 후세의 이슬람 법학에서도 카피르의 정의에 대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네이버지식백과, 종교학 대사전, 1998. 8. 20., 한국사전
연구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1183&cid=50766&categoryId=50794(검색일:
2015. 6. 7).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명이나 자신 앞에 나타난 신의 전령자들을 통해 나온 신
성한 계시종교의 증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단자이며, 무신론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슬람사전, 2002. 11. 15. 학문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2051575&cid=43011&categoryId=43011(검색일: 20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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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게 ‘이슬람’은 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최고의 원리이며, 우월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에게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는 ‘거룩한 책’을 따르는 사람들
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의 뜻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집단으로 여겨
지며 아예 무신론자의 경우에는 무지한 존재로까지 평가되고 있다.15) 심지
어 일부 수니 무슬림에게 있어서 수니의 이슬람 교의를 따르지 않는 시아
무슬림조차 ‘카피르’로 간주되어 왔다.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현 터
키공화국 안에서도 일부 수니 무슬림이 시아의 한 갈래인 알레비 Alevi16)
무슬림을 향해 카피르로 정죄하고 있음도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를 따르는 같은 무슬림 사이에서 한쪽에 의해 다른 한쪽이
카피르로 간주된다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슬람의 창
시자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 세계 시아
무슬림들에 대한 수니 무슬림의 강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아 무슬림들이 수니 무슬림에 의해 카피르로 취급받게 된 근본적인 이
유는 수니 무슬림의 기본 교의에서 쉽게 발견된다. 즉 수니 무슬림들은 육신
오행六信五行17)의 이슬람 교의를 갖고 있는 반면, 시아 쪽은 그 교의를 따르

15) http://blog.naver.com/kk13321?Redirect=Log&logNo=220384554591(검색일: 2015. 6. 15).
16) ‘알레비’(Alev-i)라는 어원을 풀어보면 무함마드의 사위 겸 사촌인 4명의 정통 칼리프 중 넷
째인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터키어로
‘Musevi’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İsevi’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Bektaşi’는 ‘백타쉬’
를 따르는 사람들, ‘Dünyevi’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www.alevitentum.de/
html/017.html(검색일: 2015. 6. 15).
17) 이슬람의 6신(信):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음, 천사의 존재를 믿음, 성서들을 믿음, 예언자들
을 믿음, 심판을 믿음, 정명을 믿음, 이슬람의 5행(行): 신앙의 증언(샤하다), 예배(샬랏), 희
사(자카), 단식(씨암), 성지순례(핫지). 한국이슬람교, http://www.koreaislam.org(검색일: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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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수니 무슬림들의 눈에는 시아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
지 않으며, 해마다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제9월(라마단월)에 30일간의 단식
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메카로의 순례보다는 수니 무슬림에 의해 이맘 후세
인이 학살당한 카르발라18)로의 순례를 더 중요시하는 등의 모습들 속에서
수니 무슬림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중동사태의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등장한 소위 ‘이슬람국가
(IS)’에 의한 잔인한 살해 모습도 어떻게 보면 카피르로 간주되고 있는 시아
무슬림과 비 무슬림을 향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강성 수니 무슬림
의 지하드 처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IS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연구되겠지만 이들은 카피르에 대한 쿠란Qur’an에서의 언급
을 통해서라도 카피르 처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
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의 눈을 봉하여 버릴 것이라.(쿠란 2장 6-7절, 파하
드 국왕 꾸란 출판청 2000. p. 7).

실로 성서에서 확증한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감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쿠란 2절
159절, Ibid., p. 43).

18) https://tr.wikipedia.org/wiki/Kerbel%C3%A2_Olay%C4%B1(검색일: 2015. 6. 15). 이라크 바그
다드에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전 세계 무슬림이 따르는 이맘 알리와 그
의 후손인 이맘 후세인의 무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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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말하는 카피르(혹은 카파루, 쿠푸르)에 해당하는 불신자라는
아랍어 단어는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란 뜻이 아니라 진실을 부인하면서 이
를 왜곡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라는 그들의 심장(이성)을 봉해놓았으며, 동시에 눈과
귀도 봉해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사리판단을 하지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19)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신숭배의 죄를 범한 자가 카피르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같은 무슬림 사이에서의 카피르 정죄
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각 이슬람 종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과연 진짜 카피르인가에 대한 논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 같은 무슬림 사이에서 수니는 시아를 향해, 그리고 시아도 역시
수니를 향해 서로의 이슬람법과 전통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어긴 상
대 무슬림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지하드라는 이름의 보복전들은 지
금의 중동사태를 더욱 촉발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슬람의 권위 있는 법학자
들 중 하나인 이븐 타이미야 Ibn Taymiyyah(1263~1328)가 아주 분명한 증거
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무슬림 중의 한 사람을 카피르로 단정해서는

19) 쿠프르[al-Kufr]: ‘감춤’, ‘숨김’,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어 알라를 믿지 않음, 비신자 내지 신성
모독의 상태. ‘쿠프르’라는 단어는 오늘날 한국의 종교 신자들에게 불신앙이라는 말이 풍기는
어감보다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연상이 무슬림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다. 단순히 수동적인
뜻을 내포하는 불신의 생각과는 달리, 쿠프르(kufr)에는 알라의 분명한 존재를 차단하려는 능
동적 노력, 알라에 반대하려는 의지, 생명과 계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함
축되어 있다. 그것은 알라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유일한 죄인 것이
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로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슬람사전, 2002, 학문
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1593&cid=43011&categoryId=43011(검색일: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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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상호의 교의를 구실로 한 일종의 정치적 공방전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공일주 2015, p. 85).

3. ‘이슬람국가’(IS) 사태와 종파전쟁
이제 본 장의 연구들을 토대로 최근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으로 부상
해버린 소위 ‘IS’ 사태에 대해 짧게나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바로 ‘IS’가 카피르와 지하드 개념을 강하게 주장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 아랍 세계에서 새로 등장한 신조어로서, ‘타아슬룸 ta’aslu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슬람이 아니면서 이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말한다. ‘타아
슬룸’의 능동분사형은 ‘무타아슬림’이라고 하는데, ‘무타아슬림’은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위선자이며 이
슬람이 명령하는 것을 어긴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루 다섯 번 기도하면
서 도둑질을 하는 무슬림이다. 그러므로 이 ‘타아슬룸’과 ‘무타아슬림’이라
는 말은 현 ‘IS’ 조직원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에 붙여질 수 있는 말이다
(Ibid., p. 15).
이번 ‘IS’의 사태를 간단히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성 수니 원리
주의 무슬림에 의한 무자비한 카피르 처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 어쩌면 중
동의 종파 갈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2014년 6월 어느 날 본인들
을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20)라고 밝히면서 이라크 지역을 점
령한 일종의 테러사건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세 제압될

20)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혹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State_of_Iraq_and_the_Levant(검색일: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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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여겨졌던 이들은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 Mosul을 점령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티크리트 Tikrit와 바이지 Baiji 등 이라크 북부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라는 이
름에서 ‘이슬람국가’(IS)로 자신들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니 Abu Bakr al-Baghdadi’를 ‘칼리프’로 선언하는 일
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제 중동의 ‘IS’ 사태는 단순히 무명의 한 테러집단에 의해 발생한 일시
적 사건이 아니라 중동의 역사와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서구 열강의 21세기 새로운 각축전 현장
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중동 ‘IS’ 사태는 수많은 중동의 해묵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뒤얽힌 금세기 최대의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중동 국가와 서구 국가가 공
동으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오늘의 ‘IS’ 사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에 대한 답을 찾는 일로부터 문제를 파헤쳐 나가려고 한다. 이번 사태를 크
게 보면 아래와 같이 종교와 정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종교적인 관점
최근의 ‘IS’ 사태를 보는 종교적인 관점은 앞 장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이
슬람 수니 보수 무슬림에 의한 카피르 개념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
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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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IS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들은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칼리프로 소개하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모
든 무슬림 공동체, 칼리프 국가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정의길 2015, p.
447). 물론 칼리프 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 이슬람세계에서 이를 인정받
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숨은 의도는 바로 자신들
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만
방에 알리면서 최소한 세계 수니 무슬림의 동조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보인다.
둘째, IS가 내세우는 검정색의 상징적 의미이다. 현재 이들은 검은 깃발,
검은 복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당시 메카를 정복(A.D. 630)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검은 터번을 두르고 있었다
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이에 대한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로 분
석된다.21)
셋째, IS의 국제적인 이슬람 지하드 운동 경향이다. 이들은 다른 국지적인
이슬람 지하드 단체들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용병을 모으는 등 국제적인
운동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들의 입
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 굳히기 전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곽영완
2015, p. 31).
넷째, IS의 영토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다른 테러단
체들은 주로 지하비밀조직으로서 단발적인 테러 공격으로 심리적인 압박주
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IS’는 특정 국가의 지역을 아예 광범위하

21) http://www.yeniakit.com.tr/haber/isid-bayragindaki-sir-ortaya-cikti-21140.html(검색일: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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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점령하면서 결국 그 지역에 이슬람교를 표방하는 국가를 건설하고자하는
의도가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Napoleoni, 번역:노만수 외 2015, p. 113~117).
다섯째, 두려움과 공포라는 심리전 전략의 사용이다. 대부분의 이슬람 무
장 단체들이 신의 이름으로 지하드의 명분을 가지고 정적들을 처단하는 모
습 속에서 ‘IS’도 그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더 특별한 부분은 참
수 같은 공개처형 방식과 총을 가지고 수많은 그들의 소위 카피르를 무자비
하고 처참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일부러 첨단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서 극
도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Ibid., p. 130). 이에 대해서는 두 가
지 정도가 추측되는데, 하나는 이들의 국가를 불문하고 국제적인 잔인한 공
포의 처형방식을 통해 서방세계의 중동진입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포라는 그들의 전략이 반대로 작용되어 서방세계가
이에 자극받아 보복과 응징의 이유로 오히려 이 전쟁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만약 전자가 맞는다면, 현재의 ‘IS’는 그 땅에서 더 큰 입지를 굳
히면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후자가 맞는다
면, ‘IS’는 서방과 중동의 연합군에 의해 조만간 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된
다. 물론 후자조차도 ‘IS’의 치밀한 심리전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 후자의 생각대로 서방이 중동으로 ‘IS’의 진압을 위해 들어온다 해도
기독교 즉 카피르들로 대변되는 서방세계의 진입을 빌미로 그 땅의 전체 무
슬림의 반감을 자극하며 봉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IS’의 종교적 리더십에 그 힘이 실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쁜 전략도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극도의 공포 심
리전으로 어떤 결과가 돌출되어도 상관없이 저들은 그 땅에서의 입지를 넓
혀나가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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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슬람 교의를 스스로 어기는 IS의 모순적인 행위이다. 그들
은 스스로가 이슬람의 정당한 처벌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참수斬首에 대한 모
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고로 ‘참수’라는 형벌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언제나 대역죄인 大逆罪人에 한정된 극
단적 형벌이었다. 쿠란 무함마드장 4절22)과 안팔장 12절23)에서 언급되는 참
수 처형은 전쟁 중에 알라 Allah를 거부하는 자 즉, 카피르 Kafir에 한해서만
허용된 법이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이 참수 개념이 잘못 사용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이슬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24) 그러므
로 현재 ‘IS’에 의해 처형되고 있는 무고한 참수 희생자들 전부가 전쟁 중에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슬람법과 전통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들 스스
로가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 오류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 정치적인 관점
‘IS’ 사태를 이해하는 정치적인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로, 2003년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 내에서의 수니 무슬림의 몰락을
최근 ‘IS’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중동 수니 무슬림의 맹주를 자처해 오던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
(1937~2006)이 제거되었다. 이후 이라크에서는 소수의 수니 무슬림에서 다
수의 시아 무슬림으로의 정권교체가 진행되었으며 이제 1979년부터 24년간
22) ‘무함마드’장(47) 4절: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들을 때리라...(중략).”
23) ‘안팔’장 12절: “(중략)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24) http://www.radikal.com.tr/yazarlar/ayse_hur/kafa_kesmenin_kisa_tarihcesi-1218267(검색일: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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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권해 오던 수니 무슬림이 서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러므로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으로 그 땅에 남아 있던 소수의 수니 무슬림은
모두 그 땅을 떠나가야만 했는데 바로 이들이 후에 ‘IS’ 주요 동조 세력으로
합류하게 된다(정의길 op. cit., p. 443). 그러므로 미국에 의해 수니 무슬림의
사담 정권이 해체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IS’ 확산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봐
야 한다.
둘째로, 최근 중동에서 발생된 민주화 항쟁으로 중동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념이 없을 때 ‘IS’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2010년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Tunisia)에서 시작되었던 소위 ‘아랍의 봄’
혹은 재스민 혁명25)은 전 중동에 뜨거운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어주었다. 그
러나 전 중동이 이런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을 때
특이하게도 중동 레반트 Levant26) 지역의 시리아에서는 유일하게 시민의 민
주화 운동에 제동이 걸려 결국 오늘날까지 끝날 조짐 없이 진행되어 오고
25) 2010~11년 독재 정권에 반대해 전국적 시위로 확산된 튀니지의 민중혁명으로,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이름을 따 서방 언론이 붙인 명칭이다. 시위의 발단은 2010년 12월 남
동부 지방도시인 ‘시디 부지드’ 거리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되
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분
신자살을 했고, 이러한 사연은 청년층의 분노를 촉발하였다. 여기에 극심한 생활고와 장기
집권으로 인한 억압통치, 집권층의 부정부패 등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로 확산됐다. 결국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당시 튀니지 대통령은 2011년 1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2010년 말에
시작된 튀니지 혁명은 아프리카 및 아랍권에서 쿠데타가 아닌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
뜨린 첫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인근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예멘·요르단·시리아·이라크·쿠
웨이트 등 독재정권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로 민주시위가 점차 확산되는 계기
가 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430&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15. 7. 2).
26)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를 포함하는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의 역사적인 지명. 좁은 뜻으로는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는 지중해 동쪽의 이슬람교 국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2696315&cid=51736&categoryId=51736(검색일: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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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bid., p. 430).
여기에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시리아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대체
로 세 가지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중동 지역에서는 시민세
력에 정부군이 합세한 데 비해 시리아에서는 반대로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
운 정부군의 강한 방어벽에 오합지졸의 시민군이 상대가 안 되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다음은 바로 이슬람 수니와 시아 종파의 갈등
구조가 시리아 상황에서 역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시리아 시민군은
시리아 정부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같은 시아 국가도 보이지 않
게 상대해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레반트 지역에 형성되어 온 시아 국가(‘시
아 벨트’로도 표현하며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란, 바레인, 레바논, 새 이라크)
의 합동 방어막을 뚫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장기전 돌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리아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
마지막 이유이다. 지금까지 시리아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동 거점지역
이며 러시아의 수많은 무기들이 판매된 국가이다. 이로 인해 시리아에서 러
시아는 실질적이고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서 시민
군과 터키를 비롯한 수니 국가들 그리고 서방의 합동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
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중동 사태를 결국 중동의 시아 무슬림을 비호하는 러시아와 수니 무
슬림을 비호하는 미국의 충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 지역에서 마치 수니 무슬림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으로서도 마
치 자칭 수니 무슬림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IS’의 잔인성과 공포정책을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입장인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IS’의 특징 중 세 번째는, 현대 서방국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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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민족주의 Arab Nationalism의 재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IS’ 사태를
바라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잠깐 짧게나마 중동 이슬람 테러의 발생 원인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잘 알려진 전형적인 발발의 이유 외에도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당시 서구 열강은 자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원자재’의 구입이 너무 절실했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 원자재를 수
입해 만든 상품의 판매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곽영완 op. cit., p. 166).
이런 와중에 중동에서 원유가 나오게 되었고 서구 열강은 위와 같은 은밀한
두 조건의 실현을 위해 세계대전의 승전국 자격을 가지고 오스만제국의 땅
이었던 중동을 ‘분할分割통치 Divide and Rule’라는 정책을 가지고 분리시키
게 된다. 이때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 및 모술 지역을, 영국은 이라크와
요르단 지역을 각각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1916년 5월에 있었던 영국의 마
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조르주 피코에 의해 비밀리에 체결된 유명한 ‘사이
크스 피코 협정 Sykes–Picot Agreement의 골자이다. 여기에서 프랑스는 과거
부터 맺어온 종교와 무역의 연계 때문에 레바논과 시리아에 남아 있기를 원
했으며, 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페르시아 만에 있는 그들의 유전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결국 영국은 아랍 국가들과 맺은 약속(후세인맥마흔 서신27))을 파기하고서라도 중동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
27) 후세인-맥마흔 서한은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이 아랍의 정치 지도
자 ‘후세인 빈 알리’에게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5년 1월부터 1916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전시외교정책에 관련한 서한이다. 오스만제국의 영토인 팔레스타인에 아랍
인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후 1916년 맺어진 ‘사이
크스 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과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의 국가를 세우는 데 지
지한다는 ‘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1917)은 ‘맥마흔 선언’(McMahon Declaration)과
모순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모순된 외교정책은 후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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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랍의 독립은 자연히 유보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다시 배반의 쓰라린 아픔을 견디어내야 했다. 결국 당시 이러한 서구열강의
책상 위에서 자로 줄긋기로 나뉘었던 지역이 지금 대부분의 중동 국가라는
것에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IS’는 이 역사적 사
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국가를 향해 다시 새로운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중동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꾀하려는 전략
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28)

다. 이슬람 ‘지하드’(Jihad) 개념의 이해
‘한 손에는 쿠란, 다른 손에는 검’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스콜라철학의 대
부 격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74)가 이슬람에 대해 표현했다고 알
려진 말이다.29) 물론 이 말에 무슬림은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현 ‘사우디아
라비아’ 국기30)의 의미라든지, 쿠란의 기록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수없이
발견되기도 한다. 심지어 12세의 나이로 쿠란 전체를 암송하기도 하고, 이슬
람문화로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러나 후에 개
인적인 체험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던 가브리엘 Mark A Gabriel은 쿠란의
쟁을 초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어 오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A5%EB%A7%88%ED%9D%94_%EC%84%A0%EC%
96%B8(검색일: 2015. 7. 5).
28) https://tr.wikipedia.org/wiki/Sykes-Picot_Anla%C5%9Fmas%C4%B1(검색일: 2015. 7. 5).
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4393(검색일: 2015. 7. 10).
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4394&ref=y&mobile&cid=44494&categoryId=44495
(검색일: 2015. 7. 11).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위에는 초록색 바탕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알라 외에는 신(神)이 없고, 무함마드(Muhammad)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내용의 아랍
어가 적혀 있으며 그 아래로는 칼집 없는 칼이 있는데, 칼은 정의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
백과] (2012. 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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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도가 지하드 개념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Gabriel 2009, p. 150).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9장 5절).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룩한 전쟁 즉, 성전聖戰이라고 번역되는 아랍어의
지하드는 원래 내면적인 노력 혹은 분투를 의미하며, 작은 의미로는 이슬람
을 위한 전쟁으로도 표현된다. 이에 따라 전자는 정신적 지하드로 불리면서
대大 지하드, 후자는 전투적 지하드로 불리는 소小 지하드라고도 알려져 있
다. 특별히 소小 지하드로 알려진 전투적 지하드는 이슬람과 그 공동체를 수
호하고 건설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해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31)
또한 이 지하드에 참전하는 전사를 가리켜 무자헤딘 Mujahidin이라고 부르
는데 이슬람에서 모든 무자헤딘들에게 주어지는 쿠란에서의 약속은 천국임
을 알 수 있다(Ibid., pp. 155-156).

