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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시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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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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학과 박사과정

패널분석을 이용한 국내 기업의 대(對)
베트남 FDI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1)강 명 구 (서울시립대학교 정교수)

Wang Peng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박 준 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베트남의 지역 특성 및 투자환경
Ⅳ. 하노이와 호치민의 한국 기업 공간적 입지 패턴 분석
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입지요인
Ⅵ. 결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이키 운동화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사실은 잘 알려져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년 기획호
(Special Issue, 11월 30일 발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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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에 중국은 전 세계 나이키 운동화의 40%, 베트남은 13%를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양국이 비슷하게 36%를 생산하였으며, 2010년
부터는 베트남이 나이키 운동화의 최대 생산국이 되었다(임민경, 여지나
2013, p. 36).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성 옌퐁공단과 타이응웬성 옌빙공단에서 연간
총 2억 5,000만 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한다. 2014년 삼성전자가 판매한 휴
대전화 4억 500만 대의 61% 수준이다. ... 삼성은 또 베트남 남부 호치민
시(市) 인근에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를 건설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TV·생활가전 공장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
는 구조가 된다(조선일보 2015. 5.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철수비중이 증가
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해 2011년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실태조사
에 의하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67.5%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반면 중국에서 철수하는 국내기업들은 상대적으
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흥소비시장인 베트
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FDI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기업의 입지 이론은 비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한다. Alonso(1964)는 기업의
입지가 원료 산지에 가깝거나, 시장에 가까운 또는 그 둘을 모두 고려한 최
소비용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통기
술의 발달과 산업특성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원료산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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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제조업 중심의 입지 이론에 근거한 과거의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90년 이후, 기업의 생산 활동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공간적 집
중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Marshall, A., and Marshall, M. P.(1920) 등 경제학자
들은 외부효과에 주목하면서, 집적경제와 규모의 경제에 초점을 두어 기업
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입지 현상을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입지에 있어 새로운 요인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이론에서 제시된 근접성 등의 요인은 기
업의 입지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식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기업
특성으로 인해 입지의 분산적 집중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입지
가 지리적으로 분산되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Kang 2006).
세계화 과정의 기업입지에서 국가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업
이 입지할 도시 및 지역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즉
도시 및 지역의 매력도가 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
국적 기업의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분포 패턴 및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 시는 각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서로 다른 투자환경과 시장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향후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입지 선정에서 지역별 투
자여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입지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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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도시별, 시기별, 산업별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호치민
과 하노이 권역에서의 입지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국)에서 제공하는 2014 해외
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1,340개
기업의 자료로서 진출지역, 진출연도,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하노이와 호치민을 분석대상으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2개 연
도별 균형패널자료로 구축하였다.
먼저 입지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Arc GIS1)를 이용해 하노이 및
호치민 경제권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를 통해 Arc GIS의 지리적 공간분포 분석기법 중 방향성 분포(Directional
Distribution)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 경제권역의 각기 다
른 시장특성에 대한 산업분포의 집적도를 분석하기 위해 입지상법의 입지계
수(Location Quotient: LQ)를 사용하였다. 한국 기업의 입지 결정 요인 분석
을 위해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1) Arc GIS는 공간분포의 특성, 활동, 그리고 사건 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를 관찰로 구
성된 정보 체계의 특수한 행태를 공간상에 점, 선, 면, 등으로 표시하는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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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해외진출기업의 입지 선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성격이 변모하는 것은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이전과
다르게 국내 기업들은 해외 판매자회사를 설립하고 추후에 제조자회사를 추
가로 설립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Henderson(1986)과
Krugman(1991)에 따르면 기업은 해외로 진출할 경우 발생하는 ‘지역간 이동
에서 나오는 비용’, ‘현지 적응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외국인 비용을 극
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요인으로 집적화를 선호한다. Vernon(1966)의 제
품수명주기 모델과 Bartlett and Ghoshal(1989)의 기업의 국제화 진행모형도
같은 관점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분포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은 집적경제가 형성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중심지 및 대도시분포
선호가설로서 투자초기단계에 있는 해외진출기업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
보제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국의 중심지나 대도시지
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진출 지역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지원
현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의 유무에 영향을 받으며 도시지역에서 지명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나타낸다.
둘째는 주변지역분포 선호가설로서 중심지와 대도시 입지 이후의 단계에
서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증가 및 위험요인 감소와 함께 지방입지에 대한
대상국의 지원강화와 전원적인 생산입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기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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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중심지의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마지막은 집적강화 및 집적지 선호가설로서 선진출한 기업들이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일정지역에 입지를 확보한 후 분포패턴을 형성하여 생산이 이루
어지면 입지지역에 대한 정보 구득용이 및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용하
기 위해 선 입지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인접지역에 제2, 제3의 공장을 입지하
는 경향을 설명한다.
Marshall, A., and Marshall, M. P.(1920)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집적한 기
업 중심으로 확산되어 전문화된 노동의 창출 및 지역 내에서의 중간재 수요와
공급을 산업 집적의 외부효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외부효과는 기업간 관
련 산업의 기술적 정보 제공, 정부의 규제 혹은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이는 곧 네트워크 외부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기업
이 공간적으로 집적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해외진출기업의 입지 요인
기업의 입지 선택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크게 생
산요소적 요인과 시장요소적 요인이 작용한다. 생산요소적 요인은 다시 비
용 측면과 집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용 측면의 경우 저임금, 낮은
임대료, 낮은 물류비용 등 일반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둔 기
업이 선호하는 요인이다. Hakanson(1979)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초기에
핵심지역으로 공업설비에 집중하고, 이후 각 지역으로 생산공장이 확산되는
형태이다.
집적 측면의 경우 높은 수준의 노동력, R&D와 같은 활발한 지적 활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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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종의 집적에 따른 동적외부효과 등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선호하는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집적 측면의 경우 기업은 산업특성, 업종특성에 따
라 최적의 장소에 입지하고자 하며 전통적 입지 이론에서 언급하듯이 관련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을 형성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
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지식과 집적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교육여
건이 우수하고 고급인력이 집적한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우는 R&D 산
업에서 집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기업은 입지선택에서 생산요소적 요인뿐 아니라 시장요소적 요인을 고려
한다. 시장요소적 요인을 고려하는 기업은 시장이 크고 안정적이며 높은 판
매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호한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
은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한주성(2009)의 연구에서 기업 본사와 같이 고차
원의 사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정치·행정 기관의 중심지이자 안정
되고 큰 시장을 갖는 국가 수도에 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mstrong(1972)은 본사 기능이 한층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지역
의 수준 높은 사업서비스와 시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요약해보자면, 기업 입지 선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으로는 생산요
소와 시장요소 요인이 있으며, 생산요소 요인에서는 비용과 집적이 고려되
고 시장요소 요인에서는 인구규모, 시장의 크기, 소비의 크기가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진출하고자 하는 기
업의 산업 특성과 맞는 시장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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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의 지역 특성 및 투자환경
1.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 및 시장 환경
베트남은 2013년 기준 총 인구 9,1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규모 13위에 자
리한다. 특히 이 중 60%가 40세 미만으로 발전형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남부의 호치민 시와 북부의 하노이 시를 중심으로 사회·경
제적 발전을 보인다. 하지만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는 1,700km에 이르는 물
리적 거리뿐 아니라 역사, 문화, 경제발전 과정의 차이 때문에 큰 시장차이
를 보인다.
호치민 시는 연중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낙
천적인 사회문화적 풍토를 나타낸다. 이에 외식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생활필
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하노이 시는 사계절이 있고 생
활여건이 낙후하였지만 최근 국가의 발전전략에 의한 급속한 발전 탓에 생
활필수품보다 신분과시용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경향을 나타낸다.
산업적 특성에 있어서 호치민 시는 중공업, 경공업, 부동산 및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을 기반으로 삼는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이고, 하노이 시
는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북 균형발전 계획 아래 중공업 및 경공업을 중심으
로 급속히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시장특성은 최근 들어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에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
다는 점과 산업발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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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 같은 투자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각한 편이다.
기업 입지특성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입지는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치중된 편이다.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은 과거 자
본주의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보다 인프라, 경제적 기반, 사회 분위기
면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최근 들어 인건비가 상승추세에 있고
높은 토지 임대료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기업의 투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하노이 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
력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자세가 양호하며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노사분
규 발생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남부지역에 비해 인프라 정비가 미흡하
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남부에 비해 적어 연관 산업 발달이 미비하다는 단점
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내수판매를 주목적으로 진출한다면 시장규모
가 크고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호치민 시가 유리한 여건이고, 노
동집약적 부문의 수출 지향적 투자를 주목적으로 진출한다면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하노이 시가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2. 하노이와 호치민의 지역 특성 및 시장 환경
하노이와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도시이다. 하지만
두 도시는 사회문화적 풍토, 경제 기반, 역사적 배경에 의해 투자환경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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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특성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호치민은 일찍이 시
장경제체제로 운영되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여타 베트남 지역에 비해 압도
적으로 우수하며, 베트남 내 인구 규모가 가장 높은 78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1인당 GDP가 1,749달러로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호치민은 안정된 시장으로 인해 2009년 이후 평균
5%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하노이는 현 베트남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특히 2008년에는 하떠이성과 빈푹성의 일부가 하노이
로 편입하여 6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
부의 남북균형발전 전략 등의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 힘입어 2009년 4.3%
이던 1인당 GDP 상승률이 2012년 기준 18.4%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
며, 2012년 기준 하노이의 GDP는 2011년에 비해 8.1% 성장하였다.
호치민은 베트남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며 안정되고 큰 내수시장을 기반
으로 경제, 상업, 금융, 교육, 의료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 시는 75개의 대학교와 37개의 전문기술고등학
교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고급노동력을 양성하는 등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
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배경을 지닌다.
생산비용적 요인에서 비교하면, 하노이 시가 호치민 시에 비해 우위를 갖
고 있다. 호치민의 생산직 급여의 경우 400~800달러(월급여)인 반면 하노이
의 생산직 급여의 경우 300~500달러(월급여)로 낮게 측정된다. 또한 호치민
의 공업단지임차료는 2.75~3.3달러(㎡/월, Tan Phu Trung 공장임대기준)인
반면 하노이의 공업단지임차료는 0.12~0.15달러(㎡/월, Yen Phong 공단기준)
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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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시간 기업환경 비교
(단위: 미국달러)

1인당 GDP(명목)
도시

국가

2009

2012

호치민 베트남 1,160

1,749

하노이 베트남 1,069

1,540

임금(월급여)
생산직
생산직
(일반, 초임) (중견)

180

임차료(m2, 월)

사무직
사무직
공업단지 사무실
(일반,
(중간관리자)
대졸초임)

400~600

250

700~1,000 2.75~7.2 32~56

160~ 200 300~500 300~400 500~700 0.1~0.15 2.5~4

자료: KOTRA(2013), 저자 재구성.

하노이는 호치민 경제규모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나 각종 정부 행정부
처 및 국영기업의 밀집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 같은 현상때문에 각종 사업 인허가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사업
부문과 같은 투자에서 호치민 시에 비해 하노이 시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이
러한 이점에 힘입어 하노이는 외국인투자유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기준 하노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는 투자규모 248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해당하며 이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투자 총액 중 약 11%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형 업체의 북부 투자와
함께 발생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급증하여 하노이 시 해외투자국 중
한국기업의 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Ⅳ. 하노이와 호치민의 한국 기업 공간적 입지 패턴 분석
경제권역은 최근 들어 기존의 행정(관할구역)체제를 넘어서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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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문화적 측면에서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으로 정의된다(안영훈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의 6%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경제권역
을 구분짓는 것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공간적 패턴과 집적도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심인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역을 사용하였다. 하노이 경제권역은 하노이 시와 접경하고 있으며 경제·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된 13개 성·시로, 호치민 경제권역은 12개 성·시로
구분하였다(표 4-1 참고).

표 4-1. 하노이와 호치민 경제권

경제권역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하노이
경제권역

하노이(Hanoi)
빈푹(Vinh Phuc)
푸토(Phu Tho)
박닌(Bac Ninh)

타이빈(Thai Binh)
흥옌(Hung Yen)
하이퐁(Haiphong)
하남(Ha Nam)

하이즈엉(Hai Duong)
남딘(Nam Dinh)
닌빈(Ninh Binh)
박장(Bac Giang)
호아빈(Hoa Binh)

호치민
경제권역

호치민(Ho Chi Minh)
동나이(Dong Nai)
떠이닌(Tay Ninh)
롱안(Long An)
빈롱(Vinh Long)

바리어붕따우
(Ba Ria-Vung Tau)
빈프억(Binh Phuoc)
빈증(Binh Duong)

띠엔장(Tien Giang)
벤쩨(Ben Tre)
럼동(Lam Dong)
카인호아(Khanh Ho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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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노이 경제권역
[그림 4-1]을 보면, 하노이 경제권역에 입지한 한국기업의 종사자 수를 기
준으로 시기별 공간적 입지특성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베트남 개방
전(1989~91)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종사자 수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그림 4-1. 하노이 경제권역 진출 기업 분포(종사자 수 기준)

1992~2013 (전 기간)

1989~91 (개방 전)

1992~97 (1기)

1998~2002 (2기)

2003~08 (3기)

2009~13 (4기)

자료: 이 그림은 본 연구에서 Arc GIS의 지리적 공간분포 분석기법 중 방향성분포(Directional
Distribution)분석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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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1기와 제2기에는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3기(2003~08)와 제4기(2009~13)의 입
지패턴에서는 주변지역의 종사자 수가 하노이 시의 종사자수를 넘어서는 패
턴을 보이고, 최근에는 종사자 수가 집적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
적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하노이 시 주변의 흥옌성, 푸토성, 박
닌성과 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지역이 급격하게 종사자 수가 증가
하면서 하노이 시를 제1집적지로, 외곽지역을 제2집적지로 하는 자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하노이 경제권역의 산업별 LQ지수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표
4-2 참고), 하노이 권역은 초기에 도·소매업에서 특화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 하노이 경제권역 산업별 LQ지수(종사자 수 기준)
(단위: point)

1989~91
1992~97
1998~2002
2003~08
2009~13

건설
공사업
0.000
6.290
0.285
0.559
0.289

도매 및
소매업
19.184
0.131
4.549
0.676
0.092

부동산 및
임대업
0.000
0.000
0.000
2.082
0.015

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

0.000
4.457
0.789
0.861
0.164

0.000
0.216
1.533
1.573
0.053

0.888
0.903
0.975
1.001
1.044

자료: KOTRA. 2014. 해외 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2. 호치민 경제권역
호치민 경제권역의 공간적 입지 패턴의 변화 또한 하노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호치민 경제권역의 입지패턴을 살펴보면 제1기(1989~91)에 호치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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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집적하는 모습이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3기(1998~2003)와
제4기(2003~08)의 입지패턴에서는 주변지역의 종사자 수가 호치민 시의 종
사자수를 넘어서는 패턴을 보이고 최근에는 증가하는 종사자 수의 분포가 외
곽 집적지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호치민 경제권역 진출 기업 분포(종사자 수 기준)

1992~2013 (전 기간)

1989~91 (1기 진출)

1992~97 (1기) 진출

1998~2002 (2기) 진출

2003~08 (3기) 진출

2009~13 (4기) 진출

자료: 이 그림은 본 연구에서 Arc GIS의 지리적 공간분포 분석기법 중 방향성분포(Directional
Distribution)분석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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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경제권역의 산업별 LQ지수를 보면(표 4-3 참고), 호치민 권역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에서 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발달
과 안정된 성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인건비와 토지 임대
료 탓에 노동 집약적 부문의 제조업의 특화는 줄어들고 있다.