알라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나니 천국
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성전하고 투쟁하며 순
교하리니...(중략)(꾸란 9장 111절).

31) https://tr.wikipedia.org/wiki/Cihat(검색일: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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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함마드 시대의 이슬람 지하드
본 장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투
적 지하드와 무자헤딘에게 보장된 천국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그의 반대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자 메디나로 이주하였다. 그는 메디나에서 어느 정도 그의 세력을 형성하
자 메카를 정복하기 위하여 메카 사람들의 무역로를 차단하고 대상大商들을
습격하는 등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지 약 2년
이 되었을 때 바드르 Badr 전투(A.D. 624)32)에서 300여 명의 무슬림이 천
명의 메카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무함마드가 바드르 전
투 직전까지 메카의 쿠라이쉬 Quraysh 부족에 대한 무력공격을 얼마나 철저
히 준비하였는지를 다음 쿠란의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목을 자르라(때리라).
너희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 후 은혜로써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보상금으로 속죄하
여 주라...(중략)(쿠란 47장 4절).

2) 무함마드 이후 시대의 이슬람 지하드
무함마드 사후 네 명의 정통 ‘칼리프’가 있었다. 그런데 첫째 칼리프만 나
이 들어 죽었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무슬림에 의해 암살되었다. 바로 그
암살 행위에 지하드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부패한 지
도자나 이슬람법을 어기는 자들도 ‘지하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33)
32) https://en.wikipedia.org/wiki/Battle_of_Badr(검색일: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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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4대 칼리프 알리 Alī ibn Abī Ṭalib는 제3대 칼리
프 우스만 Uthmān ibn ‘Affān의 친척이며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602~680)
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알리를 따르는 자들은 시아 파를 형성하게 되었
다. 그리고 알리에 대항한 무아위야는 우마이야 왕조(660~750)를 세우고 수
니 파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은 무아위야
군대에 의해 카르발라 Karbala 전투(680)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모든 시아
무슬림은 후세인이 수니 무슬림에 의해 죽임당한 이 날을 후세인 순교일로
정하여 추모하는 가운데 후세인을 죽인 수니 무슬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
우고 있다. 이후 이러한 수니와 시아 사이에서 갈등과 치열한 싸움은 지금까
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 있다.
한편 시아의 알리 그룹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온 카리지 Kharijis 파가 있었
는데, 시아의 알리와 당시 수니를 형성한 무아위야 모두를 알라의 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암살을 단행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카리지 파는 알리
만 암살하고(661) 무아위야를 물리치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 카리지 파가 현
대 이슬람 원리주의에 끼친 영향은 정권에 대항한 혁명적 반란과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지하드 관행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리
지 파는 이 지하드를 이슬람의 의무 덕목으로 간주하여 모든 무슬림의 지하
드 참전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다.34)

33) https://tr.wikipedia.org/wiki/Cihat(검색일: 2015. 7. 16).
34) http://fot.or.kr/wp/?p=2025(검색일: 201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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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의 이슬람 ‘지하드’
현대의 이슬람 지하드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에서 생각하는 폭력
적 테러의 모습을 띤 지하드로는 더 이상 세계 여론을 설득할 수도 없으며,
이슬람 포교의 길이 막힐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잔인한 폭력적 모습이 아
닌 비非폭력적 지하드의 형태들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非폭력
적 지하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낮선 모습이 아니며, 폭력적 지하드와 비
非폭력적 지하드를 추구하는 이슬람 계파간에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는 하나 현재는 후자의 지하드에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비非폭력적 지하드는 대체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포교하는 방식의 소위
교육 지하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사안이 된 적이 있었던 이슬람국가
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의 수쿠크 Sukuk 법 같은 금융 지
하드, 언론 지하드, 출판 지하드, 한 국가의 법안法案 개정을 통한 법 지하드,
그리고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 지하드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쿠란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슬람의 지하드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
가 결국 그들이 속한 사회와 국가를 알라의 것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고금
古今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지하드(성전聖
戰)하라...(중략)(꾸란 8장 39절).

라. ‘IS’의 향후 전망과 대책
‘IS’의 향후 전망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종교적으로는
과거 역사를 통해 내려온 전형적인 종파 갈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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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서방국가들을 배경에
두고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러나 결국은 또 다른 이름의 동일한
자원전쟁 내지는 또 다시 반복되는 열강의 각축전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IS’가 급속도록 그들의 영토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복되어 왔었던 인류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단해 본다면 그 전망을 내다보
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IS’는 그들이 계획
한 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서 거대한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중
동에서 새로운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IS’가 확보하여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그 지역은 수니 무슬림으
로부터 영토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보복심으로 가득 찬 시아의 시리아와 이
라크에 둘러 싸여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시아의 종주국 이란이 같은 무슬림
형제 국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 언제라도 합세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시리아와 이라크는 빼앗긴 자신들의 국경 안쪽의 영토를 재탈
환하기 위해 언제든지 보복전을 벌일 것이 쉽게 예상된다. 물론 ‘IS’가 수니
정통 무슬림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현 시점까지 ‘공포’라는 잔인한 전술의
사용이 어느 정도 통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리아나 이라크의 시아 무슬
림도 과거 중동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이념을 위해서
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의 전쟁(지하드)을 기꺼이 치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입장에서 ‘IS’를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시리아의 현 앗사드 Assad 정권에 의한
반反정부세력의 제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주민학살과
비非인권적인 제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그들 또한 세계 여론과 주변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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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꽤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Napoleoni,
op. cit., p. 153).
또한 여기에 쿠르드 민족의 향방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변수이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인 배반의 아픔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자신들의 독립 국
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념은 어느 민족보다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념이 현재 터키 지역에서는 게릴라 전술을 통해, 이라크에서는
자치정부의 형태로 미국과 서방세계를 도우면서, 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서구국가 안에서는 국제여론 형성과 전비戰備 모금과 전달이라는 방
법으로 반세기를 줄기차게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IS’의 땅이 원래의 상태로 다시 재탈환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땅이
쿠르드의 새로운 독립국가 영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은 일촉즉
발一觸卽發의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IS’가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지역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의 민심을 얻는 것과 현 전쟁의 자금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상대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땅에서 ‘IS’를 몰아내는 전
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중립적인 국가 혹은 국제단체의 고도의 중재 협상기술이
필요한 때이며, 양측 모두가 비록 한쪽을 양보하지만 다른 쪽을 얻는 자존심
과 명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양측 모두 전쟁에 패해도 자존심이
세워지며 명분이 있는 전쟁으로서의 패배는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끝으로 나폴레오니도 피력하고 있듯이, 이번 사태를 종파전쟁을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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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추구의 정치전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의견이다(Ibid., p.
138).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9세기 서구열강의 각축전, 20세기 중동전과 걸
프전 등에서 나타난 국제열강이 보여준 자국의 이익과 실리 추구의 외교전
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터키공화국의 입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강성
의 비非아랍 수니 무슬림 성향을 보이는 현 집권당(AKP)이지만 국제 정치
와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터키는 국내 및
국제 여론에 밀려서 같은 수니 무슬림인 ‘IS’를 반대하며 미국 등의 서방과
함께 연합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아 무슬림인 시리아 정부
군을 돕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터키
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들어온 2백여만 명의 난민이 대거
살고 있으며 이는 터키 사회와 정치 및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하나의 터키 국내 문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가장 적당한 협상중재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터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아랍인은 아니지만 수니 무슬림 국가
라는 것과 미국 등 서방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서방의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도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동안 세계 평화와 자유의 수호자를 대
변하던 미국은 수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전략적인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미 두
종파의 무슬림 국가로부터 빈축을 사왔으며, 러시아도 시리아 정부군을 향
한 일편단심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국가로서 두 종파 사이에
서 협상을 중재할 적임 국가는 바로 터키가 될 것이며, 터키로서도 이 사태
를 길게 끌면 끌수록 자국에 불이익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터키에 의한 이번 중동사태 중재시도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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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 장에서는 터키 이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 터키 이슬람만이 가
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연구해볼 것이다.

Ⅲ. 터키 이슬람
1. 터키인의 이슬람화
터키인의 이슬람화 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오스만 터키 제국(1299~1922)35)
의 전신인 셀축 터키 시대(1077~1308)로 보기도 하고(이희수 2005, p. 347),
또는 10세기경에 다른 터키 국가인 카라한 Karahan(814~1212) 국 때 이미
집단 이슬람 개종을 언급하고 있다(서재만 2000, p. 248).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셀축 터키의 뒤를 이어 현 터키 공화국이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주인이 된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미 제국 안에 완성되어
있었던 이슬람의 안정적인 체제 속에서 제국의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었다
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태동은 몽고의 바그다드 함락으로 멸망한 이
슬람 제국의 뒤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으며 후에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대 제국으로 부상한 오스만 제국은 자연스럽게 전체 이슬람 세
계의 지도자(칼리프)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다.

35) 오스만제국은 시조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아(로마의 소아시아) 반도 서북부에 세력을 확
립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여겨지는 1299년을 건국 연도로 하는 것이 통례적이며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술탄제가 폐지되어 ‘메흐메트’ 6세가 폐위된 1922년을 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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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인은 7세기 중엽 아랍 이슬람 군의 동방정복과 중앙아시아로의 진출
로 인하여 처음 이슬람을 접하게 되었으며 아랍 이슬람 군이 642년 니하반
드 Nehawand36)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킴으로써 쉽게 터키족
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희수, op. cit., p. 271). 이후 터키족들 사
이에 이슬람이 전파된 시점과 장소는 8세기 초 트란스옥시아나(현 우즈베키
스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지역)에서였다(Ibid., p. 272).
당시 이슬람 제국의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터키인의 이슬람화는 매우
미비하였다. 아랍인은 터키인에게 이슬람 사원을 강제로 건축하게 하고, 개
종하지 않은 터키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이
슬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세금 면제와 공직 채용 및 급료 인상의 혜택을
부여하였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다(Ibid., p. 272).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이슬
람 제국의 압바스 왕조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터키인에 대해 국가행정 요직
기용, 인두세 폐지 등의 획기적인 조치 단행은 당시 터키인에게 상당히 커다
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터키인의 결정적인 이슬람화는 751
년에 있었던 압바스 왕조와 중국의 당나라 간에 있었던 ‘탈라스’ 전투에 압
바스 왕조의 용병으로 터키인이 참전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Ibid., p. 272).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앞에서 이희수를 비롯한 그 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터키인의 이슬람화는
단순한 이슬람 신앙 전파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터키인의 이슬람
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는 압바스 왕조의 당시 정치적인 압력과 이에 대
36) 고대 니하반드(Nihavand) 왕국의 수도이며 현 이란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
다. https://en.wikipedia.org/wiki/Nahavand(검색일: 201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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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터키인의 강한 생존 본능에 대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수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개
인적이고도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후 전체 터키인의 빠른 집단적인 이슬람
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는 터키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들의 천신사상(탱그리 사상)37)
이며, 둘째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터키인의 강한 공동체 전통에서 그 이
유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터키족의 진취적인 정복정신 역시 이슬람의 지
하드 정신과 부합하는 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정수길 2013, p. 814). 또 마지
막으로는 법질서나 도덕규범의 엄수를 강조하는 이슬람의 도덕관이 터키족
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 관습인 퇴레 Töre와도 일맥상통했다는 점이
다(Ibid., p. 815).
이후 터키인의 이슬람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9세기 중반에는 이
슬람 국가와 국가적인 경제적인 접촉과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터키민족
의 이슬람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1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재 터키공화국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오우즈 터키족이 이슬람화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11세기 초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한 셀축 터키인들이었
다(이희수, op. cit., p. 275). 이 셀축 터키인들은 콘야(로마 제국 당시 이코니
37) ‘탱그리’라는 뜻은 현 터키어로 ‘TANRI’라고 하며 ‘신(神)’을 뜻한다. 이는 알타이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단군’이라는 말도 알
타이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탱그리(tengri)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탱그리 사상은 카작인, 몽
고인, 튀르크 인들이 믿는 하늘 숭배 사상을 말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Tengri(검색
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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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Iconium 지역)를 수도로 셀축 터키 제국을 건설했으며 당시 기독교 국가
인 비잔틴 제국의 수많은 땅을 정복해 나갔다. 이 셀축 터키 제국의 공국들
중 오스만이라고 불리는 공국이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을 정복하여 본격적
인 오스만 터키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다시 그 뒤를 이어
서 현재의 터키공화국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희수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한 ‘비잔틴’ 제국
정복 사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Ibid., p. 419).

첫째, 세계 역사 가운데 중세에서 근세로의 시작.
둘째, 천년의 기독교 문명에서 이슬람 문명으로의 전환.
셋째, 유럽의 동방문화 수용으로 르네상스와 지리상의 발견 시대 도래.
넷째, 이슬람 세계에서 오스만제국 술탄들의 지도자 부상.

특별히 이 네 가지 역사적 의미 가운데에서도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오
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비잔틴 제국의 정복을 계기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칼리프) 자리를 얻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언할 필요가 있다. 그동
안 그것이 상징적이든 아니든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칼리프 직職은 이슬람
의 태동 이후 8백여 년 동안 이슬람 제국을 중심으로 아랍 무슬림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징적 리더십이 비록 같은 무슬림이지만 비아
랍계인 오스만 제국 안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아랍 무슬림에게는 매우 아쉽
고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동시에 터키인에게는 매우 자랑스
러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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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항 하나는 오스만 제국 황제인 술탄 Sultan에게
있어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
마드의 언행(순나)을 책으로 묶은 하디스 Hadith에서 당부되었다는 사실이
다(Ibid., p. 413). 그래서 오스만의 술탄은 비록 아랍 무슬림은 아니었지만
충실한 비아랍 무슬림으로서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을 거룩한 종교적 사
명의 완수로 생각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성공적인 미션의 완수로 말미
암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자리가 오스만 술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술탄
자신들도 그것을 일거양득으로 여겼을 것은 분명하다.

2. 터키 이슬람의 특성들
가. 오스만의 밀렛 Millet 제도를 통한 다양성의 수용
오스만제국은 정복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늘어가는 광활한 영토의 효율적
인 통치를 위해 이미 무랏 Murat 1세(1360~1389)부터 밀렛(원뜻은 민족이나
공동체를 뜻하는 터키어) 제도의 기초가 놓여졌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던 메흐멧 Mehmet 2세(1451~1481) 때부터 통치 제도로 본격화되었
다. 이 밀렛 제도는 로마식의 직접 통치제도를 탈피하여 연공과 유사시에 군
대 지원을 조건으로 정복지의 기존 군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필요한 물자와 정복에 따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복 후에 따르는 피지배 세력의 끈질긴 저항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 군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
해주고 정복지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해주는 통치제도로 초기부터 오스만제
국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Kurtaran 2011,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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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르면, 오스만제국 내 국민은 종교적 바탕에서 네 개의 ‘밀렛’
으로 구분되었다. 즉 무슬림, 그리스 정교인,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및 유대
교인이 그것이다. 무슬림 밀렛의 대표는 세이훌 이슬람 şeyh’ûl i̇slâm이라고
불렸으며, 그리스 정교인,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의 대표는 각각 그들 교회의
총사교장總司敎長 Patriarch이라 불렸으며, 유대교인의 대표는 최고 랍비
Rabbi라 불렸다(Ibid., p. 62).
여기에서 무슬림이 아닌 비非무슬림들은 전부 짐미 Zimmi(아랍어로는 딤
미 Dhimmi)라 불렸는데, 이들은 인두세人頭稅(Jizya)를 지불해야만 했으며
이들의 대표는 각각 관할하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이 인두세를 징수하여 중
앙에 있는 오스만 술탄에게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비非무슬림의
밀렛에 속하는 짐미의 세 대표들은 수도인 이스탄불에 거주했으며, 오스만
정부는 이들을 통해 제국 내 짐미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짐미는 정
부 기구의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었으며, 군대에 복무할 의무도 없었다
(Akyıldız 2003, p. 38).
이처럼 무슬림이 아닌 짐미에 분명히 불평등한 대우는 존재했음에도 불구
하고 각 밀렛 안에서 고유의 언어, 종교, 문화 및 교육 활동에 있어서 광범위
한 자치가 허용되었으며 이 모든 사항들은 오스만제국에 의해 작성된 수락
서에 서명함으로 법적 효과를 발효할 정도로 일종의 상호 계약이라는 비강
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Kenanoğlu 2005, p. 558).
더군다나 오스만제국의 말기인 1837년에 술탄 마흐뭇 Mahmut 2세(1808~
1839)가 작성했던 각 밀렛을 향한 아래 연설문 내용을 보면 당시 국민의 종
교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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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사원에서,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유대인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략)
그리스인이나 아르메니아인 모두가 무슬림처럼 신 앞에서는 동일한 종이
요 내 백성이며 서로 다른 종교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법
앞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조세의 납부를 통해 여
러분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Akyıldız, op. cit., p. 46).