표 4-3. 호치민 경제권역 산업별 LQ지수(종사자 수 기준)
(단위: point)

1989~91
1992~97
1998~2002
2003~08
2009~13

건설
공사업
0.000
0.832
0.384
1.687
0.657

도매 및
소매업
2.503
0.107
0.667
1.839
1.644

부동산및임
대업
0.000
3.086
0.000
0.312
0.455

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

36.273
0.608
0.369
1.591
0.216

6.911
0.311
0.259
1.133
7.300

0.496
1.016
1.023
0.979
0.970

자료: KOTRA. 2014. 해외 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입지요인
1. 변수 및 모형 설정
변수 설정은 기존의 입지 이론과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기업조직
변화에 따른 입지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규모, 기업집적수준, 노동시장조건, 기술수준, 기반시설, 정책 환경 등 6
개 분야를 독립변수로, 지역별 FDI 기업의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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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규모
시장규모는 FDI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 내수시장의 확대, 수출입 증대, 높은 수익률 등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WTO가입과 함께 8.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신흥
유망시장의 핵으로 부상했던 베트남은 2008년 초부터 폭등하는 물가와 기
록적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경기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2014년 베
트남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전망치인 5.8%를 웃돌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9천 4백만 명의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 막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외국기업투자
에 다양한 유입요인을 제공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베트남 도시지역
의 연평균 가구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두터운 중산층 형성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규모는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성을 제공함으로 시장지향형 투자를 유입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연도별 지역총생산(GRDP)의 변화율
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하노이 통계청2)과 호치민 통계청3)의 통계연
감(Niên giám thống kê) 각 연도판을 통해 구축하였다.

나. 집적도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지역에 집적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집적
의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한 지역에 기업이 집적하면 이는 다른 기업을 끌어

2) 하노이 통계청, http://thongkehanoi.gov.vn/frontend(검색일: 2015. 8. 18).
3) 호치민 통계청, http://www.pso.hochiminhcity.gov.vn/web/guest/home(검색일: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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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Marshall 1920;
Krugman 1991; Wheeler and Mody 1992; Moretti 2013). 외부경제는 동종 혹
은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집적경제라는 경제적 우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 강화적 성격이 있다. 산업의 공간적 집중이 노동
시장 공유, 중간재 활용, 기술의 확산효과 등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이러한 외부효과가 다시 기업을 더욱 끌어들이는 과정을 겪는다.
집적경제효과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정보의 가용성 또한 중요
한 요인이 된다. 투자대상국 현지에 대한 정보, 시장에 대한 이해, 생산구조 및
현지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데, 기존 기업의 존재는 많은 정보
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현지 정보의 통로가 된다. 특히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
하에 정권의 안정적 유지여부, 2008~11년에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에 따
른 경제의 불안정, 국제소비재가격의 폭등,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등 예치하기
어려운 재정지출규모와 재정수치 적자 종정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의 베트남 진출기업과 FDI의 입지 선택 결정에 있어 동종 산
업 혹은 동일 국가의 기업이 이미 집중되어있는 지역의 입지를 선호할 수 있다.
자료는 베트남 기획투자부4)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다. 노동력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젊고 우수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등을 꼽는다. 국가차원의 노동시장 특성도 중요하지
만,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지역
4) 베트남 기획투자부, http://www.mpi.gov.vn/en/Pages/default.aspx(검색일: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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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생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남부지역,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 그리고
다낭과 냐짱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으로 구분된다. 남부지역은 2006년
이후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상대
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조건을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한다. Sanders(1982), Scaperlanda(1967)
등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이 기업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었다. 자료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간된 베트남 통
계연감5)과 하노이, 호치민 도시통계국에서 발간된 통계연감 각 연도판에서
수집하였다.

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반시설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괄목
할 만한 베트남 경제 성장의 상당부분은,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기인한
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3년부터 GDP의 9~10%를 교통, 에
너지, 통신, 물, 위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동시
에 기반시설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요구하여, 향후 기반시설 투자의 정도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와 호치
민 시의 연도별 사회간접자본투자액(Social Investment)의 변화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두 도시의 통계연감에 근거하여 구축하였다.
5)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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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식자산
기업은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새
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다국
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수행하는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개발
된 연구개발 성과를 현지국가 시장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적용하는 것으

표 5-1. 변수 설정

구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변수명

FIRM

내용

설명

출처

개

KOTRA 통계 자료

연도별 하노이, 호치민
의 GRDP 변화율

%

하노이, 호치민
통계국(통계연감)

GRDPrt

GRDP 증가율

VAWAGE

산업별
임금수준

연도별, 산업별 베트남 Ths,
의 평균 임금수준
Dongs

REWAGE

도시별
임금수준

연도별 하노이, 호치민 Ths,
하노이, 호치민
의 평균임금수준
Dongs 통계국(통계연감)

LABOUR

산업별
종사자수

연도별, 산업별 하노이,
호치민의 종사자 수

명

하노이, 호치민
통계국(통계연감)

연도별 한국을 제외한
FDI 투자건수 외국기업 직접투자 프
로젝트 건수

건

베트남
기획재정부
연도별 통계자료

FDI
VNPATENT

현지인소유
특허수

베트남에 등록된
현지인 소유 특허 수

건

FRPATENT

외국인소유
특허수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소유 특허 수

건

SOINVErt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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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하노이와
연도별, 산업별 하노이
호치민에 진출 와 호치민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수 국기업 수

연도별 하노이와 호치
사회간접자본
민의 사회간접자본투
투자액 증가율
자액 변화율

%

베트남
국가통계연감

베트남 특허청
통계자료

하노이, 호치민
통계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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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된다. 현지의 연구개발능력도 FDI 흡인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연도별 특허수를 사용하였다. 베트
남에 등록된 현지인 소유의 특허수와 외국인 소유의 특허수를 구분하였다.
자료는 베트남특허청에서 발표된 연간보고서를 통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패널 속성을 갖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안정성
즉, 단위근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결과 모든 변수는 안정적이다(표 5-2 참고).

표 5-2. ADF 단위근

Fisher-type unit-root test for FIRM, GRDPrt, VAWAGE, REWAGE, LABOUR, FDI,
VNPATENT, FRPATENT, SOINVErt Based on augmented Dickey-Fuller tests
Ho: All panels contain unit roots
Number of panels = 12
Ha: At least one panel is stationary
Avg. number of periods = 21.92
AR parameter: Panel-specific
Panelmeans: Included
Asymptotics: T -> Infinity
p-value
FIRM
GRDPrt VAWAGE REWAGE LABOUR FDI VNPATENT FRPATENT
P

0.0079

0.0000

0.0000

0.0524

0.0000

0.0889

0.0000

0.0693

Z

0.0136

0.0000

0.0000

0.0039

0.0000

0.0199

0.0000

0.0058

L* 0.0104

0.0000

0.0000

0.0091

0.0000

0.0288

0.0000

0.0126

Pm 0.0021

0.0000

0.0000

0.0391

0.0000

0.0793

0.0000

0.0572

자료: 저자 작성.

[표 5-3]은 패널 분석의 고정 효과 또는 확률 효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우스만 검정 결과이다. 두 모형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 일치 추정량이므로 확률효과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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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야 한다. 만약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고정효과모형은 일치추정
량이나 확률효과모형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두 모형의 계수간 체계적 차이가 없다’
이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계수간 체계적 차이가 없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해 추정되어야 한다.

표 5-3. Hausman 검정

(b)

(B)

(b-B)

sqrt(diag(V_b-V_B))

FE

RE

Difference

S.E.

GRDPrt

-0.35508

-0.18128

-0.1738

0.161529

VNWAGE

-0.00059

-0.00079

0.000194

0.000138

REWAGE

-0.00248

-0.00225

-0.00022

0.000132

LABOUR

1.62E-06

1.53E-06

8.96E-08

1.69E-07

FDI

0.015904

0.01574

0.000164

0.000358

VNPATENT

0.09297

0.094426

-0.00146

0.000971

FRPATENT

0.001019

0.001194

-0.00018

0.00011

SOINVErt

4.101271

3.962775

0.138497

0.084185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3) = (b-B)'[(V_b-V_B)^(-1)](b-B)=4.1
Prob>chi2 = 0.2504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방정식은 [식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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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

                   
            
                       

 : 진출기업수,   :  변화율,  : 산업별 임금

수준,  : 지역별 임금수준,  : 산업별 종사자 수,  :
 프로젝트 투자건수,  : 현지소유 특허수,  :

외국소유 특허수,   : 사회간접자본투자 변화율,  : 성별 경쟁력
지수,  : within-entity,  : between-entity error.

2. 분석 결과
가. 도시별 분석결과
하노이와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하
노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지역별 총생산액변화율(+), 지역별
임금수준(-),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소유 특허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의 경우에는 산업별 임금수준(-), FDI 프로
젝트 투자건수(+), 그리고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변화율(+)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하노이의 경우 그 지역의 임금수준이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나타났지
만 호치민의 경우에는 지역 전반의 임금 수준보다는 임금이 낮은 산업부문
에서 진출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감해지는 것은 호치민의 급성장에 따른 기반시설이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여부가 기업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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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하노이와 호치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 요인

변수

하노이

호치민

Coef.

P>|t|

Coef.

P>|t|

지역별 총 생산액변화율

3.4531

0.046**

4.0247

0.196

산업별 임금수준

-0.0003

0.369

-0.0010

0.175

지역별 임금수준

-0.0019

0.005***

-0.0016

0.181

산업별 종사자수

1.55E-06

0.245

3.08E-06

0.505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0.0113

0.000***

0.0135

0.000***

현지인소유 특허수

0.0756

0.001***

0.0692

0.225

외국인소유 특허수

0.0003

0.746

0.0020

0.139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변화율

3.3541

0.103

7.7152

0.065*

주: 1) 종속변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수
2) ***: P값은 1% 수준에서 유의함, **: P값은 5% 수준에서 유의함; *: P값은 10% 수준
에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나. 시기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자
료 구축이 가능한 2013년까지를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크게 구
분하였고, 구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넘어서 회복되는 2002
년을 기준으로 두 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1992~2002년의 시기에서는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와 산업별 임금수준이
진출기업의 입지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
며, 이는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의 경기부상에 따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제
고하면서 노동력 지향형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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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년에는 산업별 임금수준, 지역별 임금수준, 산업별 종사자수,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소유권자 등록특허수, 외국소유권자 등록특허수 모
두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서 산업별 종사자수,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소유권자 등록특허수,
외국소유권자 등록특허수가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산업별 임금수준과 지역별 임금수준은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시기별 입지결정요인

1992년-2002년
2003년-2013년
Coef.
P>|t|
Coef.
P>|t|
지역별 총 생산액변화율
2.6946
0.153
1.2775
0.637
산업별 임금수준
-0.0035
0.003***
-0.0013
0.015**
지역별 임금수준
-0.0015
0.825
-0.0045
0.000***
산업별 종사자수
8.00E-07
0.64
5.04E-06
0.000***
0.0251
0.038**
0.0171
0.000***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인소유 특허수
0.0059
0.844
0.2911
0.000***
외국인소유 특허수
0.0011
0.521
0.0042
0.047**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변화율
4.1509
0.079*
3.9674
0.406
주: ***: P값은 1% 수준에서 유의함, **: P값은 5% 수준에서 유의함; *: P값은 10% 수준에서 유
의함
자료: 저자 작성.

다. 산업별 분석결과
산업별 입지요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산업으로 구별
하여 그 입지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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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산업별 구분

구분

산업

A. 건설부동산 분야

➀ 건설업 ➁ 부동산 및 임대업

B. 제조운수 분야

➀ 제조업 ➁ 운수업

C. 도소매서비스 분야

➀ 도매 및 소매업 ➁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분석결과 [표 5-7]에 보듯이 하노이에 진출한 건설 및 부동산분야 기업은
산업별 임금수준(-)과 FDI 투자건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제조 및 운수 분야 기업은 산업별 임금수준(-)과 현지인 특허수(+)와 관계가
있고, 도소매 및 서비스분야 기업의 경우에는 FDI 투자건수(+)와 기반시설
투자(+)와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산업별 특성이 다른 것과 연결
된다.
호치민에 진출한 건설 및 부동산 분야 기업과 제조업 및 운수업 분야 기업
은 산업별 임금수준(-)과 FDI 투자건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도소
매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임금수준(-), FDI 투자건수(+), 그리고 기
반시설 투자액변화율(+) 등과 연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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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산업별 입지 요인

건설부동산

제조운수

도소매서비스

Coef.

P>|t|

Coef.

P>|t|

Coef.

P>|t|

지역별 총 생산액변화율

4.1987

0.104

9.2281

0.011**

1.2246

0.739

산업별 임금수준

-0.0014 0.000*** -0.0022 0.000*** -0.0005

0.711

-0.0002

0.809

-0.001

0.412

-0.0027

0.133

1.6E-08

0.994

2.0E-06

0.473

1.8E-06

0.495

0.202

0.0125 0.038**

지역별 임금수준
하 산업별 종사자수
노
이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인소유 특허수

0.0145 0.001***

0.008

0.05823

0.085*

0.1386 0.004*** 0.0548

0.237

외국인소유 특허수

0.00205

0.202

0.0027

0.216

0.0007

0.718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변화율 1.9075

0.541

2.1856

0.611

7.6241

0.065*

2.183

0.599

7.4629

0.35

4.1696

0.285

-0.0023 0.000*** -0.0061 0.000*** -0.0023

0.148

지역별 총 생산액변화율
산업별 임금수준

-0.002

0.165

0.0019

0.459

-0.0056 0.009***

8.0E-06

0.195

6.4E-07

0.957

5.8E-06

0.0079

0.074*

0.0197

0.018**

0.0489

0.521

0.0895

0.54

0.0578

0.418

0.0006

0.724

0.0061

0.083*

0.003

0.066*

사회간접자본투자액 변화율 2.1754

0.694

13.9565

0.193

지역별 임금수준
호 산업별 종사자수
치
민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현지인소유 특허수
외국인소유 특허수

0.315

0.0144 0.000***

10.1647 0.054*

자료: 저자 작성.