이처럼 오스만제국은 밀렛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타문화 및 타종교 민족
을 이미 품고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오스만제국이 오랜 기간 여러 다른
민족에도 상생과 공존의 기회를 부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무슬림에게
좀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공정하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오스만제국의 관대함은 오랫동안 제국 유지의 중요한 버팀목
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오스만제
국의 밀렛 제도는 오스만제국의 쇠퇴기에 이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을 약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Kenanoğlu, op.
cit., p. 562).
그러므로 이미 오스만제국 시기부터 터키의 이슬람은 아랍의 이슬람과는
달리 매우 의도적이고도 정치적, 외교적 이슬람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이는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법과 전통을 강조하며 지
하드를 외치는 가운데 카피르를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최근의 중동 아랍 무
슬림이 보여주는 근본주의 이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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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이슬람 종파와 교단의 수용
오늘날 터키공화국 안에서 보이는 이슬람의 모든 형태는 이미 오스만제국
시기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오스만제국 때 이미 형성된 이슬람의 영향아
래에서 발전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앞 단원에서 알아 본 밀렛 제도 외에도
아랍 이슬람과 비교해서 터키 이슬람을 특징짓는 다른 또 하나는 터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단 사상을 가진 수많은 이슬람 교단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오스만 시대부터 신비주의인 수피 Sufi사상38)을 갖고 있는 메브레
비 Mevlevi39)와 알레비 Alevi 교단이 현 터키에서 가장 중요하고 넓게 퍼져
있는 이슬람의 이단 교단들이다.
38) ‘수피(Sufi)’라는 말의 그 어원은 ‘수프’(양모)를 몸에 걸친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하였
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여겨지지만, 지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소피아’(Sophia)에서
전해졌다는 설 등 이외에도 몇 가지 이설이 전해진다. 이 말에서 ‘수피’(Sufi) 및 영어의 ‘수
피즘’(Sufism)이 파생하였다. ‘알라’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요구하는 신비주의는 ‘쿠란’ 속에
이미 나와 있다는 설도 있으나, 본래의 수피즘은 8세기 이후 이슬람교가 수니와 시아로 분
열된 후 시아 속에 나타났다. 초기의 신도 중에는 금욕주의적인 독신자가 있어서 수프(양
모) 등을 몸에 걸치고 고행이나 유행(遊行)한 것이 그 시초로서 거기에는 인도, 이란의 종교
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엿보인다. 수피주의는 철저한 금욕주의 입장에서 자기수행
과 고행을 요구한다. 이 수피즘의 특징은 일종의 도취 상태에서 지상(至上)의 경지를 감득
하는 데 있는데 이 때문에 스스로를 절대자로 자칭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수피즘
을 신봉하는 많은 교단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터키 ‘데르비시’(Derviş) 교단은 자가도취의
수단으로서의 회전 춤으로 알려져 있다.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
method=view&MAS_IDX=101013000737587(검색일: 2015. 7. 20).
39) ‘메브라나’(Mevlana)는 원래 아랍어 ‘마울라나’(페르시아어로는 ‘모울라나’)에서 유래된 말
로서 이슬람의 ‘수피’(Sufi) 교단의 지도자에게 붙여진 호칭이다. 터키어와 페르시아어 문서
에서 ‘젤라레띤 루미’(Celaleddin-i Rumi)라는 인물을 기리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사람의 이름
내지는 별명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다. 수피 교단을 창시한 ‘젤라레띤 루미’(Celaleddin-i
Rumi, 1207~73)는 현 터키의 ‘콘야’(Konya)에서 태어났으며, 그를 따르는 이 종단의 추종자
들을 ‘Mevlevi’(메브레비)라고 부르는데, 여성의 치마 같은 특이한 복장을 하고서 무아지경
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들의 신비주의 의식이 매우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터키의 ‘콘
야’에서는 그의 죽음을 추모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이 신비주의 수피 의식을 ‘메브레비’
(Mevlevi)가 의해 거행한다. https://tr.wikipedia.org/wiki/Mevl%C3%A2n%C3%A2_Cel%C3%A2ledd%
C3%AEn-i_R%C3%BBm%C3%AE(검색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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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슬람 종파는 크게 수니와 시아로 양분되지만 사실
시간과 이념 그리고 고유의 지역 전통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오스만제국 시
대부터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이슬람 교단(혹은 학파)
들이 수니와 시아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군소 교단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그 세부 교단을 창시한 창시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
므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이슬람 종파와 수많은 이슬람 교단의 분류와 특징을 여기에서 굳
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며 대신 이러한 이슬람의 종파와 교단 중에
서 터키공화국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한 교단을 소개하면서 터키 내에
서 발생한 이들의 상호 갈등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터키 이슬람 내 종파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것은 황병하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슬람의 분류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이슬람의 수니와 시아를 종파적인 큰 분류로 보는 반면에
여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군소 이슬람 집단을 또 다른 이슬람의 종파로 혼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슬람 해석에 따른 교단 혹은 학파의
분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김정위 外, op. cit., p. 204).
또 계속해서 황병하는 종파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 교리, 신조, 예배
의식, 성전, 숭배 대상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가진 종파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사회의 법이나 정치권력보다 그들의 신조를 더 앞세우는
데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원론적인 분류가 아닌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 종교와 문화
등의 관계 속에서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으로 보
인다(Ibid.,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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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오스만제국부터 현대 터키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이
슬람의 거대 두 종파 아래 다양한 수많은 교단과 학파들이 발생했다. 이들의
분류 기준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 이슬람 정치적인 측
면, 둘째, 이슬람 믿음(신앙)의 형태적인 측면, 셋째, 이슬람법(교리) 해석에
따른 측면이 그것이다.
먼저 첫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터키 이슬람은 크게 수니와 시아의 두
종파로 분류된다. 앞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슬람의 수니는 알라의 일을
대행할 칼리프를 혈통에 관계없이 투표와 결의를 통한 선출을 주장하며, 시
아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부터의 지도자 선출
을 주장하면서 제4대 정통 칼리프로 알려진 알리와 그의 혈통을 잇는 지도
자들을 칼리프가 아닌 이맘으로 호칭하며 그들만이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
끗함을 믿고 있다(Önder 2010, p. 117).
터키 이슬람의 분류 기준으로서 그 둘째는, 믿음(신앙)의 형태에 따른 측
면인데 여기에서는 이슬람 이전의 토속 신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제브리예 Cebriyye40)와 무테질레 Mutezile41)등이 있었다. 이 교단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군소 학파로 다시 분열되어 아샤리 Asarî, 바트니예 Bâtın’îyye,
제브리예 Cebriyye, 에샤리예 Eş’ârîyye, 카데리예 Kaderiyye, 마투리디예
Mâtûridîyye, 뮤르지에 Mürcie, 뮤쉐비헤 Müşebbihe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었
는데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Gümüşoğlu, op. cit., pp.
46~50).

40) https://tr.wikipedia.org/wiki/Cebriyye(검색일: 2015. 6. 21).
41) https://tr.wikipedia.org/wiki/Mutezile(검색일: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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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셋째 분류 기준은 이슬람법(교리) 해석에 따른 측면이다. 이에 따
라 발생한 종파들은 현 터키공화국을 포함해서 수니 무슬림 안에서는 크게
네 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하니페(Imamiazam Ebu Hanife: 699~767)가 세운
하니피 Hanifi42), 이맘 말릭(Imam Malik Bin Enes: 711~795)이 세운 말리키
Maliki, 이맘 샤피(Imam Safii: 767~820)가 세운 샤피 Şafii, 아흐멧 빈 한벨
(Ahmet Bin Hanbel: 781~855)이 세운 한벨리 Hanbeli가 그것이며 현재까지
도 이들의 존재와 영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시아 무슬림안에서도 자
페리(Cafer-i Sadik: 699~765)에 의한 자페리릭 Caferilik, 제이드(Zeyd Bin
Ali)에 의한 제이디릭 Zeydilik, 이스마일(Ismail Bin Cafer el-Mubarek)에 의
한 이스마일릭 Ismaililik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왔다.43)
이외에도 앞에서도 짧게 언급되었지만 메브라나 젤라레띤 루미(Mevlana
Celaleddin-i Rumi)에 의해 메브레비 Mevlevi라고 불리는 특이한 신비주의
교단이 터키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터키인들은 비록 이슬람화되었지만 자
신들의 전통적인 숭배사상인 애니미즘(자연숭배)나 샤머니즘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이슬람교만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터키인에게 있어
율법적인 이슬람 종교는 그들에게 영적 만족감을 주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인도의 신비주의를 가미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자신
들의 전통 종교에 이슬람을 가미한 수피즘 Sufism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수
42) https://tr.wikipedia.org/wiki/%C4%B0slam_mezhepleri#S.C3.BCnn.C3.AE_F.C4.B1k.C4.B1h_
Mezhepleri(검색일: 2015. 6. 21). 수니에서 이슬람 법(교리) 해석에 의한 분류들 중 하나인
‘하니피’파는 전 이슬람 세계 인구 가운데 반이 넘는 추종 세력을 가지고 가장 넓게 분포되
어 있는 이슬람 교단이다. 현재 터키공화국을 비롯해서 주변 발칸반도, 투르키스탄, 아프가
니스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등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43) https://tr.wikipedia.org/wiki/%C4%B0slam_mezhepleri#S.C3.BCnn.C3.AE_F.C4.B1k.C4.B1h_
Mezhepleri(검색일: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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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즘은 이슬람 종교에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혼합하여 오스만제국과 오늘날
터키공화국 안에서 다양한 이슬람 종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
나 수피즘은 크게 보면 시아 이슬람의 한 갈래에서부터 파생되어 오스만제
국 안에서 꽃을 피웠으나 이슬람의 정통 종파를 주장하는 수니 무슬림의 입
장에서 볼 때에는 다분히 비非아랍적이었으며, 비非정통적이어서 환영을 받
지는 못했다.44)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이슬람 종파들은 오스만제국 말기로 들어서
면서부터는 상호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오스만제국의 멸망을 촉진하는 결과
를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터키 내의 다양한 종파와 교
단의 출현과 수용을 통해서 아랍 이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터키 이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니와 사이의 갈등과 알레비 Alevi
그동안 터키 내에서 비록 앞에서 언급된 지하드 형태처럼 충돌의 모습은
없었지만 수니와 시아 무슬림 사이에서의 상호 갈등은 분명히 그리고 여전
히 존재해왔다. 대다수인 터키 수니 무슬림에 의한 소수인 시아 무슬림인 알
레비가 당하는 일련의 사회적 불평등과 불이익은 현재도 터키 안에서 심각
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엉켜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상호
갈등의 골은 깊어져왔다.

44) https://tr.wikipedia.org/wiki/Mevl%C3%A2n%C3%A2_Cel%C3%A2ledd%C3%AEn-i_R%C3%BBm%
C3%AE(검색일: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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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터키공화국과 인접국의 인구 및 종파별 무슬림 비율

국가

인구(명)

터키

72,900,000

이란

69,500,000

이라크

28,800,000

시리아

18,400,000

전체 무슬림 백분율 및
인구(명)
99%
72,750,000
98%
68,805,000
97%
27,936,000
90%
16,560,000

시아 백분율 및
인구(명)
21% (Alevi)
19,912,500
85%
61,924,500
65%
18,158,400
15%
2,484,000

수니 백분율 및
인구(명)
78%
54.837,500
15%
6,880,500
35%
9,777,600
85%
14,076,000

주: 1) 2005년도 기준.
2) 터키의 무슬림 시아의 인구는 전부 ‘알레비’ 교단을 지칭함.
자료: https://tr.wikipedia.org/wiki/%C4%B0slam%27%C4%B1n_n%C3%BCfus_yap%C4%B1s%C4%B1
(검색일: 2015. 7. 25).

[표 1]에서 보듯이 터키 총 인구 중 99%가 무슬림이다. 이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수니가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알레비 Alevi 무슬림으로 불리
는 시아 무슬림은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 터키 7천 2백만 명의 인구
중 거의 2천만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알레비 무슬림이라는 것을 보
여준다.
그렇다면 소수종교 혹은 소수민족 문제로도 볼 수 없는 알레비 무슬림이
현재까지 공화국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제국 때 시작한 알레
비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터
키 내 두 그룹 즉, 수니와 알레비 무슬림 사이에서의 핵심 쟁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터키 근대사를 접하면, 알레비 무슬림이 수니 무슬림에 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의 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니와 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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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는 남녀의 결혼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우정도 성립될 수 없었고 따
돌림과 배반의 시간들만이 존재했었다(우덕찬 2010, pp. 196~200). 한 나라
같은 국민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커다란 비극의 역사로 몰
고 갔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 단원에서 언급된 카피르 개념에서 우선
적으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터키 수니 보수 무슬림 즉, 이슬람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터키 무슬림의 눈에는, 터키 알레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어쩌면 지하드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 알레비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따르기 보
다는 제4대 칼리프인 알리 Ali를 더 따르고 섬긴다.
둘째, 알레비는 이슬람 사원(Cami)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모
임 공동체인 젬 에비 Cem evi로 간다.
셋째, 알레비들은 알라 Allah를 믿는 형태가 수니 무슬림의 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넷째, 알레비는 터키공화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공화국의 건립자인 아타튀
르크 Atatürk의 이념과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따랐다. 그러나 비록 아타튀르
크가 국가를 구하고 터키 국민에게 독립을 가져다주었다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의 명예 자체인 칼리프 제도를 국가적으로 포
기해버리고, 이슬람법과 전통을 저버리면서 강한 서구 지향의 세속주의 이
념을 펼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수니 보수 무슬림에게는 한낱 배신
자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Önder, op. cit., p. 124).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니 보수 무슬림의 알레비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에 대
해 알레비는 다음과 같이 하나씩 차례로 반박하고 있다.
첫째로, 알레비는 알라 Allah를 섬기는 종(무슬림)으로서, 무함마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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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예언자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알레비는 알리 Ali와 그 뒤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인 이맘 Imam을 예언자의 반열에 결코 올려놓지 않으며, 단지 칼리
프 등급으로 인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알레비 신앙은 새로운 어떤 다른 종교
가 아니라 이슬람의 한 종파 혹은 한 교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45)
둘째로, 알레비가 일반 이슬람의 사원(Mosque; 터키어로는 Cami)을 가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제4대 칼리프46) 알리가 바로 이슬람
사원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슬픔과 아픔을 잊지 못하는 터
키의 알레비를 포함해서 모든 시아 무슬림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가
암살당한 화요일에는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어 조의를 표하며, 암살당한 장
소인 사원에 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스크
대신 예배할 다른 장소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뜻을 가
진 오늘날 알레비의 모임 장소인 젬에비 Cemevi의 출현이다. 그래서 수니 무슬
림에 모스크가 예배처소라면, 동일한 맥락에서 알레비 무슬림에는 젬에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47)
셋째로, 모든 알레비는 알라 Allah를 사랑이라고 믿으며, 또한 그 알라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오히려 알라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따르는 수
니 무슬림은 언젠가 그 두려움으로 결국 알라를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될 것이
며, 결국 알라와의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알
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존재로 인식하는 모든 알레비는 알라를 더 이
45) https://tr.wikipedia.org/wiki/Alevilik(검색일: 2015. 7. 28).
46) 시아 무슬림은 수니에서 말하는 칼리프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4대 칼리프인 알리부터
그들의 초대 이맘으로 간주한다. 즉 수니 무슬림의 칼리프 개념이 시아 무슬림에게는 이맘
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47) http://www.milliyet.com.tr/2007/03/21/guncel/agun.html(검색일: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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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따르기 때문에 죄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살
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48)
마지막으로, 알레비들의 생각의 깊은 근원에는 휴머니즘이 깔려있으며,
인간사랑은 알레비 신앙의 기본 철학이 된다. 오스만 시대부터 많은 알레비
가 수니로부터의 차별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의 시
작은 그 차별과 고난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소망을 가져다주었던 아타튀르크
를 따르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타튀르크의 건국이념인 세
속주의는 알레비 신앙에도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다.49)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반적인 이슬람의 종파 및 교단 분류로 보면 알레비 무
슬림은 민속이슬람 혹은 시아 이슬람의 한 갈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앙아시아에 기원을 둔 튀르크(Türk)인의 전통종교가 시아 이슬람과 만나면
서 형성된 터키인만의 독특한 이슬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알레비 신앙은 신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점에서 이슬람의 신비주의
사상인 수피사상과 비슷할 수 있지만 수니 수피즘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란과
하디스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전통 수피즘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이슬람의 수피사상은 창조주
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알레비 무슬림은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과 인간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
신론 쪽에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Ibid., p. 130).
그러므로 이러한 터키 알레비 무슬림의 독특한 세계관과 함께 알레비의

48) https://tr.wikipedia.org/wiki/Alevilik(검색일: 2015. 7. 29).
49) http://blog.milliyet.com.tr/alevi-ile-sunni-arasindaki-fark/Blog/?BlogNo=269593. 2010. 10. 16일
자 Milliyet Gazetesi(검색일: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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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사상을 강하게 고수하려는 강한 그들의 집념이 수니 이슬람과의 갈
등과 충돌에 원인이 되어 왔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충
돌은 수니 무슬림의 수호자로 자청했던 오스만제국 때부터 시작되어 공화국
시대로까지 이어졌다. 왜냐하면 강력한 세속주의를 표명해 나가는 데 있어
서 알레비 무슬림의 강한 분파주의는 터키공화국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종교로 민족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아타튀르크와 그를 따르는 케말주의자 눈에도 ‘알레비’ 무슬림은 여전히 분
열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터키 내에서의 이슬람 종파 갈등 중 가장 예민한 사인으
로 손꼽히는 수니와 알레비 무슬림 사이에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러나 여기에서 논자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세속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
고 표방하는 터키공화국 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영위하고 살아 갈
수 있다고 성문成文화되어 있는 근엄한 법 앞에서, 여전히 알레비 무슬림에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역설적으로 피력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갈등의 제 문제들이 모두에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받고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첫 시작은 공화국 건국이념
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헌법 앞에서 평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본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 터키공화국 내 모든 종교 관련 정책들을
관장하는 종교청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의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역할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이 알레비 문제가 더 이상 종교문제가 아닌
터키 국내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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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터키 이슬람의 개혁과 변화

1. 터키 ‘세속주의’에 대한 이해
가. 터키 ‘세속주의’의 특징
터키공화국의 핵심적 특징은 누가 뭐래도 세속주의(Laiklik; Secularism)이
다. 터키공화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정치이념인 이 세속주의는
세속화 Secularization과는 구별된다. 본 단원에서 피력할 세속주의란 터키공
화국 설립 이념들 가운데 하나로서 공화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정부주의,
개혁주의와 함께 터키공화국의 건국이념을 말하며, 이 모든 이념들은 세속
주의를 설명하고 받쳐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50)
또한 터키의 세속주의는 단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만 간주되지 않으며,
교육, 문화 및 삶의 전 영역에서 이슬람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이
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한 집단의 종교적 사고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50) https://www.tbmm.gov.tr/develop/owa/tbmm_internet.anasayfa(검색일: 2015. 7. 2). 1. “Türkiye
Devleti bir Cumhuriyettir” 2. “Türkiye Cumhuriyeti, toplumun huzuru, millî dayanışma ve adalet
anlayışı içinde, insan haklarına saygılı, Atatürk milliyetçiliğine bağlı, başlangıçta belirtilen temel
ilkelere dayanan, demokratik, lâik ve sosyal bir hukuk Devletidir.” 1924년 터키 헌법 1장 1-2
절: “1. 터키는 공화국이다. 2. 터키공화국은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독립 그리고 법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아타튀르크의 민족주의에 따라 기본이념에 의해서 민주, 세속 그리고 사회
법을 보장하는 국가이다.”(원문번역). 참고로 터키공화국의 6가지 기본이념과 실시한 정책
들은 다음과 같다; 1. 공화주의(Cumhuriyetçilik): 공화국의 선언, 여성의 참정권 부여, 2. 민
족주의(Milliyetçilik): 애국가 제작, 터키 역사-언어 학회의 설립, 3. 국민주의(Halkçılık): 오스
만 조세제도 폐지, 터키 민사법의 제정, 4. 세속주의(Laiklik): 오스만 술탄제와 칼리프제의
폐지, 쿠란 학교의 폐지, 종교세 철폐, 5. 개혁주의(İnkılapçılık; Devrimcilik): 공화국을 위한
불필요한 모든 제도를 폐지하고 바꿈, 6. 정부주의(Devletçilik): 철도, 항만, 공항, 육로 신축,
5개년 경제 계획 수립, 중앙은행의 설립 등 정부주도하의 각종 기간산업 계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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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현 터키공화국의 초기 수많은 개혁들은 바로 이러
한 세속주의 정신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나타났거나, 혹은 이 세속주의 실현
의 성공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터키공화국이 이러
한 세속주의를 천명하고 출발했다고 해서 그들의 국민 신앙인 이슬람을 배
격했다거나 이슬람의 정신에서 이탈된 일방적인 서구화 추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김종일 1999, p. 133).
그러므로 본 단원의 세속주의를 논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아
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한 국가의 통치 방법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아랍 정통 이슬람(수니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이슬람법(쿠란)과 이슬람전통과는 성향을 달리하면서
지역 전통과 문화적 요소를 이슬람 안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
이다.
그렇다면 터키의 건립자 아타튀르크는 이 세속이란 의미를 이슬람을 완전
히 배제하고 이슬람 없는 정치와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용했을
까? 아니면 인구 중 매우 높은 무슬림 구성비(99%)를 가진 터키로서 아랍
정통 이슬람이 추구하는 법과 전통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지만 터키 고유의
민속신앙을 합친 터키만의 이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사용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속이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
가 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인 Laikus에서 나왔는데 사제가 아닌
사람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Tayhani 2009, p. 519). 또한 세속주의의 사
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관한 것들
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대해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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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있다.51)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
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라
는 것이다.
터키공화국의 설립자였던 아타튀르크의 연설, 저서 그리고 그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그가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터키공화
국은 매우 강한 세속주의의 표방이 수반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그의 강한 세속주의 주창에는 그의 강한 실리주의 추구와 현실주의 정신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공화국 건립 직전 지방 상공인들 앞에서 했던 유명한
그의 아다나 Adana 연설에서도 이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슬람을 생각하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각자
의 기준이 이슬람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
겠습니까? 그러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합
당한 일입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에 합당한 일이라면, 이슬람에도 분명 합
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이슬람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슬람적
인 것이기 때문입니다.52)