Ⅵ. 결 론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입지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저임금과 저
렴한 임대료가 중요한 입지결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과 임차료가 낮
은 하노이가 우위를 갖지만, 큰 시장과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에 기반한 상품

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지식과 집적이라는 새로운 기업입지 요인 측면에서는
호치민이 우위를 보인다.
하노이 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산업별 임금
수준, 지역별 임금수준, 사회간접자본투자액이며, 호치민 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지역별 임금수준, FDI 프로젝트 투자건
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사회적 풍토와 산업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하노이 시는 보수
적인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노동집약
적 산업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임금수준과 사회 인프라가 입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북부에 비해 개방적인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호치민 시는 내수시장의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를 위해 진
출하는 산업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와 같
이 기업 집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별로 구분해 입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이를 나타낸다. 진출 초기에는 대부분 현지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으나, 2000년대 초반 베트남의 경기부
양 정책과 거시경제의 호황에 따라 노동 지향형 한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되
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해외자본이 투입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
식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도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이 진출하면서, 과거 저비용 중심의 산업에 영향
을 미치던 임금수준과 종사자수보다는 FDI 투자건수, 등록 특허수와 같은
변수도 관계의 유의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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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을 포함하는 건설 및 부동산 분
야에서 하노이 시는 임금수준과 FDI 프로젝트 건수, 등록 특허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호치민 시에서는 산업별 임금수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정부의 남북 균형 발전 전략과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하노이 시는 지역별 총생산액과 산업별 임금수
준 그리고 특허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호치민 시는 산업별 임금수준
과 FDI 프로젝트 투자건수, 특허수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시장특성과 기반산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하노
이 시는 FDI 프로젝트 건수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호치민 시는 지
역별 총생산액, 산업별 임금수준, 등록 특허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내수시장 또한 활성
화되어있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호치민 시의 시장규모, 임금수준, 특허수와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특성과 베트남의 지역적 성격이 상호작용하
면서 입지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한 저비용 추
구의 수출지향적 공장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노이 시는 노동집약
적 산업 구조와 보수적인 시장성향에 영향을 받아 수출 지향형 산업에 적합
한 시장특성을 보인다. 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있고 시장경제체제를 기
반으로 성장한 호치민 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이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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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경제활동에 적합한 지역특성을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에
서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저렴하고 단순한 노동지향형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다양화되어감을 보여준다.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투자여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인건비는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반면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이 늘
고 있고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역의 여건은 계속 변화한다.
동시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성도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저
렴한 생산비용에 기반한 기업도 있지만, 숙련된 노동이나 집적에 따른 외부
경제의 증가에 따른 기업 입지의 매력이 증가하기도 한다. 기업과 지역 상호
간의 작용에 따라 앞으로도 입지패턴은 변화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정책 및 투자환경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정책 및 투자환경에 관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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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보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의 생존과 독립이다. 국가가 독
자적으로 생존과 독립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떠한 가치도 추구할 수
없다(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2015, pp.
299~300). 하지만 국가의 생존과 독립에 종속한다는 경제도 역시 옛날부터
국가의 중핵 가치이고 안보 대상이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인 Carr
(2001, p. 106)가 ‘르네상스 시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주요한 국제전쟁은 무
역을 둘러싼 전쟁이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국가들은 경제 문제로 자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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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렀다. 그리고 전쟁 비용이 아주 높아진 현대 국가들은 전쟁 대신에 주
요 기업을 지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혹은 규제, 관세동맹, 그리고 통화 등
을 통해서 경제번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는 권력 원천으로서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안보와 연계된 경
제 번영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힘(국력)을 강하게
하고, 역으로 경제의 심각한 쇠퇴는 이전 소련과 현재 북한과 같이 국가 생
존과 독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국가의 토대는 경제성장과 군사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유복한 군주와 도시국가는 강력
한 용병을 보유할 수 있었다. 중국 역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서 군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Howard 2009, pp. 48-49;
Ripsman 2005, Donbrowski ed., p. 17). Gilpin(1981, p. 67, p. 94, p. 159)은
각국의 경제성장 격차가 전쟁의 주요 요인인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력이 강력한 국가는 경제 제재와 원조에 의해서 타
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타국으로부터 경제 제재와 경제 유혹에 저항
해 국제경제 혼란이 수반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인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부상
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자원이 증대하고 있는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연구들은 주로 중국이 어떻게 국제구조와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Swaine et al. 2013; Wortzel
2013; Breslin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변화하는 세계 권력 분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이 다른 국가에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거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패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06, pp. 160-162; Kurlantzi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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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nian and Chi 2007).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역사 문화, 경제,
정치 관계 그리고 군사안보적 유대와 다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정책 포기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서 주권 관련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중국에 대한 의존 심화를 우려해 다른 강대국들과
전략적 유대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실시했다(Steinberg and Fan
2012). 중국이 현재 세계 지배 질서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 소극적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강대국(partial power)에 머물거나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 역시 타당한 시각이 아니다(Thomas 2015, p. 336).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power)과 영향력(influence)을 구분한다. 영향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행위자의 선호도 또는 행태를 수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첫째 자원과
능력의 증대는 다른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전적으로 전
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재정정책에 영향력을 거의 행
사할 수 없었다(Drezner 2009, pp. 7-45).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
한 문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Goh 2007/2008, pp. 113-157; Johnston
2008, p. ch. 4). 주요 아시아 국가와 중국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동
남아 관계는 이 지역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고 저개발국이면서 중국
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대칭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남중국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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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해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의 분석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풍부해진 자원을 국제 행위자의 정책결정에서 어떻게, 얼
마나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권력 자원 활용 목표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Ⅱ. 영향력의 이론적 분석
권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서 영향력 정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고전적 권력 개념은 행
위자의 권력자원이 의지와 요구를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eber, Parsons and Henderson 1964; Tribe 1989). Cox and Jacobson
의 영향력에 대한 정의적 연구(definitive study)에 의하면, 고전적 권력의 개
념은 영향력 있는 강력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실제적 상황이다. 그래서 영향력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능력으로서의 권력과
영향력 행사자의 요구(the want), 선호(preferences) 그리고 의도(intention)에
따라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효과로서의 영향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Dahl and Stinebrickner 2003, p. 17).
영향력은 첫째, 다른 행위자를 강압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의도된 행동
을 시키는 것, 둘째, 다른 행위자에게 권유하거나 대가를 제공해 특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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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 셋째, 다른 행위자에게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
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Martin
1977). 그러나 이 세 가지 정의는 실생활에서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분
석적 범주라기보다는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영향력 부상에
관한 연구들은 중국이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효과를 분명하게 분석하지
않거나 중국 영향력 목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러한 권력 도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Lampton 2008;
Saunders 2006).
국가는 여러 가지 안보정책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위한 자금과 자원 동원
에 관해서 자유로운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군사력 행
사, 경제제재, 위협국을 견제하고 억지하기 위한 군사력 및 동맹 강화와 같
은 균형정책 등을 수행할 때 대상국가의 경제관계에 사활적 이해를 안고 있
는 국내 이익집단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부의 경제 동원과 제재조치를 방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와 같은 정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국내
이익집단을 경제적으로 회유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이익집단이 반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과 해외 공급망의 가동률 향상을 추구
하거나 자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
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Ripsman 2005, pp. 20-21). 국가는 여러 가지 안
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어떻게 조달 동원하고 배
분 조정하는가? 국가는 증세, 국채 발행, 정부 자산 매각, 보조금 지불에 의
한 특정 산업 보호 등과 같은 경제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경제안보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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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위신과 명성은 한 국가의 영향력, 즉 상대국을 자국이 원하
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좌우한다(Gilpin 1981, p. 31). 예를 들면 국
가 X가 자국 권력인 군사력과 경제력 등과 같은 국력을 국가 Y에게 영향력
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전제는 X의 권력을 Y가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
X의 위신과 명성이 손상을 입으면 X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Y도 인식하게
된다. 국가 X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국가 Y에 대한 영향
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신과 명성을 중
시하지만 경제적 실적은 그것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헤
이우드 저, 김계동 옮김 2014, pp. 219~222).
더 나아가 경제번영은 일정 정도의 평화와 질서를 전제로 한다. 평화와 질
서가 실패한다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평
화와 질서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힘에 의해서 담보된다. 평화적 경제성장 시
대에 군사 안보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산소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리는 것과 같다(Keohane and Nye 2001, p. xvii). 현재 동아시아 평
화와 번영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과 필리핀동맹에 의한 미군 존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안보는 경제를 안보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경제안보는 그 전
략목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손해와 이익을 부여해
상대방에 메시지를 전달한다(신호).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서 자국과 우
호국 권력을 유지·보강한다(강화). 위협국과 해외로부터 경제적 악영향을 최
소화한다(상쇄). 경제적 압박으로 상대방 권력을 약화시킨다(봉쇄). 경제적
손해와 그 협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양보하도록 한다(강제). 경제적 이익과
그 결속을 교환으로 상대방이 양보하도록 한다(매수). 상대방의 경제적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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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상대방으로부터 부와 자원을 조달한다(추출). 지속적 경제 이익
제공을 통해서 상대방 국내에 유리한 여론을 환기시켜 상대국 정책을 자국
에 유리하게 전환한다(유도). 국가는 이러한 경제안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
역확대, 경제원조, 금수, 통화조작, 통화권 형성 등 여러 가지 경제 전략을
이용한다(長谷川将規 2013, pp. 19-22, 61-80).