그러므로 공화국 건국이념으로서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는 아랍 이슬람
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51)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86%8D%EC%A3%BC%EC%9D%98(검색
일: 2015. 7. 30).
52) http://www.atam.gov.tr/dergi/sayi-70/ataturkun-adanadaki-konusmalari-uzerine(검색일: 2015. 7. 30).
터키 아다나 상공인들의 모임에서의 연설(19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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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이슬람이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포용심이 그의 사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김종일, op.
cit., p. 155).
한편 이러한 아타튀르크의 실리추구 정신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이
어서 새로운 터키 정부를 주변 국가에 인식시키기 위해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터키가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적인 요소를 활용한 앙카라 Ankara 정부는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 안
에서 펼쳐졌던 독립전쟁에서 서구 압제 아래에서 항거하고 있었던 주변 이
슬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앙카라 새
정부의 이러한 실리추구 정책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조약체결이라든지, 시
리아 및 이라크에 남아 있던 서구 국가에 대한 이슬람 항거 세력과의 연합전
선 구축 등을 펼쳐나가기도 했었다. 심지어 당시 서구에 대해 강한 저항의지
를 보이던 새 앙카라 정부의 독립전쟁(1919~22)은 당시 전체 이슬람 국가 사
이에서 서구 제국에 항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일 정도였다(김종일 2011,
p. 224).
그러므로 아타튀르크가 추구한 세속주의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측면을
전부 포함하되, 후자보다는 전자 즉, 국익을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이슬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타튀르크에
게 있어서 이슬람은 현대성과 서구 세속주의에 비해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
향식 제도적 규정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이슬람이 차선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정부의 교육부문 독점, 칼리프의 숙청,
이슬람학교(마드리샤) 폐지, 이슬람 관련 행사 규제, 종무기관(The Dir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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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ligious Affiars)의 설립, 비非성직주의(Laicism) 등이며 여기에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국가에 의한 종교의 엄격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터키의 보수 무슬림에 아타튀르크를 카피르
Kafir로 부른 것 또한 사실이었다(김종일 2012, p. 13).
한편 오스만제국의 멸망(1922)과 터키공화국의 출범(1923)은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세계사에 있어서 오스만제국에 의한 비잔틴제국 정복(1453)은 중세를 끝
내고 근세로 진입하게 만든 커다란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오스만제국의 비
잔틴제국 정복 이후부터는 오스만의 황제가 종교적인 리더십(칼리프)과 정
치적인 리더십(술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칼리프에 의한 통치
를 주장하는 현 ‘IS’의 아랍 정통 이슬람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이희수, op.
cit., p. 538). 또한 오스만제국 내 어느 한 시기라도 아랍의 정통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이슬람법(샤리아)에 의한 통치를 펼친 적이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도 터키 이슬람이 가진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 세속주의가 터키 내 이슬람에 끼친 영향
지금까지 아타튀르크가 이끌었던 터키공화국의 세속주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으며 이제 이 세속주의가 터키 이슬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특징지으며 본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첫째로, 터키의 세속주의는 터키공화국이라는 국가공동체 안에서 인종,
언어 및 종교에 관계없이 국가의 국민 모두가 동등한 객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념이었다. 이는 쿠르반이 세속주의를 가리켜 총체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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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표현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Kurban
2005, p. 175). 그러므로 터키의 세속주의는 터키 내 인종, 언어 그리고 종교
를 하나로 묶어주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화국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둘째로, 터키의 세속주의는 오스만의 밀렛 제도를 뛰어 넘어 터키공화국
법 안에서의 다양한 이슬람 종파와 다양한 신앙에 대한 평등과 균등을 보장
한다.53) 앞에서 오스만 시대 밀렛 제도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식민지
피지배인들에 어느 정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었음을 아랍 이슬람에 대한
터키 이슬람의 차이로 피력했었다. 그러나 이제 공화국시대로 넘어오면서부
터는 오스만의 불완전했던 통치 제도를 벗어나 이슬람의 타 종파와 타 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이 평등과 균등의 삶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
도 터키 세속주의가 끼친 커다란 영향이요, 동시에 터키 세속주의를 특징짓
는 매우 특별한 사항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현 집권당(AKP)54)의 개혁과 중동에서의 역할
바로 얼마 전 터키에서는 새 집권당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2015. 6. 7). 그 결과는 현 집권당 AKP가 예상을 뒤엎고 전체의 과반수 의석
을 간발의 차이로 채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삼선三選 12년 연정連政 기

53) https://tr.wikipedia.org/wiki/T%C3%BCrkiye%27de_laiklik(검색일: 2015. 8. 3).
54) 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 정의발전당, 혹은 ‘AK’ Parti 라고도 부르는데 터키어에서
‘AK’의 어원은 형용사로서 ‘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흰’ 정당 즉,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AKP 정관 참고.
https://www.akparti.org.tr/site/akparti/parti-tuzugu(검색일: 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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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달성한 에르도안55)의 현 집권당에 대한 실권失權 위기를 의미하는 것
이기도 했다. 이러한 ‘AKP’의 실권 위기는 터키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
정세에도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56)
본 장에서는 강한 이슬람 성향을 보이는 현 집권당이 펼치는 일련의 개혁
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 집권당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터키공화국이
다시 탈脫 세속주의와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
구가 될 것이다.

55) Recep Tayyip Erdoğan(1954~ ), 이전 반 세속주의 경향으로 폐당된 바 있으며 이스탄불 시장
과 Refah Partisi와 Fazilet Partisi 국회의원을 차례로 겪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Recep_Tayyip_Erdo%C4%9Fan(검색
일: 2015. 8. 5).
56) 이번 2015년 6월 7일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의하면, 현 집권당인 AKP(정의당)가 40.95%로
258명, 제1야당인 CHP(공화국민당)가 24.95%로 132명, 제2야당인 MHP(민족운동당)가
16.29%로 80명, 그리고 신생 쿠르드 당인 HDP(국민민주당)이 터키 동부를 중심으로 13.2%
로 80명의 국회 의석을 각각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분
석될 수 있다. 하나는 터키공화국 역사에서 최장기 집권당인 AKP의 독주(獨走)에 종말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신생 쿠르드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등청(登廳)으로 볼 수 있다. 특별
히 전자에 경우에 있어서 이번 선거 결과 터키의 어떠한 당도 총 국회의원 수 550석 가운데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당체제의 집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현
집권당 AKP가 계속적으로 집권하기 위해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당
과의 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당도 현 집권당인 AKP와 손을 잡을 조
짐이 보이지 않는다. 현 터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휴일을 제외한 40
일 근무일 이내에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2당에게 그 집권의
기회가 주어지며 만약 이때 제2야당(132명)인 CHP가 제3당(80명)인 MHP와 제4당(80명)인
HDP와 손을 잡게 된다면 그동안 장기 집권을 해 왔던 AKP의 실각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
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당도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6개월 뒤에는 국회위원을 다시 선출하게 되는 조기 선거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
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터키 내 쿠르드 민족을 위시해서 소수 민족들의 권리를 법적으
로 옹호 받을 계기와 더불어 터키 내 쿠르드 사태에도 새로운 변화의 청신호로 보인다.
ww.ntv.com.tr/turkiye/ysk-milletvekili-secimlerinin-kesin-sonuclarini-acikladi,D8i-gdxFEUq7IB
qIWC5sKA(검색일: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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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집권당(AKP)의 장기집권 성공 배경
터키 현 집권당인 AKP의 장기집권 성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당으로서 AKP에 대해 거는 국민적 기대를 꼽을 수 있다. AKP를
다른 기존의 우익57) 성향을 가진 터키 정당들과 비교해 보면, 여타의 정당처
럼 어떤 특이한 상황(군사혁명 등의 사회적 소요)에서 태동되지 않았다. 또
한 다른 정당(CHP, MHP 등)처럼 전통과 국가적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태동
된 당도 아니었다. 단지 국내 경제의 악순환 속에서 타 정당들에 대한 국민
적 희망이 끊겼다고 생각되었을 때, 더 이상 선택할 정당이 남아 있지 않다
고 여겨졌을 때 어부지리漁父之利 식으로 집권한 당이었다. 그래도 예전 당
의원들에 의한 새로운 당의 결성이라는 면에서는 분명 신당이었고, 신당의
출현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실려 있었다(김종일, op. cit., p. 257).
또한 AKP의 정치지지 세력들은 당시 터키에서 보수 혹은 원리주의 이슬
람에 뿌리를 두었던 중산층 무역 상인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 질서를 무
너뜨리지 않으면서 새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세속주의 자본주의자들이 세워
놓았던 기존 제도를 인정하는 정책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
지자 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장기집권의 한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서 AKP 집권에 또 하나 힘을 보내준 세력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우익 성향
과 사회주의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많은 유권자들이 이 새롭게
출현한 정당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Ibid., p. 258).
57) 세계의 추세와는 달리 터키에서의 좌익은 사회주의, 우익은 이슬람주의 경향을 말한다.
http://www.beycan.net/710/sagcilik-ve-solculuk-nedir-sag-ve-sol-gorusun-farklari-nelerdir.html
(검색일: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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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화국의 초기부터 국가적 숙원이었던 유럽연합 가입에 AKP의 외
교적 성공을 말할 수 있다. 1999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가속을 얻게 된 터
키의 유럽연합 가입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느 집권당도 하지 못했던 가입에
대한 청신호가 국민으로부터 장기집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셈이 되었다. 사
실 이 부분도 AKP의 외교적 성공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들여 온 지
난 모든 집권당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만 아무튼 AKP로서
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드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Ibid., p. 259).
마지막으로, AKP의 장기집권 성공은 신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에서부터
오게 된다. AKP 이전 터키 경제는 난항과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실망과 새로운 정당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기대감이 AKP를 집
권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므로 AKP의 등장과 집권은 이러한 국민적 실망
과 분노, 새로운 당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기대 그리고 터키 경제의 돌파구
로 인식되어 왔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희망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면서 집
권이 시작되었던 것이다(Ibid., p. 260).
이후 에르도안이 이끄는 AKP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우익 이슬람으로 드
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삼선三善 집권 성공은 결국 AKP에 거는 국민
적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인 표를 얻으면서 계속적인 집권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AKP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 우익, 이슬람 성향이나 에르도
안 개인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고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
다. 오히려 화폐개혁, 환율 조정, 악성 인플레이션 등의 원만한 조율과 성공
을 통해 터키 경제를 이끌어 갔던 에르도안 리더십에 국민의 정치적이고 이
념적인 반감이 숨겨지고 보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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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최근 이스탄불의 ‘Gezi park’ 시위 등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직도 많은 국민은 여전히 ‘아타튀르크’에 의해
설립된 터키공화국은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집권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탈 세속주의’를 향한 일련
의 정치적 행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다시 터
키의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경우 국민은 언제라도 새로운 정권에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언제라도 현 집권당의 실각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다시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래의 터키공화국의 모습
으로 환원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현 터키 집권당(AKP)의 개혁들
본 장에서는 AKP의 강한 이슬람 성향이 지난 12년의 연정 기간에 ‘세속
주의’의 터키공화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짧게나마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터키공화국의 핵심이념인 세속주의가 AKP의 여러
개혁 정책들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터키의 변화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현 집권당 AKP에 의해 민주, 우익, 이슬람 정책으로 일관되어 온 지난 12
년 동안 터키 안팎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터키 국
내적으로는 공화국의 핵심이념인 세속주의에 대한 매우 강한 위협과 도전이
있었다. 다수당인 현 집권당에 의해 터키 세속주의가 위협받는 일련의 정책들
이 수립되어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되어 입법화되었으며 발효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터키 세속주의와 충돌되는 가장 예민한 두 가지 사안은 1932
년에 발효되었던 터키공화국의 복장 법服裝法(Kıyafet İnkılâbı)의 폐지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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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군부의 개혁이다.
먼저 터키에서 복장 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여성의 히잡58) 착용이 법
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제 원하는 여성들은 히잡 복장
을 하고 터키 공공기관(교육기관포함)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혹자는 터키의 복장 법 자체가 규제와 금지의 법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
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터키 국내에서 여성의
이슬람 복장 문제는 단순하게 입고 못 입고의 문제를 벗어나서 터키 세속주
의의 핵심과 연결된다고 보아야 하며,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터키 세속주
의의 존폐가 이 복장 법에 달려 있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로는 터키 군부의 개혁인데, 지금까지 공화국 건국이념의 수호자 자
리를 지켜왔던 터키 군 내부에 이제 더 이상 아타튀르크의 정신을 계승할
세속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지금 터키 세속주의는 매우
강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타튀르크로부터 시작
된 공화국의 새로운 세속주의 정체성 유지와 수호를 위해 그동안 터키의 군
부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Daği 2005, pp. 23-24). 그러므로 현 집권당 AKP로서는 탈 세속주의와 이슬

58)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Hijab)은 보통 베일로 통칭되는 이슬람 여성의 복식 이름
이며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 터키에서는 ‘히잡’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온 몸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의상은 ‘투르반’(Türban), 그냥 스카프와 비슷한
정도로 가볍게 착용하는 것은 ‘차르샤프’(Çarşaf)라 불린다. 터키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착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 무슬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투르반’을 착용한 여성
은 이슬람 성향이 아주 강한 여성으로 보아도 좋지만, 단지 머리에 ‘차르샤프’ 정도만 두른
여성은 그냥 관습적인 복장을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터
키의 ‘히잡 착용 법안’이라는 표현은 ‘투르반’(Türba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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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성향의 개혁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며 개혁 정책들
에 언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터키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도 필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터키 군부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사안이
지금도 유럽연합이 터키에 요구하고 있는 정회원 가입 조건 중 하나라는 사
실이 터키 군부를 향한 현 집권당의 개혁의지를 정당화해주었다. 그러므로
‘아타튀르크’의 이념을 수호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의 군부 세력이 늘 부
담스러웠을 AKP에게 최근 터키 군부의 개혁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
거양득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한편 터키 외부적으로도 독자적인 이슬람노선 구축을 통해 중동 이슬람권
에서 새로운 정치 강자로 부상하려는 터키의 외교노력이 실질적으로 현 터
키의 세속주의를 위협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AKP의 염원은 21
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시대에 따라 점차 증가
발전되어왔는데 이를 가리켜 터키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라고 부른다(Nye
1990, p. 166). 또한 중동지역의 안정 역시 터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터키는 앞으로도 지역적 리더십과 통합에 있어서 주도
적 역할 수행에 최대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Kibaroğlu &
Oğuzlu 2009, pp. 577-593).
이러한 AKP의 외교 정책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로부
터 언급되어진 소위 ‘Strategic Depth’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는 과거
오스만제국 때부터 발칸,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르는 공유
적인 역사와 문화 관계를 강조하며 주변 국가와 상호 외교적 연결고리를 찾
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현 터키 집권당의 외교정책을 가리켜 ‘Strategic
Depth’(터키어로는 Startejik Derinlik)59)라고 부른다(Larrabee 2010,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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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터키 집권당(AKP)의 중동에서의 역할
1923년에 강한 세속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출범한 터키공화국 역사 가운
데 지금까지 현 집권당처럼 터키 세속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동시
에 장기집권에 성공한 어느 정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현 집권
당은 매우 특이하게 터키 역사에 기록될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당에 대한 터키 국내외적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터키공화국의 건국이념인 세속주의가 현 집권당
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터키 집권당이 그동안 걸어온
국내 정치와 외교의 개혁정책들을 살펴보면 결코 순수 이슬람법과 전통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현 집권
당의 성향이 종파적으로는 수니 이슬람을 내세우며, 아무리 친親이슬람 성
향으로 정책을 개혁한다 하더라도 결국 터키 이슬람은 아랍 순수 이슬람 안
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60) 그러므로
최근 터키의 집권당이 보이는 일련의 이슬람 성향의 경향은 종교적이라기보
다는 다분히 집권 유지를 위한 강한 정치 이슬람 성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9) 자세한 내용은 터키의 전 외교부장관이며 현 수상인 ‘다웃오울루’(Ahmet Davutoğlu)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Davutoğlu, Ahmet. 2015. “Startejik Derinlik -Türkiye’nin Uluslararası Konumu-,”
Küre yayınları, Istanbul.
60) 아랍어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570~632)가 속한 ‘쿠라이쉬’ 부족의 언어였으며 그 아
랍어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이 기록되었다. 이슬람은 ‘쿠란’의 내용뿐만 아니라 ‘쿠란’의
언어인 ‘아랍어’까지 절대화하였는데, 이슬람화와 함께 아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이슬람의 신학이고 이상이다. 그러므로 ‘아랍’과 ‘아랍어’가 아니면 결코 정통으로 간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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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 단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동에서 터키가 지향하는 외교정책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아타튀르크의 건국이념인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
리고 이 기본이념을 떠나서 터키 외교정책을 이해하거나 논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된 현 집권당의 친이슬람 경향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염려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된다. 현 집권당으로서도 지난 12년의 집권 기간
에 반反세속주의와 친親이슬람 경향의 결과로 발생된 적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지혜롭고도 합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집권당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회적으로는 무슬
림, 정치적으로는 유럽인, 그리고 중동 외교적으로는 수니 성향이면서도 시
아에 대해 관대한 포용적인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제 터키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토회원국이며 세계경제 16위의 G-20 회원국으로 국가의 위상
을 높이면서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힘껏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괄목
할 만한 외교적 성공은 지난 500여 년 동안 과거 오스만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얻었던 외교적 역량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비록 국내외적으로 예민하고 적지 않은 미결의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정체성은 이번
중동의 ‘IS’ 사태를 비롯해서 현 중동사회에서 중대 사안 해결을 위한 중재
적임국仲裁適任國으로서의 교량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현 집권당이 중동 외교에서 내세우는 터키의 축적된 국제외
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Soft power)의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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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본고를 통해 아랍 이슬람과 터키 이슬람 사이에서의 차이와 특
징을 이슬람의 종파 갈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현 터키공화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과 ‘소프트파워 Soft power’
를 활용해서 최근 중동 이슬람 안에서의 갈등을 비롯해서 중동의 다양한
외교 사안들에 있어 ‘해결 및 중재’ 적임 국가로서 터키의 입지에 대해 피
력해 보았다.
현 터키공화국 안에는 아랍 이슬람에 비해 공화국의 핵심이념인 세속주의
가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비非아랍계의 튀르크 민족이라는 것으로부터 아
랍 정통 수니 이슬람이나 시아 이슬람 사이에서의 이해관계에도 깊이 개입
될 필요 없이 중동 제국들의 ‘Power game’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또한
현재 터키는 새로운 터키만의 이슬람 성향의 모델 국가를 꿈꾸면서 다시 한
번 과거 오스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신新 오스만주의의 강한 의지를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터키의 특별한 정체성과 축적된 외교적 소프트파워가 향후 우리
나라의 정책에도 적극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사
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과 향후
대책이라는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
리나라도 머지않아 서구 여러 나라가 겪어 왔던 다문화 사회로 인한 다양
한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인종과 종교 문제를 동일하게 겪을 것이 명약관화
明若觀火한 일이기 때문에 정책과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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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다문화정책 마련에 있어서 서구유럽과 미국의 다문화정책들을 비교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500여 년의 장구한 역사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
종,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성공적으로 수용하며 통치해온 오스만제
국과 그 뒤를 잇는 현 터키공화국의 축적된 다양한 성패 경험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면 많은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것
으로 사료思料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본고를 통해 살펴보았던 오스만제국 때부터 축적되어 온 터키의 능
동적이고 중도적이며 또한 소프트파워가 활용된 외교 노력과 자국 내 다양
한 민족을 향한 다문화정책 경험을 우리나라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는 곧 주변의 어떠한 힘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는 균형과
실속의 외교이기도 하며, 아울러 상생과 공존의 원칙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 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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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 헝가리 극우정당 Jobbik를 중심으로
윤 석 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차례