Ⅲ.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탈냉전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안보 지역 기구에 중국 참여를 촉진하
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관계 단절을 통해 중국의 재
부상을 환영했다(Goh 2007/2008, pp. 113-157; Johnston 2008, p. ch. 4). 군사
적으로 몇몇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 해양영토 분쟁에서 중국
의 강화된 군사력을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Richardson(2009)은 중국 부상이
동남아 지역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의 원인라고 경고한다. 그는 중국의 권력
이 증가한다면 동남아 약소국가들의 대응전략 역시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Ott(2005)는 이전부터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단기간에
확실한 세력권을 확립해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기구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긴밀한 관
계를 맺게 되었다. 양측은 2003년 치앙마이구상(Chiang-Mai Initiative)을 통
해 통화교환협정(currency swap agreement)을 체결했다(곽동진, 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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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86~89). 더 나아가 양측은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ACFTA:
ASEAN-China Free Trade Area) 협상에 착수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현정 2010, pp. 12~16). 현재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협력과 긴장의 측면이 혼재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호전적 전략은 해군
력 증강과 전진배치,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을 위한
해양교통로 확보 그리고 주변 약소국들에게 경제력을 내세운 영향력 행사에
서 알 수 있다.
2013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무역 구조가 동남아 지역
외부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무역 개방성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무역의 14%를 차지하는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고 미국은
8.2%를 차지해 아세안의 넷째 무역상대국이다(ASEAN 2014). 몇몇 아세안 국
가들은 세계 제조업과 조립공정의 중심축인 중국과 통합된 공급망을 확립했
다. [표 3-1]과 같이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3-1. 중국과 아세안의 양자무역
(단위: 백만 미국달러, %)

액수

수출
아세안
수입
전체
균형

1998
10,919
12,589
-1,670

2003
2008
2013
30,935 114,139 244,133
47,350 117,012 199,402
-16,415 -2,873 44,731

1998
100%
100%
100%

아세안의 비중
2003
2008
100% 100%
100% 100%
100% 100%

2013
100%
100%
100%

자료: China Ministry of Commerce(2014), CEIC database(검색일: 2015. 9. 17)에서 필자 재구성.

[표 3-1]과 같이 ACFTA가 상호혜택적인 경제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2010년 완전 시행 이후로 중국과 아세안의 상품 무역은 흑자에서 2013년에

∙ 48

남중국해 분쟁이 아세안 경제안보에 미친 영향: 필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는 450억 달러 가까운 적자로 전환되었다. 아세안 국가별 무역 상대국의 관
점에서 보면 중국 수출에서 베트남의 비율과 아세안과 수입 흐름이 지난 10
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동남아에서 중국 부상의 영
향력을 평가할 때, 무역과 투자의 숫자는 단지 부분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
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남아 경제를 지역 생산네트워크로 재편하면서 지
역 정치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동남아의 핵심 제조업 국가들은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에 완제품이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국의 최종 조립
공장에 공급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남아 지역 산업
네트워크는 지역 경제 안정과 생존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네트워크 이해는 동남아 지역에 구조화된 중국 경제규모와 영
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중국이 경제 자원 전환을 통한
분배, 지역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용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정책 변
화를 통해 다른 행위자들이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Breslin 2005, pp. 735-753; Gill 1998, pp. 23-38; 최필수 외
2013, pp. 84-108). 그러나 중국은 동남아의 지역주의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견인차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우회적 방법으로 구조적 영향력을
구사해 왔다(Dent 2010; Ravenhill 2010, pp. 173-177).
중국은 두 가지 핵심적 방법으로 동남아의 경제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력
과 함께 구조적 권력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저발전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발전된 지역의 경제권으
로 통합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에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주의 확산을 약속하면서 동남아 대륙부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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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자본주의가 결정적 발전 원리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정비 프로젝트를 위
한 국제투자를 끌어들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의 대(大)메콩강유역개발(GMS: Greater Mekong Subregion)구상을 실현 가능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은 저발전되고 빈곤한 동남아 국
가들을 중국과 태국 시장에 진입시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지리전
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에너지
자원과 상품 운송로 개설을 위한 전략적 철도네트워크 구축에 수십억 달러
를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 개발지원과 소프트론(soft loans: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
었다(Goh 2007, p. ch. 3).
중국이 선호하는 둘째 전략은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ACFTA)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아시아 지역주
의를 향한 경제통합 프로젝트 추진을 구상 중이다. 이것은 중국몽을 실현하
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일환이다(이효진 외 2014, pp. 4~5, p. 8).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남아의 상품 특히 전자부품,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그리고 석유 제품의 수요를 높였다. 더 나아가 ACFTA는 아세안이 중국의 높
아지고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높아지고 있는 소비재 수요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최필수 외 2013, pp. 84~108). ACFTA는 19억 명의 소비자와 4조 3
천억 달러의 무역액으로 구성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로 부상했
다.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FTA가 효력을 발생했을 때인 2010년에 2,32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4,000억 달러로 증가했다(Brunei Times 2013. 2. 7).