Ⅰ. 서론
Ⅱ. 동유럽 극우정당의 역사, 현황, 특징
Ⅲ. 헝가리 극우정당 Jobbik의 성장과 유럽의회 진출
Ⅳ. Jobbik의 성장과 유럽의회 진출 요인
Ⅴ. 결론

Ⅰ. 서 론
2014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28개 회
원국에서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극우정당
(extreme right parties; far-right parties)이 급부상하여 유럽의회에 의원들을
대거 진출시켰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751명
의 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중 극우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수는 총
48명에 이르렀다.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의원 배출 국가도 유럽연합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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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북유럽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남유럽에서는 그리스 등에서
극우정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의 극우정당
이 유럽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대약진에 주목하는 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유럽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 명실상부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향후 유럽연합의 통합 및 정책 방향에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Piris 2010, pp. 204-237). 둘째는, 극우정당
들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80석을 확보한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포퓰리즘 정당들과 함께 유럽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통 분모로 한
‘반(反)유럽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극우정당들이 유
럽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과 자유의 유럽(Europe of Nations and Freedom,
ENF)’이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추가 발언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 그리고 운영예산을 맡는 실질적인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Faye 2015).
유럽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는 냉전 종식 이전까지는 주로 서유럽 국
가에서 국내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Mammone,
Godin, and Jenkins 2013; 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그리고 베를
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 동유럽 국가에서 극우정당의 태동과 국내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기 시작했다(Mares 2012; Melzer and Serafin
2013). 그러나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회 진출에 대
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국내 학계에서 서유
럽이 아닌 동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를 ‘2순위 선거(Second Order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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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고, 동유럽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 부족과 국내
의회와 대비되는 유럽의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한정훈
2014; Corbett 2014).
본 연구가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생민주주의 성격을 갖는 동유럽에서 극
우정당의 부상이나 유럽의회 진출은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 ‘전(前)
민주주의’ 혹은 ‘반(反)민주주의’적인 지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Minkenberg 2011). 둘째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에 대한 총
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서유럽 중심 연구에서 ‘끊어진
고리’ 혹은 ‘빠진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 연구를 제공해서 큰 그림
을 완성하는 역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유럽 극우정당에 대한 심
도 있는 분석은 현재 동유럽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동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기관의 현지 활동에 리스크를 줄이
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동유럽 극우정당 중에서도 헝가리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서 경쟁함에 따라서 극우정당들도 부상
해왔으나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오늘날 대
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 극우정당은 의회에는 진출하지 못할 정도로 그 활
동과 영향력이 상당히 위축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유
독 헝가리에서는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그리고 2014
년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헝가리에서 극우정당은 국내에서 제2~3당의 지
위를 굳건히 유지해가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고, 서유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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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프랑스의 극우정당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듯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헝가리의 극우정당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된 이유다.
이에 본 연구는 동유럽 극우정당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우선 살펴본
뒤에,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헝가리 극우정당의 유럽의
회 진출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기존에 서유럽
극우정당의 의회 진출을 연구해온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해온 의회 진출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사용한다. 이것은 크게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
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치적 요인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심판투표(혹
은 저항투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요인에서는 실업률, 이민(혹은
이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한국에서 수행된 관련 선행 연
구들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유의미한 비
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민정, 홍지영 2012; 고상두, 기주옥 2013; 김
학노 et al. 2014).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회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국가간 선거 제도 및 법제상 이질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유럽
국가와의 비교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에는 지
난해 국회 사무처 연구용역의 형태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서유럽 3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극우정당의 진출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바, 본 연구와 이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헝가리 극우정
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는 물론, 유럽 차원에서 극우정
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학노 et al. 2014). 이러한 분석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
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질적 분석이 병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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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유럽 극우정당의 역사, 현황, 특징
1. 양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극우정당의 태동 및 성장
극우정당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학계에서도 완전히 합의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종주의(Racism), 나치즘(Nazism), 파시즘(Fascism), 국수주의
(Ultra-nationalism)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윤석준 2014, p. 247).1) 유럽에서 극우파라는 용어가 역사적
으로 볼셰비키 극좌파의 반대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
려해서 ‘좌파’에 대한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인 ‘우파’라는 의미가 특히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파는 물론 좌파의 ‘극단(extreme)’에 위치한 ‘급진
(radical)’세력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극우파를 극좌파와 함께 ‘극단주의
(Extremism)’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De Lange and Mudde 2005).
그리고 최근에는 극우정당을 대중추수주의적 ‘포퓰리즘(Populism)’ 정당이
라는 범주 아래에서 우파적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유럽 대륙에서 극우정당의 역사는 양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에
서 전체주의 세력의 등장과 부상에서 그 시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양
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유럽 대륙에서 극우정당의 역사는

1) 본 논문에서는 신나치주의, 인종차별, 유대인차별, 이민자혐오 등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정체
성을 지닌 정당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협의의 극우정당’과 이러한 전통적인 극
우정당들과 함께 최근 부상한 유럽연합 회의주의 포퓰리즘 정당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극우
정당’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 극우정당은 ‘협의의 극
우정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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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전개되어왔다
(윤석준 2014, p. 236). 이탈리아의 경우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신파시스트 운
동가들의 주도로 1946년에 창당한 ‘이탈리아 사회운동-국민우익(Movimento
Sociale Italiano Destra Nazionale, MSIDN)’이 최초의 극우정당으로 여겨진
다. MSI-DN은 창당 이후 1990년 초반까지 평균 5% 내외의 지지를 꾸준히
받으며 이탈리아 의회에 진출해왔다. 특히 1972년 총선에서는 8.76% 득표율
로 제3당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에서는 극우정당이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사실상 우파정당들
에 흡수 합병된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부터 활동을 해온 ‘서양(Occident)’이라는 극
우단체가 극우정당의 시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프랑스 극우단체는 1964년
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데, 이 단체의 활동가들이 1969년에
‘신질서(Ordre Nouveau)’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사실상 ‘서양’이라는 극우단
체의 명맥을 잇게 된다. 그리고 1972년에는 마침내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이라는 극우정당을 창당하게 된다. 창당 이후에도 1970년대 중 후반 동
안 사실상 명맥만 유지할 뿐 의회 진출에는 번번이 실해한 FN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극우
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때부터 평균 7~8%의 안
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에서는 프랑스 국내 1위 정당으로 올라서게 된다(조홍식 2010; 윤석준 2014).
이처럼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극우정당은 1990년대 베
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다른 서유럽 국가에서도 폭넓은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자유당(Freiheit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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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ei Öterreichs, FP)이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이민정책 등을 펼치면서 극우
정당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제2당으로 부상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자유당
(Partij voor de Vrijheid, PVV)이 2000년대 후반에 반이슬람, 반유럽통합을
표방하면서 극우정당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제3당으로 등극했다. 그 외에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국수주의, 인종주의, 신나치주
의 등에 기반한 극우성향의 정당들이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각종 선거에서
선전하면서 국내정치는 물론 유럽정치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주
요 정당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보여 왔다(강유덕, 오현정 2011).
이러한 냉전 종식 이후 서유럽 국가에서 극우정당들의 성장은 단순히 탈
냉전 시기 정당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세계화
(Globalization)의 심화에 따른 갈등 구조 변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Kriesi et al. 2006; Kriesi et al. 2008). 1990년대부터 유럽 주요 국가
에서 세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해외로의 공장 이전, 외국 수입물품의 증
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과 관련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
내정치 갈등의 축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즉 경제적 경쟁(economic
competition)에서는 개방과 보호라는 갈등의 축이,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서는 토착민과 이민자라는 갈등의 축이, 정치적 통합(political
integration)에서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라는 갈등의 축이 국내정치의 중심
적인 틀로 자리잡게 된다(Kriesi et al. 2006, 2008).
이러한 새로운 갈등의 축에 직면한 기존의 전통적인 좌·우 정치 세력은
과거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큰 변화 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이항대립 정치 진영구도에 안주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새로운 갈등의 축에서 세계화 과정의 패배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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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자가 되어버린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
존의 전통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고, 이는 새로운 포퓰
리즘적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주요국가에
서 극우정당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공간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세계화
의 불안’을 토양으로 이 새로운 갈등축의 해결책으로 인종주의적 반이민정
책,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반유럽연합 등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지지층을 확
대왔다(Laidi 2001).

2.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에서 극우정당의 태동 및 성장
동유럽 국가는 구 소련연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전형적인 ‘신생민주주의(New democracies)’ 국가로서 서
유럽 국가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과정에 기반해 극
우정당이 태동 및 성장하게 된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극우정당의 태동이 양
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체주의 태동과 시원을 같이하고, 극우정당의 본격적
인 성장은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갈등 구조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롭고 다양한 국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비동시성
의 동시성(the simultaneity of the non-simultaneous)’적인 성격이 이 정치적
공간 속에 나타나 동유럽 특유의 극우정당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가져오게
된다(Bloch and Ritter 1977; 임혁백 2014).
베를린 장벽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에서 본격적인 체제전환
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 다양한 제 정치세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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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경쟁으로 인하여 정치의 역동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확대된 정치적 공간들은 대부분 서구식 민주주의와 영미식 자본주
의에 기반한 정치세력이 새롭게 자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
서 ‘전(前)민주주의’ 혹은 ‘반(反)민주주의’적인 지향을 보이는 퇴행적인 정
치세력을 포함한 극우정치 세력까지 부상하기도 했다(Minkenberg 2011). 동
유럽에 등장한 극우정당의 전개는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폴란드, 루
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 후반까지 극우정당의 지지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그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족주의적인 독립 폴란드 연방(KPN:
Konfederacja Polski Niepodleglej)과 크리스천 민족 연합(ZChN: Zjednoczenie

표 1. 동유럽의 주요 극우정당들

정당명

폴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민족 재탄생(NOP) - Narodowe Odrodzenie Polski
폴란드 가족연맹(LPR) - Liga Polskich Rodzin
루마니아 민족 단결당(PUNR) - Partidul Unităţii Naţionale a Românilor
대루마니아당(PRM) - Partidul România Mare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민족당(SNS) - Slovenska Narodna Strana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민족당(SNS) -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체코

헝가리

공화연맹-체코슬로바키아 공화당(SPR-RSC) - Coalition for Republic - Republican
Party of Czechoslovakia
미로슬라브 슬라덱의 공화주의자(RMS) - Republikáni Miroslava Sládka
사회정의노동자당(DSSS) - Dělnická strana sociální spravedlnosti
헝가리 정의생활당(MIÉP) - Magyar Igazság és Élet Pártja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Jobbik) - Jobbik Magyarországért Mozgalom

자료:(Melzer and Serafin(2013), pp. 14-15; IPU(2015)을 기반으로 필자가 만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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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zecijasko Narodowe; Christian National Union)이 극우정치를 주도했지만
정치세력화와 의회 진출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현재는 폴란드 민
족 재탄생(NOP: Narodowe Odrodzenie Polski)과 폴란드 가족연맹(LPR: Liga
Polskich Rodzin)이 주도하고 있다. 2001년 총선과 2005년 총선까지는 각각
7.9%, 8.0%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2007년 총선부터 급격히 세가 약화되
어 현재는 사실상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원외정당이 되었다.
루마니아의 경우, 1990년에 창당한 루마니아 민족 단결당(PUNR: Partidul
Unităţii Naţionale a Românilor)이 1992년 총선과 1996년 총선에서 각각
11.6%, 8.8%의 지지를 받으며 자국 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해왔다. 그
러나 1991년에 창당한 대루마니아당(PRM: Partidul România Mare)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2000년 총선과 2004년 총선에서 19%, 13%의 높은 지
지율을 얻으면서 자국 내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성장함에 따라, 루마니아
민족 단결당은 2006년도에 보수당(PC: Partidul Conservator)으로 합당 후 소
멸하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중반을 최정점으로 점차 대루마니아당의 지지
율도 하락하는데,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1.2%의 지지율에 그치는 원외 소
수정당이 된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1989년 창당한 슬로바키아 민족당(SNS: Slovenska
Narodna Strana)이 1994년 총선과 1998년 총선에서 각각 5.4%와 9.0%의 지
지를 받아 의회 진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2002년도에 슬로바키아 민족당에
서 참 슬로바키아 민족당(PSNS: Pravá Slovenská Národná Strana)이 분할되
어 나와 두 개의 극우정당이 경쟁을 하다 보니 2002년도에는 의석 배분을
위한 정당 최소 지지율인 5%를 채우지 못하고 각각 3.3%, 3.7%를 득표하는
바람에 모두 의회 진출에 실패한다. 이러한 결과 이후 두 극우정당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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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여, 2006년 총선에서는 11.7%의 지지율로 20석을 획득하면서 슬로바
키아 의회 3당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지지세가
계속 약화되면서 2012년 총선에서는 4.5%의 득표율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1991년 창당한 슬로베니아 민족정당(SNS: Slovenska
Nacionalna Stranka)이 상당히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의 극우정당으로 분류된
다. 슬로베니아 민족정당은 1992년 민주적으로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에서 10.20%의 득표율로 12석을 차지하면서, 2008년 선거까지 꾸준히 의석
을 확보해왔으나 2011년 이후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당으로 그
세가 많이 약화된 상태다.
체코의 경우에는, 1989년에 창당한 공화연맹-체코슬로바키아 공화당
(SPR-RSC: Sdružení pro republiku – Republikánská strana Československa)이
1996년 총선과, 1998년 총선에서 각각 8.0%, 3.9%의 지지율을 잠시 얻기도
했었으나 그 이후로 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2001년에 미로슬라브 슬라덱의
공화주의자(RMS: Republikáni Miroslava Sládka)라는 새로운 극우정당으로
재창당해 그 명맥을 이어가 보지만, 2002년 총선과 2006년 총선에서는 1%
미만의 지지율에 그치게 되고 결국 2013년에 체코 정계의 역사 속으로 사라
지게 된다. 현재는 2003년에 창당한 또 다른 극우정당인 사회정의노동자당
(DSSS: Dělnická strana sociální spravedlnosti)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3년 총
선에서 0.8%의 지지율을 받고 원외정당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의 경우 대부분의 동유럽국가와는 달리 최근 들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헝가리의 극우정당은 1993년 창
당한 헝가리 정의생활당(MIÉP: Magyar Igazság és Élet Pártja)은 이듬 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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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는 1.58%의 지지율로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었으나, 그다음인 1998
년 총선에서는 5.47%를 획득해서 14석을 확보해 헝가리 정치권의 주목을 받
는다. 그러나 2002년 총선에서는 4.37%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2006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해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신생 극우정
당인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Jobbik: Jobbik Magyarországért Mozgalom)
과 선거연합을 결성해 총선에 공동 대응했으나 오히려 2.2%라는 참패를 하
고 나서 다시 연합을 해체한다. 그 뒤 MIÉP는 2010년 및 2014년 총선에서
0.1% 미만의 득표율을 받는 군소정당으로 존재감을 상실한다.
그러나 2003년에 우파 가톨릭 및 개신교 청년조직에 기반해서 헝가리 급
진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창당한 Jobbik은 2006년 총선에서 처음 등장하여
MIÉP와의 선거연합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로부터 3년 뒤에
실시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헝가리 정계의 태풍
으로 등장한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Jobbik은 14.77%를 득표하면서
헝가리에 배정된 유럽의회 22개 의석 중에서 3석을 확보해 일약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후 연이은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2010년 총선에서
16.67%의 득표율로 386석 중 47석을 확보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2014
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20.3%의 득표율로 제3당의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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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유럽 극우정당의 특징
이처럼 동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은 서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 위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태동과 성장의 배경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동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은 본질적으로
서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동유럽 국가의 극우정당은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신생민주주의 자국 내 정치적 토대 위에서 ‘전(前)민주주의’ 혹은 ‘반(反)민
주주의’적인 지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Minkenberg 2011). 일반적
으로 동유럽 국가는 구 소련연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후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하나 둘씩 편입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서유럽
화(Western-Europeanization)하는 체제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심화된 유럽의 경제침체가 지
속화되고, 그로 인해 실업률 증가와 불평등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 받는 사회 일부 계층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체제이행 전
구 공산체제에 대한 향수를 우회해서 극우정당을 통해 민주주의 근본에 대
한 회의로 싹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된 공간에 강경한 민족주
의, 인종주의, 나치즘, 전체주의와 같은 반민주적인 반동적인 정치세력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동유럽 국가의 극우정당은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
은 물론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를 표방하며 강경한
민족주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신규 2012, pp. 230~231). 특
히 헝가리의 경우 1920년 헝가리와 연합국 사이에서 맺어진 트리아농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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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f Trianon)으로 인하여 국토 면적의 약 70%와 인구의 약 60%를 상
실하여 현재의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에 넘겨주게 된다(Karsai 1996; 서
강대학교 HK동유럽연구사업단 2011, p. 126).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새
로운 정치세력들이 백가쟁명하게 되는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에서 일부 정치세력이 자국 내 헝가리계 인구가 국가 정체성 형성에 걸림돌
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일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헝가
리계 등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 기반한 민족주의 극우정당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반향으로 헝가리에서도 주변 국가에 거주
하는 헝가리계 인구에 대한 소수민족 차별 문제에 대해서 자국 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침내 실지회복운동까지 주장하는 강경한 민족주의
극우정당이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된다(Nelson 1998; Halasz 2009; 김신규
2012).
셋째는 동유럽 국가의 극우정당이 유럽 내에서 이념적 성격이 가장 뚜렷
하다는 점이다. 서유럽 국가의 극우정당은 최근 들어 이념적 지향이 조금 약
화되고, 대신 대중추수주의적으로 선회하면서 포퓰리즘 정당의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서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반유럽연합 혹
은 유럽회의주의적인 포퓰리즘 정당을 극우정당과 함께 하나로 묶어서 분류
하는 경향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의 극우정당은 서유
럽 국가의 극우정당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신파시스트, 신나치, 인종주
의, 반유대주의, 동성애혐오 등 측면에서 상당히 이념적으로 강경하게 경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헝가리의 극우정당과 같이 동유럽의 극우정당
중에는 외곽조직으로서 준군사조직이나 무력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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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헝가리 극우정당 Jobbik의 성장과 유럽의회 진출
헝가리는 1949년 헝가리 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198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헝가리 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헝가리
공산당을 계승한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MSzMP: Magyar Szocialista
Munkáspárt)의 정치적 권력 독점하에 국가가 운영되어 왔다. 다당제가 결여
된 정치 환경에서 헝가리 국민은 누가 정치를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조한범 et al. 2011, p. 11).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헝가리 국
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서 1989년 헝가리는 다당제와 자유선거,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자유총선
이 실시된 결과, 자유민주주의 중도 우파 성향의 헝가리민주포럼(MDF:
Magyar Demokrata Fórum)이 총 386석 중 165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 된다.
MDF는 1990년 자유총선 이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군소정당과 연
정하여 사실상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반면 MSzMP는 1989
년 자유총선 이전에 당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헝가리사회당(MSZP: Magyar
Szocialista Párt)을 창당한 결과 제4당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1994년에 치러진 두 번째 자유총선에서는 급격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변
화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거나 과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진 유권
자들이 늘어나면서 MSZP가 다시 집권당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
터 4년 뒤인 1998년에 치러진 세 번째 자유총선에서는 보수적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피데스 헝가리 시민동맹(Fidesz: Magyar Polgári Szövetség)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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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 올라서게 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유럽의
체제전환기 동안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했듯이, 헝가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경쟁하고 소멸하는 신생민주주의 시장의 전형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헝가리는 최근에 들어와 세 개의 정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
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큰 축을 구성하고, 이들과 연합하는 기타 군소정당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현재 헝가리 정치권
의 지형을 살펴보면, 우선 집권여당은 Fidesz인데, 비슷한 보수적인 민족주
의 성향을 가진 기독 민주 인민당(KDNP: Kereszténydemokrata Néppárt)과
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1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의
MSZP이고, 제3당으로서 Jobbik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치는 다를
수 있다(LMP: Lehet Más a Politika), 민주동맹(DK: Demokratikus Koalíció),
다함께 2014(E2014: Együtt 2014), 헝가리를 위한 대화(PM: PPárbeszéd
Magyarországért), 헝가리 자유당(MLP: Magyar Liberális Párt) 등 소수정당이
헝가리 국내의회에 진출해있다.
2014년은 헝가리에서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였다. 특히 헝가리 총선은 2012년 헝가리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치
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처음으로 적용된 새로운 선거법
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결선투표가 없이 단선투표로 진행되기 때문
에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결과의 변화 여부가 헝가리 정치권 초유의 관심사
였다. 또한 기존의 386명의 국회의원 정수는 19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
한 선거법의 변화에 따라 2014년 헝가리 총선에 대응하는 주요 정당들은 좌
우파 두 그룹으로 선거연합을 결성해서 대결했다. 일반적으로 결선투표 과

50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정에서 좌우파 정당들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져왔으나 단선투표로 변경되었
기 때문에 미리 선거연합을 통해 주요 정당들이 대응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선투표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구도였다.
집권 여당인 Fidesz와 KDNP는 우파연합을 결성해서 선거에 공동 대응했
다. 그 결과 Fidesz가 117석과 KDNP가 16석을 차지하여 약 44.5%의 득표율
로 약 66.8%의 의석을 확보하여 집권 여당 그룹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MSZP를 중심으로 한 좌파연합은 MSZP가 29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을 차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26%의 저조한 득표율로 약 19.1%의 의석을 확보
하는데 그치게 된다. 반면 Jobbik는 선거연합 없이 약 20.3%의 득표율로 제3
당을 유지하면서 23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16.67%의 득표율로 47석을 확
보한 바 있었던 2010년 국내의회 선거보다 상당히 저조한 성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헝가리 의회 총정원이 2010년 386석에서 2014년 199석으
로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의원정수 조정을 감안한다면 2014년 국
내의회 선거에서도 Jobbik의 선전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4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Fidesz와 KDNP의 우파연합
은 51.48%의 높은 지지율을 받아서 헝가리에 배정된 총 21석의 유럽의회 의
석 중 과반을 넘는 12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우파연합에서 Fidesz의
비중은 KDNP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유럽의회 선
거에서 획득한 21석 중에서 20석은 Fidesz 소속, 1석은 KDNP 소속 의원으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좌파진영은 E2014와 PM만 소규모 좌파연합을 결성하
고 나머지 좌파정당들은 개별적으로 선거에 대응했다. 그 결과 MSZ가 2석,
DK가 2석, LMP가 1석을 확보하고, E2014와 PM의 소규모 좌파연합도 1석을
확보하게 되는 데 그친다. 그리고 좌파정당 중에서 MLP는 1석도 획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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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헝가리의 주요 정당과 의석 분포

정당 로고

정당 명칭

피데스 – 헝가리 시민동맹
(Fidesz - Magyar Polgári
Szövetség)

약칭

성향

국내의회
유럽의회
의석 (2014) 의석 (2014)

보수적
Fidesz 민족주의
(우)

117

12

기독
기독 민주 인민당
KDNP 민주주의
(Kereszténydemokrata Néppárt, )
(우)

16

0
(*Fidesz와
공동후보)

헝가리 사회당
(Magyar Szocialista Párt)

사회
MSZP 민주주의
(좌)

29

2

요비크
(Jobbik Magyarországért
Mozgalom)

Jobbik

극우적
민족주의

23

3

정치는 다를 수 있다.
(Lehet Más a Politika)

LMP

환경
생태주의

5

1

민주동맹
(Demokratikus Koalíció)

DK

사회적
자유주의
(좌)

4

2

사회
E2014 민주주의
(좌)

3

1

환경
생태주의
(좌)

1

0
(*E2014와
공동후보)

사회적
MLP 자유주의
(좌)

1

0

다항께 2014
(Együtt 2014)
헝가리를 위한 대화
(Párbeszéd Magyarországért)
헝가리 자유당
(Magyar Liberális Párt)

PM

자료: IPU(2015).

50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한다. 한편 Jobbik는 14.67%로 우파연합에 이어서 득표율 2위를 차지하면서
3석을 확보한다. 이는 14.77%의 득표율로 3석을 확보하며 유럽의회에 처음
진출했던 2009년 선거와 거의 동일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그림 1.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우정당 진출

자료: AFP, European Parlianent; 김학노 et al.(2014)에서 재인용.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Jobbik이 제2당이라는 성취는 헝가리 국내정치
는 물론 유럽정치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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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쏠려있는 경향이 있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
은 약 25%의 지지율로 기존의 전통적인 좌파/우파 정당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24명의 의원을 유럽의회에 보내는 데 성공했고, 독일에서는 네오
나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 약 1.0%의 지지율로 1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의회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의 극우정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한 반면, 동유
럽 국가 중에는 헝가리를 제외하면 유럽의회에 의석을 확보한 극우정당이
하나도 없었다. 동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극우정당의 지지세가 축소되는 가
운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헝가리의 선전이 특별히 주목을 받아야 하
는 이유다.

Ⅳ. Jobbik의 성장과 유럽의회 진출 요인
1. 정치적 요인
가. 선거제도
일반적으로 최근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있어 선거제도라는 요인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관련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김학노 et al.
2014; 김주희, 김성수 2015).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회원국의
국내의회 선거와는 다른 투표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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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은 ‘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제20조, 22조, 223조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소한의 제
한만 지켜진다면 회원국이 각자 국내 사정에 맞는 상이한 투표제도 및 선거
구제를 도입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5).
즉 정당명부식이든 단기이양식이든 관계없이 비례대표제의 형태 요건만 충
족이 되면 유럽의회 선거 과정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선거구
획정의 경우도 선거구당 최소 혹은 최대 인원을 정하지 않고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침해하지만 않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의
의회진출에 최소 득표율을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럽의
회 선거는 최대 5%만 넘지 않으면 그 최소 득표율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상이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의 경
우 프랑스와 헝가리는 5%, 이탈리아는 4%, 그리스는 3%, 사이프러스는 1.8%
제한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5, p. 2). 이러한 투표제
도 및 선거구제와 의회진출 최소 득표율 요건이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
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극우정당인 FN이 국내의회 선거에서는 고전을 면
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서 가장 큰 요인은 투표제도와 선거구제의 차이이다. 프랑스
에서 하원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에 기반한 절대다수제와 결선투표제가 적용
되고 있지만,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에 기반한 정당명부제와 단선
투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소선거구 절대다수제에 기반한 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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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결선투표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우파정당과 좌파정당 각각의 그
지지자들 중 다수가 좌우파의 대립을 넘어서 극우정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진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정치적 동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극우정
당 출신의 최종 당선자가 나오기가 힘들다.
실제로 1986년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결선투표제가 없는 정당명부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FN이 9.65%의 득표율로
무려 35석의 의석을 차지했던 것은 이러한 극우정당의 의회진출에 있어 선
거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바 있다. 이후 프랑스에서 선거법이 재개정되
어 결선투표가 있는 소선거구 절대다수제로 다시 회귀해 치러진 하원의회
선거에서는 비슷한 특표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
지 못한 것은 1986년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던 하원의회 선거제도가 FN의 하
원의회 진출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학노 et al. 2014, pp. 47~50).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극우정당 NPD가 2014년에 전후 독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의회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최소 득표율의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이고, 유럽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 모두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공통분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제도와 선
거구제의 차이가 극우정당의 의회진출에 촉진 혹은 제약 요인으로 분석되지
는 않는다. 반면 그동안 의회 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의
회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의회진출을 위한 5%
최소 득표율 제한조항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폐지된 것이 극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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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럽의회 진출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독일의 국내의회 선거에서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3석의 이상을 획득하거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에서 5% 이상을 득표해야만 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독일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5% 이상을 득표해야만 독일에게 배정된 유럽의회의
의석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되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가 2011년 5%
제한조항에 위헌심판을 한 데 이어, 2014년에 앞선 위헌심판을 감안해 제한
조항을 3%로 낮춘 것조차도 위헌심판을 내림에 따라서, 2014년 독일에서 치
러진 유럽의회 선거에는 이 제한조항이 없어진 채로 처음 선거가 진행되었다
(European Parliament 2015, p. 2). 그리고 그 결과 1.03%를 득표한 NPD가 역사
상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European Parliament 2014).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이러한 투표제도 및 선거구제나 의회진출 최소 득표율 제한이 Jobbik
의 유럽의회 진출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헝가리의 국내의회 선거제도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과 유사한 소선
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였고, 유럽의회 선
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
의회 선거에 모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공통분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투
표제도와 선거구제의 차이가 Jobbik의 의회진출에 촉진 혹은 제약 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4.77%의 득표율로
22의석 중 3석을 차지하면서 제3당의 지위를 획득했었고, 그다음 해인 2010
년 치러진 국내의회 선거에서 16.67%의 득표율로 386의석 중 47석을 차지
하면서 역시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었다(IP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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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2010년 선거법 개정으로 국내의회 의석 수를 기존의 386석에서
199석으로 줄이고, 기존의 결선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단선투표제도를 도입
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표제도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경우
에는 이러한 투표제도의 변화가 극우정당의 의회 진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헝가리는 2014년 국내의회 선
거와 유럽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 국내의회 선거에서 20.30%의
득표율로 199의석 중 23석을 획득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고, 유럽의회 선
거에서 14.67%의 득표율로 21의석 중 3석을 획득하여 제2당의 지위를 차지
하게 된다(IPU 2015). 한편, 헝가리는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최소득표 비
율은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모두 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
며, Jobbik의 득표율 또한 이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최소 득표율 또한
극우정당의 의회진출 변수로 분석될 여지는 거의 없다.

나. 심판투표(혹은 저항투표)
2014년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
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에 투표한 주요한 동기 중 하나는 유럽연합
그 자체보다 오히려 국내여당에 대한 심판차원이었다(김학노 et al. 2014).
특히 이러한 심판투표 혹은 저항투표적 요인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정당인 FN이 1위로 급부상한 사례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IPSOS가 프랑스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 투표동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가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유럽정치 차원에서 바라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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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임했으며, 반면 이 선거를 국내정치 혹은 여당에 대한 평가나 심판 차
원에서 투표했다는 응답자들은 39%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다 세부적으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FN을 지지한 응답자들의 투표 동기에 대한 부분이다. 이 여론조
사에서 FN 지지자의 응답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자 중 58%는 2014
년 유럽의회 선거를 국내정치에 대한 평가나 심판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
으며, 반면 유럽정치 차원에서 바라보고 투표에 임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머물렀다(Ipsos/Steria 2014).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경우 2014년 유
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FN이 1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여당
혹은 주도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투표 혹은 저항투표적인 성격이 상당히 중
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의회 선거는 그 동안 유럽정치적 차원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 ‘2순위 선거(Second-order elections)’라는 성격으
로 자주 분석되어 왔다(Reif and Schmitt 1980; Marsh 1998; Schmitt 2005;
Hobolt and Wittrock 2011).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권
자, 정당, 언론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 권력이나 제도에
좀 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내의회 선
거를 가장 중요한 ‘1순위 선거(First-order elections)’로 바라보는 반면, 유럽
의회 선거는 2순위 선거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의회 선거보다 덜 중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투표행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2순위
선거 현상은 그동안 유럽연합의 대부분 회원국에서 국내의회 선거에 비해
유럽의회 선거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에서도 잘 드
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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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헝가리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투표율 비교(%)

1990

1994

1998

2002

2004

2006

2009

2010

2014

국내의회선거 65.10
유럽의회선거

68.92

57.01

70.52

-

67.57

-

64.38

-

-

-

38.50

-

36.31

-

61.84
28.97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2015).

헝가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의회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02년에
70.52%, 2006년에 67.52%, 2010년에 64.38%, 2014년에 61.84%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처럼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2004년 첫 선거에서
38.50%를 비롯해서,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36.31%, 28.97% 등 상당히 낮
은 투표율에 머물렀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15). 이러한 2순위 선거 현상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일부 논
란도 있었지만,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2순위 선거 현상은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에서도 서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적이다(Hobolt and Wittrock
2011; Corbett 2014; 한정훈 2014).
특히 이러한 유럽의회 선거는 2순위 선거라는 일반적 맥락과 함께 헝가리
유권자의 1/3 이상이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20여 년 동안 특정한 정당에 대
한 지지를 가져보지 않았다는 특수한 맥락을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pp. 223~224). 헝가리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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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에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전만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삶의 수
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국내의회 선거
는 물론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가장 큰 투표 동기는 현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헝가리 유권자의 높은 심판투표 혹은 저항투표의 대상
은 좌파나 우파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에 크게 좌우 받지 않고 기존의 정치
세력 전반에 그 초점이 향해 있다.
헝가리 유권자가 냉전 종식 이후 헝가리 정치권을 번갈아 가면서 장악해
온 좌/우 정계 엘리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신은 유럽 35개 국
가 중 하위에서 셋째로 나오는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반영되어 나타
난다(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p. 224). 헝가리 정·관계의 일상화
된 부정부패는 물론 제도적 미비로 인한 정치자금 스캔들이 자주 세간에 회
자되어왔다. 그리고 이들은 헝가리 유권자에게 유럽연합의 장기적 이익과
맞바꿀 현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중적인 언어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 이러한 헝가리 정·관계의 행태가 오늘날 심판투표나 저항투표를 넘어
서 반체제(anti-establishment)적인 사회적 기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기류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기억들로 인해 극
좌가 부상하기보다는 극우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pp. 224-225).

2. 경제/사회적 요인
가. 실업률
일반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최근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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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정당이 부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바라보기도 한다(강유덕, 오현정
2011). 실제로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과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장기적인 실업률 변
화 추세는 극우정당의 득표율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정 부분 동조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학노 et al. 2014, pp. 56~59).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실업
률이 2007년 3/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8% 이하를 유지하면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던 시기에 극우정당인 FN의 득표율은
2007년 하원의회 선거에서 4.29%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6.34%로 최
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지지추이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실업률이
2014년 1/4분기에 10.1%로 최근 10여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에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FN이 약 24.85%라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
다(김학노 et al. 2014, p.57).
이러한 실업률과 극우정당의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는 전국 단위의 실업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실업률과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014년 유럽의
회 선거의 경우, 프랑스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 실업률을 보이는 일
드프랑스(Ile-de-France) 지방과 브르탸뉴(Bretagne) 지방에서는 극우정당 FN
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실업률을 보이는 노르빠드칼레(NordPas-de-Calais)와 랑그독 루시옹(Languedoc Rousssillon) 지방에서는 극우정
당 FN에 대한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학노
et al. 2014, 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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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헝가리의 실업률 추이 (2005~15)

자료: Hungarian Central Statistics Office, TradingEconomics.com.