∙ 50

남중국해 분쟁이 아세안 경제안보에 미친 영향: 필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적 유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과 무역
자유화로 발생한 부작용은 동남아 국가들의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적 선택
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농업 부문이 저렴한 중국산과의 경쟁과 계속되는 중
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핵심 산업 보
호를 위한 국내 관련 업계의 압력은 정부에 ACFTA 규제 실행을 요구하게
되었다(Chandra and Lontoh 2011).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자유화 아
젠다를 묵인하면서 중국과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이고 단기적인 비용에도 불
구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 중국 역시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실행하고 잠재적인 상호 이익을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아세안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ACFTA의 경제적
도구를 이용했다(Ravenhill 2010, p. 200).
ACFTA와 대메콩강개발계획(GMS) 지역주의는 중국 선호 전략의 관념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선호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강조
한다. 첫째는 주권권리 인정이다. 중국의 절대주의 수사학적 입장은 상대적
빈곤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동남아 약소국들의 민감한 국가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내
정 불간섭 원칙이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소수민족 독립운동 탄압,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 억압문제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을 중국은
국내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주장은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한다(Roy 1994, pp. 231-242).
동남아 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주장이
너무 설득력이 없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과 APEC의 무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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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가혹한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환멸 이
후 경제 정책 실행에 국가 개입 중요성의 교훈을 중국에서 찾았다(Grugel,
Riggirozzi, and Thirkell-White 2008, pp. 499-517). 이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
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으로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와 다양
한 양자 FTA를 체결하여 다른 경제 발전국가들과 강한 유대를 발전시킴으
로써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ACFTA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Ⅳ. 필리핀 경제안보와 헤징전략
1. 경제안보 영향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아세안에서 인구가 많은 필리핀은 경제 영역보다 정
치적 영역에서 중국에 중요한 국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하위 소
득국(lower middle income)으로 분류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빈국 중의 하나이고 중국과 무역관계는 2013년 기준으로 단지 16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해양영토분쟁은 양국간 긴장의 핵심 근원이다. 필리
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s of
the Sea)하에서 중국과 중재 중이다(Robert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은 방위,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해양 문제를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영역에 걸
쳐서 수많은 양해각서(MOU)와 다른 합의를 체결했다(Wong 2014). 2004년
MOU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자신들의 방위관리와 군 장교들의 교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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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방위와 군사 안보 쟁점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Banlaoi, 2007).
필리핀 경제는 2013년 GDP의 84.1%에 달하는 국내소비로 유지되고 있는
데 이 수치는 미국 수준에 매우 근접한다. 필리핀은 2013년 전체 무역의 9%
에 상당하는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이것은 아세안 기준으로도 높은 수
치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2013년 필리핀 GDP의 단지 32%을
차지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중소득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
고 태국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비율이다. [표 4-1]과 [표 4-2]에서 보듯이 대
부분의 아세안 국가와 달리 필리핀 수출은 상위 5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일
본이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무역 상대국이다. [표 4-3]에서 보듯이 필리핀의
중국에 대한 무역균형은 십년 동안의 흑자에서 16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
2013년에 더욱 악화되었다. 이것은 필리핀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것을 보여준다.
금속, 광물, 야채와 연료는 대중 수출품의 32%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리핀이 세계에 수출하는 비율보다 높다. 그러나 필리핀과 중국 무역이 제
조업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장되었다. 기계류와 전기제품이
2013년 필리핀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식량, 농산
물 그리고 목제품이 뒤를 이었다. 비록 중국이 필리핀 광물의 최대 구매자라
는 것이 독특하지만 필리핀 역시 중국이 필요한 광물 최대 수입국이다
(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p. 27).
[표 4-4]에서 보듯이 중국의 공식적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FDI는 2012년에 6억 9천 2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개별적 거래들은 중
국에서 필리핀으로 더 많은 투자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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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중국은 2012년에 필리핀 농업 분야에 49억 달러를 투자했다. 양국은
중국의 푸후아 그룹(Fuhua Group)이 에탄올 생산을 위해 다수확 계통의 쌀,
사탕수수 그리고 옥수수를 경작할 100만 헥타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38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에탄올과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 건설, 농기계류 수입과
수출 공사(CAMC)는 필리핀 남쪽 지방인 팔라완에 저장시설과 조선소뿐만
아니라 에탄올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Cruz 2012).
중저소득 국가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필리핀은 중국 본토에 사실상 많은 투
자를 해왔다. 투자자로는 스낵식품회사인 오이시(Oishi), 산 미구엘 맥주회
사 그리고 콘도미니엄, 쇼핑몰, 호텔 같이 복합용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
는 딩 펑 부동산 회사와 같은 부동산 기업이 있다(Philippine Embassy in
China 2011).

표 4-1. 2013년 필리핀의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미국달러, %)

국가

액수

비중

일본

11,423

21.2%

미국

7,832

14.5%

중국

6,582

12.2%

홍콩

4,418

8.2%

싱가포르

4,014

7.4%

기타

19,709

36.5%

전체

53,978

100%

자료: World Bank(2014)에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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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3년 필리핀의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미국달러, %)

국가

액수

비중

중국

8,554

13.1%

미국

7,081

10.9%

일본

5,586

8.6%

아세안 국가

5,120

7.9%

한국

5,026

7.7%

기타

33,730

51.8%

전체

65,097

100%

자료: World Bank(2014)에서 필자 재구성.

표 4-3. 중국과 필리핀의 무역관계
(단위: 백만 미국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094 4,264 4,689 5,737 7,505 9,088 8,590 11,564 14,259 16,772 19,836
수입 6,309 9,062 12,870 17,676 23,128 19,507 11,935 16,199 17,995 19,677 18,204
균형 -3,215 -4,797 -8,181 -11,938 -15,623 -10,419 -3,345 -4,634 -3,736 -2,905 1,631
자료: China Ministry of Commerce(2014), CEIC database(검색일: 2015. 9. 17)에서 필자 재구성.

표 4-4.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FDI
(단위: 백만 미국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10

19

22

43

87

143

387

494

593

692

자료: China Ministry of Commerce(2014), CEIC database(검색일: 2015. 9. 17)에서 필자 재구성.

중국은 필리핀에 호전적 이미지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외교적
지지, 문화와 경제적 지원을 활용해왔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대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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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자적 행동규범을 통한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공동개발을 제시했다
(Emmers 2013). 중국의 공동개발 주장은 아세안의 중재를 피하면서 양국의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양자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세안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식의 공동개발은 타당한 법적인 권리를 거의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진 영토 권리주장을 위해서 중국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Wain 2008).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필리핀 대통령이 외무부와 사법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중국과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필리핀 석유회사와 친중국계 기업의
로비때문이었다. 필리핀 핵심 주요인사에 의해 설득된 것 같았다(Baviera
2012).
경제적 유인들이 중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이 필리핀에
100만 달러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16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를 포함한 합의
가 2004~06년 사이에 아로요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조인한 양자합의 패
키지의 일부였다(Baguioro 2005). 필리핀 국내에서 중국과 스프래틀리 군도
에 대한 합의가 이러한 상업적 합의를 위해 지불된 대가라는 소문이 확산되
었고, 2008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필리핀 의회는 그 연계에 대한 조
사를 요구했다. 이것은 ACFTA가 제공한 유인책이었다. 원래 FTA를 반대했
던 필리핀이 2005년 초에 아세안의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과 필리핀의 양자 무역관계는 2001년에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82억 9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6년에 중
국은 필리핀에 괄목할 만한 대규모의 사회기간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다섯째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국가가
되었다(Stor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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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리핀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남중국해로 진출하면서 아세안 외교
와 미국과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국제법 제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중국
에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안보문제화하면서 필리핀을 압박하고 대
응조치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경제 안보문
제화는 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의 안보문제화가
단기적으로 필리핀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ACFTA를 축으로
동남아 전체 지역에 경제의 안보문제화를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간
주하고 있다.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사건을 통한 경제적 압력으로
필리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은 스카버
러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경제 압력은 여
행사들의 필리핀에 대한 관광 여행 중지, 바나나를 포함한 필리핀산 수입 과
일의 검역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입 규제 실행이 라는 두 가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庄司智孝 2014, pp. 41-43).
중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전자는 스카버러 사건에 의해 필리핀 국민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중국인 안전 확보에 불안했기
때문이었고, 후자는 스카버러 사건과는 관계없는 식품 안전의 관점에 기초
한 조치로서 경제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Philippine Daily Inquire 2012.
5. 14). 이러한 중국의 경제조치는 필리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
다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전술에 의한 특정 경제 분야를 목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심리적인 파급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 단기적 목
표에 의해 특정 분야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제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필리핀 경제 전