하지만 유럽에서 실업률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언제
나 유의미하거나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장기적인 실업률/취업률 변화 추이와 극우적 성향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의 지지율 상승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김학노 et al.
2014, p. 21~22). 특히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경제적 지표는
뚜렷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실업률이 5년 이래로 최저치인
6% 대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UKIP는 바로 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
서 27.49%의 지지율로 1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러한 실업률과 유럽의회 선
거에서 극우정당의 지지율간의 무의미한 상관관계는 전국 단위의 실업률뿐
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실업률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
은 남동부와 남서부에서 UKIP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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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요크셔와 험버와 웨스트 미들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실업률과 UKIP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일정 정도 상관관
계를 보이기도 했다(김학노 et al. 2014, p. 23~24). 실제로 최근 발표된 몇몇
연구 성과들은 높은 실업률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낮은 실업률이 궁극적으로 극우정당의 레토릭을 거부하게 하는 것
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Cochrane and Nevitte 2014). 즉 일반적으
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실업률과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실
제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의 상승시기에는 극우정당
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으나, 실업률의 하락시기에도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과 극우정당 지지율과의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찾기는 힘들다. 헝가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근 10여 년간 가장 높은 실업률인 12%대에 육박했는데, 이 무
렵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와 국내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Jobbik에 대한 지지
율이 급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Jobbik의 득표율은 2009년에 14.77%를 기록하면서 직전 선거였던
2004년 선거에서의 2.35%의 득표율에 비해 급상승했고, 국내의회 선거에서
도 2010년 선거에서 16.67%를 득표하면서 직전 선거였던 2006년 선거에서
의 1.70%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헝가리의 실업률을 지방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일부에서는 실업
률과 극우정당 지지율과의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
시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
는 것으로 나온다. [그림 3]은 Jobbik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52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붉은색일수록 지지도가 높고 파란색일수록 지지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Jobbik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 (2014년 4월)

자료: Geoindex.
그림 4. 헝가리의 지역별 실업률 (2014년 4월)

자료: Geo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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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4]는 헝가리의 지역별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색깔이 짙을수
록 실업률이 높고 색깔이 옅을수록 실업률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이 두 가
지 그림을 비교해보면 헝가리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지역별 실업률과
Jobbik지지율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만, 동부지역에서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경제침체가
다양한 매개변인(mediator variables)을 통해서 극우정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적어도 실업률이 매개변인이 되기에는 현
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물론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만 일부 설명이 가능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나. 반이민정서와 민족주의
유럽에서의 극우정당의 급부상과 관련하여 이민자 문제는 실업률과 함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는 한다(오정은
2014). 극우정당이 이민자 유입의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고조되는 반이민(anti-immigration)정서를 매개로 유권자를 끌
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반이민 주장은 유럽의 모
든 극우정당에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
다(오정은 2014, p. 56). 오히려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민’과 ‘극우’를 사실상 동일시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분리
해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je 2011). 유럽 내 여러 극우정당이 반이
민 정서에 기반해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경우는 서
유럽 국가에 국한된 것이며 이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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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이러한 맥락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유
럽 국가의 경우에도 사실상 높은 이민자 비율과 극우정당의 지지율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 이민자 비율의 증가는 물론이
고, 지역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서의 높은 이민자 비율이 극우정당의 지지
율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
도 크게 다르지 않다(김학노 et al. 2014, p. 61~62, p. 94). 언론의 미디어 어
젠더 세팅(agenda-setting)이나 프레이밍(framing)과 일부 정치권의 프로파간
다(propaganda)에 의해 유권자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실
제 이민자 증가 수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FN지지자들은 이민 이슈에 대해서 다른 정당의 지지
자들보다 최대 10배가 높은 정책적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학노 et al. 2014, p. 21). 이와 같은 이유로 극우정당 문제를 논의할 때
이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민감도와 이민자 비율이나 증가세
와 관련된 객관적 수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에는 ‘극우’ 문제를 ‘이민’ 문제와 동일시하기보다는
‘급진적 민족주의’라는 맥락과 연결하여 반집시주의(anti-Roma)와 반유대주
의(anti-semitism)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헝가리 정치권에서 최근 10
여 년간 급진적 민족주의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처
리와 관련된 두 개의 조약과 관련되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역사적 매듭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연합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맺은
생제르맹 엉레 조약(Treaty of Saint-Germain-en-Laye)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제국 내 여러 이민족의 분리와 독립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헝가리,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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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새로운 독립국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그리고 1920년에 연합국과 헝가리가 맺은 트리아농 조약(Treaty of
Trianon)에 따라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체코슬로바키아, 유
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에 영토의 상당부분을 분할해주어야만 했다.
이러한 결과로 헝가리의 영토는 과거에 비해서 약 30% 정도로 축소되었
고, 헝가리라는 민족국가를 구성하던 수백만 명의 마자르인(Magyars)은 타
의에 의한 영토분할로 인해서 인근 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다(Halasz 2009). 문제는 냉전 시기 구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뒤 헝
가리 접경 동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
족주의 세력이 국가 정체성 형성을 명분으로 헝가리계를 포함한 자국 내 소
수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헝가
리 내 마자르인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헝가리 민족의 이익을 최우
선으로 주장하며 민족주의적 모토를 내세우는 정치세력에 점점 힘이 실리면
서 세력화하기 시작한 극우주의자들이 헝가리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
며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는 집시와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한 유태인
에 대한 차별에 나서게 된다(Nelson 1998; Halasz 2009; 김신규 2012).
Jobbik은 이러한 급진적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토대 위에서 헝가리 내 집
시와 유대인에 대한 대중적 증오를 확대하면서 정치적 세를 확장해왔다.
Jobbik은 향후 집시의 인구가 마자르인의 수를 추월하면서 마자르인은 장차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헝가리에 들어온 이스
라엘과 유대인의 자본이 장차 헝가리 전체를 사들일 것이라 경고하고, 유럽
연합이 헝가리를 가입시킨 건 결국 기존 회원국이 헝가리인의 저가 노동력
을 착취하기 위함이라고 고발한다(Halasz 2009; Kingga. R. 2011). 이러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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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집시주의, 반유대주의, 반EU주의 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반집시주의와 반유대주의가 그동안 상당히 강력하게 부상해왔다. 헝
가리에서는 극우정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집시에 대한 증오범죄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2013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유대인 대회
(the World Jewish Congress)가 열리는 것에 반대하며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
이기도 했다. 또한 Jobbik과 급진적 민족주의는 서로 길항작용을 하면서, 집
시와 유대인에 대한 헝가리 사회 내 편견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헝가리인
의 약 55%는 헝가리 내 유대인이 헝가리보다 이스라엘에 더 충성한다고 여
기고 있으며, 약 75%는 유대인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약 63%는 유대인이 아직도 홀
로코스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불편한 감
정을 가지고 있다(Anti-Difamation League 2012). Jobbik가 단순히 급진적 민
족주의를 넘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우라는 정체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반
세계화의 성격을 띠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집시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강화된다(Varga 2014). 결국 헝가리에서 이
러한 극우와 반세계화의 성격을 띤 급진적 민족주의는 좌파·우파의 대립이
라는 전통적인 정치구조를 무력화하고, 구파·신파의 대립 혹은 민족주의·세
계화의 대립으로 전선을 재구축하면서 서유럽에서 반이민 이슈로 전선을 구
축하는 극우정당과는 차별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Wodak, Mral,
and KhosraviNik 2013,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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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헝가리 극우정당인 Jobbik의 정치적 성장과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우선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보편
적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 뒤에, 헝가리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며 경쟁하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적 성격의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된 유럽 극우정
당의 유럽의회 진출요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치적인 요인(선거제
도, 심판투표)과 경제사회적인 요인(실업률, 반이민정서)에 대한 비교 분석
을 수행해보았다. 특히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서유럽 국가를 중
심으로 수행된 기존의 연구와의 교차 비교를 통해서 동유럽 국가로서 헝가
리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이 갖는 의미를 보다 강조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투표제도 및 선거구제나 의회진출 최소 득표율과 같은
선거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헝가리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크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헝가리의 국내의회 선거제도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였고, 유럽의회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국내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 모두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공통분모로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헝가리는 2010년
선거법 개정으로 국내의회 의석수를 기존의 결선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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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표제도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극우정당의 의회 진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의 극우정당 사례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둘째,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유권자가 극우정당에 투표한 주요한 동기 중 하나는 유
럽연합에 대한 이슈 평가보다는 오히려 국내여당에 대한 심판차원이었던 경
향이 있었는데, 헝가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심판투표 혹은 저항투표적인 성
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헝가리에서도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정
치적 차원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 ‘2순
위 선거(Second-order elections)’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
연합 회원국의 유권자, 정당, 언론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
치 권력이나 제도에 좀 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
식되는 국내의회 선거를 가장 중요한 ‘1순위 선거(First-order elections)’로 바
라보는 반면, 유럽의회 선거는 2순위 선거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의
회 선거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투표행위 의사결정에 반영한
다는 것이다.
셋째, 헝가리의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의 상승시기에는 극우정
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으나, 실업률의 하락시기에도 극우정당의 지지율
이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과 극우정당 지지율과의 의미 있는 상
관관계를 찾기는 힘들다. 이는 기존의 서유럽 국가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일
맥 상통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최근 수년간 유럽 극우정당의 부상의 주요한 원인
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실업률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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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언제나 유의미하거나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
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침체가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해서 극우정당의 지지
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실업률이 매개변인이 되기에는 현
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물론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만 일부 설명이 가능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헝가리의 경우에는 ‘극우’ 문제를 ‘이민’ 문제와 동일시하기보다는
‘급진적 민족주의’라는 맥락과 연결하여 반집시주의(anti-Roma)와 반유대주
의(anti-semitism)와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유럽 내 여러 극우정당
의 경우에는 반이민 정서에 기반해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서유
럽 국가에 국한된 것이며, 이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동유럽의
경우에는 이러한 맥락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의 경우도 높은 이민자 비율과 극우정당의 지
지율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
에 이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민감도와 이민자 비율이나 증가
세와 관련한 객관적 수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의 급진적 민족주의
는 극우와 반세계화의 성격을 띠면서 좌파·우파가 아닌 민족주의·세계화의
대립으로 전선을 재구축하면서 서유럽 극우정당과는 차별되는 정체성을 만
들어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서유럽 개별 국가 차원
에서의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가 동유럽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극우정당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급부상과 관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을 공동 연구했던
성과와 이번 헝가리 사례 연구를 비교해보면, 서유럽 국가 극우정당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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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출과 동유럽 국가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은 유사성과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수의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논리들을 더 도출해볼 만한 학술적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 관련 기존 연구들이 서유럽과 동유
럽 국가 간의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에 방점을 찍어왔었는데, 이민자 문제와
민족주의 문제의 경우 서유럽과 동유럽 극우정당이 기본적으로 세계화·유럽
화라는 동일한 도전 과제를 서로 다른 역사적,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대응하
며 발생하는 변별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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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터키의 2000년대 안정화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GDP, 이자율, 공공부채의 거시지표를
최우도 기법을 이용해 동태적확률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의 모수값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터키의 중앙은행은 가격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에 중앙정
부의 지출에 대한 경기순응 반응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터키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질서경제저널』제18권 4호에 게재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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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0년대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는 상
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터키는 금융 및 실물 경제의 구조
적 문제로 인해 대외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신흥국의 경우 안정
화정책도 대외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전환 정책과 결합되어야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Ⅰ. 서론-연구의 목적과 의의
유럽통합의 진전 및 세계화와 함께 동유럽 국가 중에서 터키는 세계 금융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여왔다. 비록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달성
하지 못하였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다. Scholte(2005)의 지적처럼, 세계화는 ‘초강력자본가
(hypercapitalist)’를 탄생시키며, 상품화의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조직적 변화
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확대·재생산하였다. 터키는 20세기 초 세계경제의 변
방 국가였지만, 근대화 과정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국적기업과의 협업
과 기술력 확대를 통해 산업화와 수출성장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터키의 불안정한 경제상황(높은 인플레이션,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
가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불안정한 정
치·사회 분열의 과정에서 터키는 경제위기,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 개편, 높
은 인플레이션 등을 경험해왔다(Aydin, 2005).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에 따르면 국가 지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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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합리적 기대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거
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킨다(Woodford 2001, 2003). 터키의 경우, 급
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공공부채의 증가, 과도한 정부 지출, 지정학적 요
인에 따른 군사비 지출 확대,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의 변화 등으로 20세기
후반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해왔었다(Kibritcioğlu, 2004).1) 따라서 향후
EU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하는 터키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선진국가
로의 도약뿐 아니라 통합경제의 진입을 위한 중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에르도안(Erdoğan) 총리의 단일정부 구성을 통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달성을 통해서 터키는 내부의 정치 불안을 해소
하고 신흥시장국(이하 신흥국)으로 그 국제적 인지도를 상승시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전망 불확실, 중국의 성
장 전략 전환, 유로존 위기 심화 등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터키 경제의 취약
성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에 대한 터키의 경제타격은 금융스트
레스 지수를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다(그림 1 참고).2) 터키는 신흥국 중에서
금융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된 국가 중 하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나라이다.

1) 터키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인플레이션은 실질경제보다 통화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터키 화폐인 리라가 지속적으
로 평가절하되었다. 반면 1980년대 이후는 리라의 평가절하 이외에도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자본 자유화를 통한 통화 대체가 경제 주체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끼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
승을 주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 그 밖에 한 나라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은 환율 변동이나 유동성 증감을 살펴볼 수 있는 외환
시장압력지수(Exchange Market Pressure Index, EMPI)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EMPI의 급
등은 외환시장에서 불안전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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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터키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

주: 그림에서 회색으로 색칠된 영역은 경기불황기에 해당함.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터키의 은
행 부문, 증권시장, 통화, 대외 부채, 그리고 국가부도위기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작성되었음.
자료: Cevik et al.(2013, p. 379)에서 재인용.

실제로 과도한 국가채무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터키의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해왔고, 이에 따라서 국가채무 디플레이션이 화폐주조차
익(시뇨리지, seignorage) 효과보다 중요한 정부의 재정소득 역할을 담당하
였다. 본 연구는 2001년 터키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이 가격안정화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뉴케인지언 동
태적확률 일반균형모형(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즉 경제불황과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 신
흥국의 특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과는 다른 터키 경제의 정
책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명목부채의 감소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록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
만, 시장개방과 함께 투기자본에 대한 노출위험을 증가시켰다(Özatay,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GDP, 이자율, 공공부채의 거시지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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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터키의 안정화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주력 산업의 발전 정도와 경제구조의 취약성과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서 정부재정의 물가연동성 정도를 수치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증분석에 따르
면, 터키는 지난 10년간 가격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에 중앙정부
의 지출에 대한 경기순응 반응정도는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서,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산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
며 경상수지 악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터키의 정치·경제의 발전사를 개
략적으로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동태적확률 일반균형모형과 추정방법론을
소개하였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
로존의 재정위기에 대한 터키 경제의 반응과 그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일반균형하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과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터키의 정치와 경제-간략한 발전사
1. 대내·외 정치와 경제 구조
현대의 터키공화국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urk)
초대 대통령이 주도한 1923년의 혁명과 오스만제국의 폐지를 통해 건설되
었다. 하지만 터키는 그 시작부터 군사·정부·도시로 대표되는 중심부와 농촌
지역으로 대표되는 주변부와의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다. 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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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튀르크는 다인종 오토만제국의 문화를 억제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
기 위해 종교 통제와 군사정권을 단행하였다(‘정교분리’). 2차 대전 이후에
는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사이에서 종교와 쿠르드(Kurd) 소수 인종문제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1970년대와 80년
대 민주주의로 향한 발전은 군사적 개입으로 억제되었다.
정치·사회의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1983년 총선에서 승리한
중앙우당의 투르구트 오잘(Turgut Ozal) 총리의 종교박해의 완화와 경제 성
장의 발판 마련을 통해 1990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에 정착하였다. 이후
2003년에 집권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총리는 정치적 안정의 달
성과 경제성장을 통해서 신흥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최근에는 이슬람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서구 사회와의 갈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터키의 산업구조

[자동차·부속 산업]
96년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후 유럽 생산기
지로 부각되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만, 최근 유로존 경기침체로 자동차 생
산규모는 감소하였다.
[섬유·의류 산업]
수출액 기준으로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
다. 중국의 섬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침체
기에 빠졌지만, 최근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자료: OECD STAN Databa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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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최근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그 위상을 제고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의 위축, 고급인력의 부재 등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GDP 대비 25%를 웃돌고 있어
서, 산업구조가 서비스 위주(약 63%)로 편성되어있으며, 제조업(약 28%)이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고). 또한 산업의 근대화 과정에서 터
키의 제조업은 정부 주도하에 수입 대체가 목표였기에 보호주의 정책에 갇
혀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개혁
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대외적 충격과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
하면서 1999년에는 IMF로 160억 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등으
로 경제구조의 자체 취약성이 높은 터키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기전망의 불확실성과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외관계에서 EU와의 정치적 상황은 최근 어려움에 직면해 있
다. 터키는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서 서구사회의 발전된 자본시장에 통합되
었지만, 정치의 후진성과 문화적인 관습(예, 인권, 표현의 자유, 무슬림, 사법
부의 불투명성과 부패, 여성의 불평등 등)이 유럽 선진사회와의 실질적인 통
합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Özer-Imer et al., 2013; 이규영, 2005;
이희수, 2009; 신종훈, 2011). 서구사회에서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동지역을
잇는 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 위상이 높지만, EU는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 유로존의 재정 위기 등으로 터키의 EU 가입을 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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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발전사
현대의 터키 경제 발전사는 크게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Ertuğrul and Selçuk, 2001; Aydin, 2005). 1980년대는 수출주도의 경제
성장과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자유화와 그에 따른 금융위
기를 경험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는 에르도안 총리의 리더십 아래서 안정
화정책이 실시되었다.

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기간(1980~88)
터키는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수출장려와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폐
지하고,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개혁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
다. 또한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자본 이동의 규제를 폐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총 자산이 1980년대 초반 185억 달러(GNP 대비 31%)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1,340억 달러(GNP 대비 68%)로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은행
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민간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다. 또한
1987년 이후부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간은행의
총 채무에서 비예금성기금(non-deposit funds)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민간은행은 예금성기금을 비예금성기금으로 대체하였고, 외환으로 표기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금융 규제완화를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의 단기 외채조달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국내 이자율 상승과 단기 자본
이동의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상업은행은 직접금융대부에서 정부채권의 구
입을 확대하였고, 이것은 대·내외의 과도한 채무발행을 통해 터키 경제가 환
율위험과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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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화와 금융위기 안정화 조치 기간(1989~99)
터키는 1990년 이후 경제 자유화를 단행했지만, 동시에 높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였다. 1993년 말에는 정부의 낮은 이자율과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확
대정책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금융위기와 함께
리라가 65% 평가절하되면서 경착륙(‘hard landing’)의 은행시스템 구조개혁
이 단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들의 순자산 규모가 감소되었고, 유동
화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 감소하였고, 신용경색의 발생과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이 급
증하였다. 특히 1994년 실시된 안정화조치는 은행시스템의 구조개혁으로 국
영과 민간은행의 신용확대와 예금모집을 통해 은행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
다. 또한 국영소유의 상업은행은 농업,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의 할인성여신
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은행제도의 근본적인 취약
성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국내와 외국의 단기자본의 의존에 따른 환율,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이 극복되지 못하였다.

다. 안정화 기간(2000~13)
90년대 경제자유화에 따른 대외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터키는 1999년에
IMF 국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에르도안 총리는 취임 후 투자 활성화정책과
재정 및 금융 건전화정책으로 경제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5
년에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화폐개혁을 시행하였다(100만 리
라 ￫ 1리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있었으나 빠르게 회복하고,
2011년에는 IMF 국제금융을 대부분 상환하고, OECD 국가 중 연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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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13년에는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
하였다.

3.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특성
2000년대 달성한 안정화와 경제성장으로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
하고 현재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OECD, 2014). 하지만 경제성장의 기
반이 주로 국내 소비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 소비는 저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7~8%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
한 거시경제의 취약성이 터키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노출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 터키의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현황(1990~2014)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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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0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 터키 경제는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였지
만, 과거 90년대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구조적인 경제위
기 상황에 직면하였다(그림 3 참고). 여기서 90년대 중반에는 명목이자율이
80%까지 증가하였고, 9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의 부채
율은 GDP 대비 70%까지 상승하였다(그림 4 참고).

그림 4. 터키의 명목이자율, 중앙정부 부채 현황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14).

종합하면 터키의 거시경제는 경제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의 높은 변동성, 이자율과 부채의 상승을 경험하
였으며, 거시지표의 변동성은 다른 어떤 신흥시장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것은 2000년대 달성한 경제성장과 안정화가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통해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의 소비 진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기인한
다. [그림 5]에서 제시된 것처럼, 터키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
였고, 그 적자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통해 감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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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터키의 국제수지 현황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14).

즉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비가격경쟁력의 개선 등 적절한 경제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터키 경제의 수요
와 공급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불안정성과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험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전환 정책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후발 경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후발경제의 공업화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적이고, 선진화된 금융제도가
미비한 신흥국에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맞는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경기안정화를 위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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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orld Bank, 2012). 대외적 취약성과 경제구조의 불확실성이 높은 터키
의 경우, 사회적 규제와 정치적 성숙을 통한 금융 발달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촉진과 투자배분을 통한 구조전환 정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품시장 통합과 세계화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진전되어
왔다. 기존에 자본이 주로 선진국간에 이동했었지만, 신흥국의 성장으로 자
본이 저개발국으로 이동해와 개도국의 세계자본시장의 통합 정도가 높아졌
다. 터키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유로존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최근 유로존의 부채위기 확대와 함께 발달되지
못한 금융시장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동의 급
작스러운 중단(‘sudden stop’)은 재정건전성이 낮고 경상수지의 적자가 크며
해외자본의존도가 높은 터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대외적 취약성이 높아진 신흥국의 경우에는 적절한 안
정화 정책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Feldstein(2005)은 자본시장통합으로
국내의 이자율이 선진국의 이자율에 수렴하기 때문에, 국내통화정책의 효력
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Mishkin(2008)은 통화정책과 금융제도가 뒷
받침이 될 때 금융세계화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Mishkin(2008)의 논점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대한 은행의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터키경제에 유효할 것이다.
일례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침체되자, 선진국들은 양
적완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총수요 확대정책을 도모하였다. 여
기서 선진국의 이자율 하락으로 국제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테이퍼링조치와 투자자금의 회수가 경제구
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철원, 2014; 박성욱·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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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4). 다시 말하면 신흥시장국은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정치·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 충격에 항상 노
출되어있다. 따라서 터키의 경우 외부의 자본과 국내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결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Ⅲ. 뉴케인지언 동태적확률모형과 추정방법
1. 기본 모형
본 연구는 터키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거시경제학
계에서 기본모형으로 알려진 미시에 기초한 거시모형을 고려하였다
(Woodford, 2003; Galí, 2008 참고). 동태적확률모형은 합리적 기대하에서 정
상상태의 균형점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포함시
키는 일반 균형을 상정하고 있다. 아래의 [식 3-1], [식 3-2], [식 3-3], [식 3-4]
는 수요 부분의 IS 방정식과 공급 부분의 필립스 곡선과 함께 중앙은행의
테일러 준칙, 정부 재정준칙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
과가 IS관계에 반영되었다.




 
      
     

r t  E t 
     ···············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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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
  
     


    
         
    
        ································ [식 3-3]


    
           
      ············································· [식 3-4]

[식 3-5], [식 3-6], [식 3-7], [식 3-8]은 1차의 자귀회귀(First Order
Autoregressive, AR(1)) 충격을 나타낸다.

             ··································································· [식 3-5]

             ··································································· [식 3-6]

              ···································································· [식 3-7]

             ····································································· [식 3-8]

[식 3-1]과 같이, 가계의 효용 극대화에서 도출되는 수요 관계에는 소비습
관부(habit formation) 효용함수로부터 소비자의 과거지향적(backward looking) 행태와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행태가 동시에 고려되었다. 불완전
경쟁과 명목가격의 경직성하에서 기업의 가격 설정은 물가연동제를 따르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지향적 행태를 포함한 [식 3-2]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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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또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산출량
갭을 통해서 물가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inherited persistence’). 여기서
채권발행을 통한 정부의 지출증가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지만, 물가에
비해 전기의 산출량과 이자율의 변화는 정부 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식 3-3]과 같이, 테일러준칙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산출량 갭에 대한 반응
을 통해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물가에 대한 중앙
은행의 과대반응은 경제체제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을 방지하고 있다
(    ). [식 3-4]의 재정준칙은 경기변동 속에서 산출량 갭의 증가로 정부
부채를 감소하는 안정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경기불황기에(    )
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해 지출을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테일러준칙과 재정준칙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수적으로 금리
와 정부채권을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의 이자율과 부채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smoothing).
AR(1) 충격의 오차항들(            )은 독립적이고 동일한(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분포를 따른다. 이에 따라서 1차의 자귀회귀적인 충격을 고
려하여 모형 자체가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시지표들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요
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의 추정치가 충격의 지속성을 설명한다.

2. 모형의 정규화 및 해법
모형의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동태적확률모형의 구
조 방정식에서 네 개의 관측변수와 외부충격을    
  
  
  
 ′    
                  로 다시 표기한다. 여기서 모형은 다음의 정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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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다.3)

                    
········································· [식 3-9]
          
 ∼     

모형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식 3-10]은  와  행렬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모형의 유일해가 존재하는 결정성의 가정(  ≥  ) 아래서 미정계수
법(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s)을 활용하였다. 이후 Binder and
Pesaran(1995)의 반복 방법(ite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행렬
을 획득할 수 있다.

            ······································································ [식 3-10]
         

여기서 초기값이 주어지면 [식 3-10]을 이용해서 거지시표의 발전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3. 최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우도기법은 동태적확률모형의 모수값 추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Ireland, 2004; Lindé, 2005 참고).4) 여기서 그 방법론에 관해 약술한다. 일반

3) A, B, C 행렬의 상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4) 이 외에도 동태적확률모형의 추정에 대해 베이지안 기법, 적률추정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
다(Franke et al., 2015; Jang 2012a, 2012b 참고). 소표본인 경우 최우도 기법의 추정이 점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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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모형은 정규식 형태에서의 운동법칙(law of motion)을 바탕으로 [식
3-11]과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 [식 3-11]


                   

여기서 오차항인   를   로 표기하고,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     

  ≡   ′ ···················································· [식 3-12]

[식 3-12]의 가정으로부터 관측벡터   가 아래의 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식 3-13]

관측치의 외부충격에 대한 정상성(normality)의 가정으로부터 [식 3-14]의
우도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



 

····················· [식 3-14]

성질(asymptotic properties) 때문에 적률추정방법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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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식 3-14]의 우도값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모형의 최우도 추정
치를 찾아낼 수 있다.

    arg max    ··································································· [식 3-15]

적절한 정규성 조건(regularity condition)하에서는 최우도 추정치가 일관성
을 가지며, 바람직한 점근적 성질(asymptotic properties)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       ·············································· [식 3-16]

여기서        ′  는 정보행렬이다. 이를 통해서 실증분석에
서 모수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획득할 수 있다.

Ⅳ. 실증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자료
모형 추정을 위해 고려된 자료는 실질 GDP, 인플레이션, 명목이자율, 공
공부채이다. 산출량 갭(output gap)은 1998년을 기준년도로 한 터키 통계연
구소(Turkish Statistical Institute)의 자료로 호드릭-프레스콧 필터(Hodric-Prescott
Filter, HP Filter)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인플레이션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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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측정하였고, 잠재 인플레이션과의 갭은 HP 필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명목이자율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사용하였고, 잠재이자율과의 갭은
HP 필터를 사용해 추정하였다. 공공부채는 중앙정부와 공공부분의 부채를
포함한 자료로서 그 증가율을 HP 필터를 이용해 잠재공공부채 성장률과의
갭을 계산하였다. 기간은 터키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2002:Q1~2014:Q4(52 관
측치)를 고려하였다.5)

표 1. 거시 변수간 상관관계



 





 







 



 







 







 









 







자료: 저자 작성.

[표 1]은 실질 GDP, 인플레이션, 이자율, 정부 부채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
고 있다. 터키의 자료에 따르면 산출량과 부채, 인플레이션 간에 음의 상관
관계(혹은 경기역행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산출량과 이자율 사이는 미약
5) 터키의 거시 변수 중 국가 부채에 대한 분기별 자료의 정확한 자료는 2000년대부터 제공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은 에르도안 총리의 취임 후 경제안정화를 달성한
기간을 고려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평가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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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의 상관관계(혹은 경기순응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레이
션과 이자율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 추정 결과
본 연구는 최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 모형
의 모수값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 따른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터키 경제에서 2000년대에 수요와 공급충격이 높았음을 보여
   4.920). 이것은 외부충
준다. 특히 수요 충격은 높은 수치로 추정되었다( 

격에 취약한 터키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경기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테일러 준칙의 값
이 높은 수치로 추정된 것에 반영되었으며, 중앙은행이 가격안정화를 위해
  3.527). 반면 정부의 지출의 경기순
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을 보여준다( 

응에 대한 반응정도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0.258),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수요 측면의 IS관계와 공급 측면의 필립스 곡선에 대한 근원적 모수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법적 습관형성정도와 물가연동제의 정도를 반
영하는 모수들은 0에 가깝게 추정되었다. 이것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
왔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터키의 경
제주체가 소비에 있어서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기대심리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피셔 방정식(Fisher equation)에서
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추
정되었다( 
  0.295). 이것은 선진국가와는 다르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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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수요 측면의
변화가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가 완만하게 추정되었다( 
 =0.024). 이것은 터키 시장의 노동시장의 비유연
화 등으로 인해 시장의 조정과정이 미약함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최우도 추정결과

모수

추청치(
)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0.025

0.046

0.000 ~ 0.115



0.295*

0.139

0.022 ~ 0.568



0.028

0.034

0.000 ~ 0.095



0.010

0.013

0.000 ~ 0.036



0.024

0.032

0.000 ~ 0.087



0.858*

0.105

0.653 ~ 1.000



3.527*

2.714

1.000 ~ 8.846



0.827

0.692

0.000 ~ 2.182



0.842*

0.070

0.705 ~ 0.978



0.258

0.419

0.000 ~ 1.079



4.920*

1.030

2.901 ~ 6.939



0.725

0.462

0.000 ~ 1.630



1.506*

0.126

1.258 ~ 1.754



2.517*

0.136

2.251 ~ 2.784



0.452*

0.089

0.277 ~ 0.627



0.841

0.222

0.407 ~ 1.275



0.085*

0.258

0.000 ~ 0.592



0.055

0.069

0.000 ~ 0.191

우도값(尤度)

-516.62

주: *는 유의미한 추정치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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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증분석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정부 지출이 유효수요에 미
치는 영향력이다. 이에 상응하는 모수치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지만
(
    ),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거 10년간 경기역행적(countercylical)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안정화정책
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보여준다.

3. 정책적 시사점
최근 브라질과 칠레를 위시한 신흥국들은 삼주체제(三柱體制, three-pillar
system)에 기초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자유변동환율
제도, 명시적 인플레이션 타겟,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통해서 안
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Batini et al.(2009)은 외부충
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신흥국의 경우, 환율개입보다는 가격안정화
와 재정준칙을 통한 금융시장의 왜곡 방지가 경제 안정화에 유효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가격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뿐만이 아
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준칙의 확보를 통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신흥국의 안정화정책은 자본시장의 분절화, 불완전성, 투자 위험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Blejer and
Cheasty, 1989). 대외개방도가 높고 국내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터키의 경우,
경제 불황기에 자본 유출, 저축 부족 등으로 자본의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 투자 지출의 증가가 단순히 민간투자
를 구축(crowding out)하는 것에서 벗어나 산업에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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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중점 산업에 대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유발하고, 경기진작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국 개방거시모형(Mundell-Fleming Model)에 따르면 자본 유·
출입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터키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상승과 국내수요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이지만, 동시에 이자율 하락 시 자본유출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왜곡 발
생과 국제 투자자의 국채매도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글로
벌 금융위기에 대해 양적완화의 실시를 통해서 위험자산(예: 자산담보부증
권(Asset-Backed Security),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의 매입도 함께 추
진하였다.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소국 신흥국의 경우 통화정책을 보
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터키의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의 효과 또한 미약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경우, 건
전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제조업이 취약한 경제구조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확충방안과 구조전환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 이외에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대와 이에 따른 대외수지
불균형 해소가 안정화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에 대해 터키 거시경제의 안정화의 노력은 한국경제
에 대해서도 그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터키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은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없이는 경기침체 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으
로 거시경제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터키와는 달리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형 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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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준칙의 준수뿐만이 아
니라 재정지출의 산업유발 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적인 투자방안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동태적확률 일반균형모형에서 수요측면의 IS관계와 공급측면
의 필립스곡선, 그리고 정부 부채의 역학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터키가 2000년대 안정화를 위해 추구한 경제정책이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평가해보았다. 여기서 일반균형의 구조적 모수값의 해석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터키 경제정책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통화정
책을 펼칠 경우 자산 버블 형성, 성장잠재력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
다. 이것은 사회불안이나 정치적인 갈등뿐 아니라 경제규모와 체질의 취약
성이라는 대내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구조와 금융시장
이 취약한 터키의 경우,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금융 불안
이 고조되어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터키의 중
앙은행은 가격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에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한
경기순응 반응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터키가 2000년대에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
으며, 신흥국의 경우 안정화정책도 대외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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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결합되어야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경제의 경우, 터키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경험해왔으며, 최근에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경기불황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
국의 수출구조와 금융체제는 터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동일하지는 않다. 즉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
볼 때,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위험은 터키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지만,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위험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선진 경제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터키의 사
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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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뉴케인지언 모형의 정규식(canonical form)
III장의 동태적확률모형은 아래의 정규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모형의 도출과정과 균형
동태적확률모형의 기본 형태는 Woodford(2003)와 Galí(2008)를 따른다.
여기서 수요 부분의 IS 관계, 공급 부분의 필립스 곡선, 정부의 재정 역학에
따른 일반 균형의 도출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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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분: IS관계
합리적 소비자는 일정한 예산 및 노동시간 제약 하에서 자신의 일생 효용
함수를 극대화한다고 상정한다. 효용함수는 가법적 습관형성(additive habit
formation)에 기초하고 있다.

              
     ········· [식 A-1]


 
∞

      ≡  







예산제약식은 [식 A-2]와 같다.

        ≤           ········································· [식 A-2]

여기서   와  는  기의 소비재 가격과 명목임금을 나타낸다.   는  +1
기에 만기에 도달하는 무위험 할인채권을 나타내며,   는 만기가 도래된 채
권의 가격이다.  는 추가 정액세금이다.  와  는 시제간(intertemporal) 소
비 대체탄력성과 노동 공급 탄력성의 역수이다.
예산제약식에 구속되는 라그랑지 함수는 [식 A-3]과 같다.

ℒ   

           

 

 
  


∞



·············· [식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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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용 최적화를 1계 조건들(First Order Conditions, FOCs)은 [식 A-4]와
같다.

ℒ
                            

 
ℒ
                               

   
ℒ
        

 

································································ [식 A-4]

ℒ
       

 

위의 FOCs를 합성하여 [식 A-5]의 오일러 방정식에 도달한다.

     

 

       

   
     



  ·········································· [식 A-5]

정상상태(     )에서 오일러 방정식의 로그선형화를 취하면 [식 A-6]
에 도달하게 된다.




                        ········ [식 A-6]


 
 
   

 

여기서  는 [식 3-1]에서  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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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분: 필립스곡선
기업  는 노동을 사용하여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로부터 차별화된 재
화  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6) 생산함수는 [식 A-7]의 CES(Constant
Elasticity Substitution) 함수를 고려한다.

 







   













························································ [식 A-7]

여기서  는 재화     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기업의 비용극소화 문
제로부터 개별 재화에 대한 [식 A-8]과 같은 수요함수를 도출하게 된다.

   
       








································································· [식 A-8]

즉 재화     에 대한 수요는 총수요에 비례하고 전체 가격에 대한 개별
재화의 상대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명목 가격의 경직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식 A-9]와 같은 Calvo-Yun 형태
의 가격지연조정(staggered adjustment)과 부분지수(partial indexation) 방식을
설정한다.

6)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수준에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선형의 생산함수
(     )를 고려한다. 여기서  는 기술수준,  는 노동력이다.

5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 [식 A-9]

여기서      의 회사들이   의 신축적 가격으로 매기 조정함을 나타
낸다. 나머지   의 회사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 전기의 인플레이
션에 대해  의 부분지수를 고려하는 방식을 설정해서 명목가격 경직성을
표현한다. 위의 식은 정상상태에서 로그선형화를 취하면 [식 A-10]에 도달
하게 된다.




  
    
  
     ··················································· [식 A-10]
   

따라서 기업의 가격설정 문제는 위의 시장의 차별적인 독점과 명목가격을
고려하여 [식 A-11]과 같은 최적화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

  
  

 

    







           
      

  








        
                    
     



[식 A-11]

 



  

여기서  는 주관적 할인계수(discount factor)이고  는  기의 총비용을
나타낸다. 최적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최적 가격설정에 대한 [식 A-12]의 방
정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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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A-12]

여기서  는  기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식 A-1]부터 [식 A-12]까지


를 정상상태(         )에서 로그선형화를 취하면 [식 A-13]에

도달하게 된다.

   

   

∞


    

 





    

∞

   

    

 







·· [식 A-13]

[식 A-13]의 식과 [식 A-10]을 결합하면 아래의 혼합형 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식 A-14]
    
  
  


여기서 
 은 실질 한계비용이고, 이것을 산출량 갭(   )으로 근사시키고,

      

계수값  을  로 표시하면 본문의 [식 3-2]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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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분: 재정 역학

정부는 차별적인 재화에 지출을 하고 그 탄력성은  로 통제된다.



 ≡





  













······················································ [식 A-15]

정부는 예산 제약 하에 지출을 최소화한다. 그 목적함수는 [식 A-16]과 같
이 표현된다.



 
  

       






···································· [식 A-16]









  













 

예산제약식에 구속되는 라그랑지 함수는 [식 A-17]과 같다.

ℒ 



             













   









 

 

 ······ [식 A-17]



지출비용 최적화를 1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 FOC)은 [식 A-1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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ℒ 
      

   







   

















   

  ·········· [식 A-18]

실질부채를   로 표시하면 명목부채의 역학은 [식 A-19]로 표현된다.



                

           ·········· [식 A-19]








여기서  는 조세율이다. 위의 식에 최적화 조건([식 A-14])과 수요함수([식
A-5])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A-20]이 도출된다.

      
            ··············································· [식 A-20]



정상상태( 
 
 
 )에서 로그선형화를 취하면 [식 A-21]에 도달하게
된다.



                     ······································ [식 A-21]



⦁시장청산과 일반균형
일반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청산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 식은 [식 A-22]
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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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A-22]

정상상태( 
 
 
 )에서 로그선형화를 취하면 [식 A-23]에 도달하게
된다.






                     ····································· [식 A-23]


수요 부분의 IS관계와 [식 A-24]의 산출량 갭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면 본
문의 [식 3-1]에 도달하게 된다.

 ≡   
 ··············································································· [식 A-24]

여기서  는 잠재성장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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