5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체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목표로 했다. 중국은 경제적 압력을 무
기로 필리핀과 스카버러 사건의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려 했다.
필리핀은 처음에는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조치를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
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필리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
만, 여행업자와 바나나 수출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여행객은
당시 필리핀 외국인 여행객 전체 약 9%를 점하고 있었고(국가별로 한국, 미
국, 일본에 이어 제4위), 동시에 중국 여행자들은 전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나나는 필리핀 주요 수출품의 하나이고 수출
30%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중국 측의 여행 취소에 의해 필리핀
여행업계 관련 상품 주식이 폭락했고 바나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나나 업계
는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2. 5. 17).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나나 중요 생산지인 민다나오 섬의 바나나 업계는
필리핀 정부에 스카버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 5. 15). 2012년 5월 중국은 “필리핀과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은
필리핀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People’s Daily
2012. 5. 31).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의 경제
압력을 받았던 필리핀은 스카버러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양국간 회담을 서
둘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필리핀 주장에 의하면 중국과 필리핀
양국이 스카버러에서 동시에 철수한다는 약속을 중국 측이 위반해 암초를
점령했다는 의미에서 중국 조치에 의해 필리핀이 스카버러 영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압력 외교가 처음부터 사태 해결을 위
해 양국간 회담을 모색하고 있었던 필리핀의 스카버러 사건 대처에 결정적
으로 영향을 주었는가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Kalathi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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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의 함의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에서 중국의 경제
적 영향력에 관련된 문제이다. 양자 관계가 ACFTA를 배경으로 했을 때 필
리핀과 무역관계는 중국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양국간 교역 관계에
서 무역의 상호성 또는 FTA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생산네트워크 일환이라
는 성격으로 비추어보면 중국 측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필리핀과 교역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압력이 필리
핀 GDP를 저하하는 커다란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중국의 경제 안보문제화는 필리핀의 단기 정책 결정에 일정 정도의 영향
을 주었지만 경제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안보문제 심각화는 2014년 5월 베트남의 예에서 우려되듯
이 투자 환경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외국투자가 지연되고 축소
되는 부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The Economist 2014. 5. 17). 스카버러 사
건 이후에도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특별히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오
히려 남중국해 분쟁과 대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중국은 미
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필리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중국이 필리핀의 최대 수출상대국이 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도밍고(Gregory Domingo) 필리핀 무역장관은 ‘필리핀은 상업 관계
를 정치안보 관계로부터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Yap 2013). 무역 호혜성
과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는 개별국가 내지 양국간 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각각 독립적 트랙(track)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와 안보 요인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경제관계가 순조롭지만,
안보관계는 악화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2014년 6월에 필
리핀 독립 기념일 식전 행사에서 재필리핀 중국대사는 ‘중국은 교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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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인내, 용기를 갖고 있다. 중
국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필리
핀과 중국은 함께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Manila Bulletin 2014. 6. 12). 다만 필리핀은 남중국해
에서 관계 악화가 중국 경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 지
역에서 공세를 강화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 경제
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양국간 무역 확대를 계획할 것이다. 그
러나 양국의 무역량 증대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또 일방적인 무역규제는 피규제 측의 의견을 변화시킬 정도
의 효과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피해는 작다고 해도 규제하는 측의
경제활동도 손실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수출입 규제 정책은 자국 산업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에서 패소했을 때 경제 전략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종합적인 경제 영향력을 높여
서 필리핀 FDI와 ODA의 주요 국가가 될 수 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필리핀의 외환보유고와 국제통화정책에 영향력이 강한 경우는 필리핀에 대
한 경제 압력 선택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때 미국이 오랜 기간
에 걸쳐 실시한 미얀마 금융제재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경제
압력이 필리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명
확하지 않다.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 악화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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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핀 경제계가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필리핀 측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3국과 안전보장 관계의 강화, 경제면
에서 의존 탈피 기회(다국간 경제협력 추진 등)로 활용해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 측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리핀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강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바나나 수출 지역 개척과 다변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가입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Simon 2015b, p. 593).
또 필리핀 정책결정자들은 대중국 전략 계산에서 경제의 악영향에 비해서
안보 면에서 양보 비용이 보다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2011년 남
중국해 긴장이 높아졌을 때 필리핀은 중국과 관계 악화를 회피하기 위해 어
디까지나 협의를 통한 해결을 추구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유화적 대중 전략
이 스카버러 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필리핀은 중국 측의 공세가 강
화되자 협의보다는 아세안 외교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근거해 유엔에 제소, 미국과 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 호주와 같은 역외 강대국 세력 개입을 통해 대중균형정책을 추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정책과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정치외교안
보가 경제안보보다 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미국이 모든 동남아 국가와 동맹국의 군사적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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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있지만 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 또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의 초점은 필리핀과 베트남이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정책
은 운용가능성보다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 대조적으로 미국과 필리핀 관
계는 미군의 지원과 외교적 지원의 효과를 위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다.
2012년에 필리핀은 전투기, 대함미사일, 순찰함, 해군헬리콥터 구매를 위해
9억 달러 예산으로 군현대화 5개년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
한 미국의 지원은 군사 지원을 세 배로 증가하고 군함, 핵잠수함, 그리고 방
문국 협정을 통해 더 많은 미군 전투병이 필리핀에 주둔하는 것이다
(Heydrian 2013. 2. 21).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 개조된 연안경비대 함정 두 척을 필리핀에 제공했
고 새로운 한척도 곧 양도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에 연안 레이더, 장거
리 순찰함, 해양수송함정, 연안순찰함, 해군헬리콥터, 대공레이더, 제트훈련
기, 수상공격함, 대함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을 포함한 많은 품목이 담긴 구매
희망 목록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약 필리핀이 미국이 제공한 이러한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복잡한 군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능력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필리핀 해양안보와 감시시스템 증강만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연안 레이더와 순찰함 그리고 정보 공유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Thayer 2013a).
중국이 필리핀의 EEZ 내의 몇몇 지형을 통제하고 2012년에는 스카버러
암초를 점유하자 아키노 정부는 안보를 위한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의 분쟁 지
역에서 중국 선박과 무장 충돌이 발생한다면 1951년에 체결된 필리핀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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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상호방위조약(Philippine-US Mutual Defense Treaty)에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2012년 7월에 필리핀은 연안경비대 12척의 신형 순찰함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과 대(大)방위협력협정(Greater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필리핀 외무장관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Alberto Del
Rosario)는 “미국은 필리핀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국가이고, 필리핀은 강화된
미군의 주둔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Hong 2013, pp. 3-4).
필리핀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카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오마바 행정부는 재균형정책을 중국과 전쟁이 아
니고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 군사배치가 뒷받침되는 외교의 강조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아세안
이 주도하는 다자 협상 인정 촉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무
력충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방위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결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 어느 국가
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2013년 5월 말에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Aquino III)
는 ‘불량배들(bullies)’로부터 해양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18억 달러 예산의
방위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7년까지 필리핀은 두 척의 신형 프
리깃함, 세척의 고속순찰함, 대잠수함 헬리콥터 두 대 그리고 상륙강습함 8
척을 구매하는 것이다(AFP 2013. 5. 21). 필리핀은 이 증강 사업 자금 제공에
미국의 지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미 방위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의 계
속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강제감축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 압박
을 잘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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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미국과 12일간의 발리카탄 합동훈련
(Balikatan joint exercise)은 8,000명의 미국과 필리핀군뿐만 아니라 12대의
F-18s 전투기, 미군 함정 3척을 포함해서 30대의 미군 항공기가 참여해 이전
보다 훨씬 더 실전과 같았다. 외무장관 델 로사리오는 미국에게 합동훈련만
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더 많은 미군이 필리핀에서 훈련해 줄 것을 촉구했
다(Simon 2015b, p. 584). 미군이 근거리에 주둔하기를 원하는 필리핀의 목
표는 2013년 4월 중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필리핀은 미군에 기지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는 외무장관 성명에 나타나 있었다(GMA News Online
2013. 4. 13; Castro 2012, pp. 141-178). 델 로마리오 제안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호전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필리핀에 제공하는 새로운 안보 지원 역시 주목해야 한다. 2013년
3월 초 일본은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형 순찰함을 필리핀 연안경비대
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일본과 활발한 방위유대는 필리핀의 헤
징전략에 다목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미국의 재균형정책은 동북아와 동남
아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계를 제공하면서 일본의 방위범위 확대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정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관점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놓인 중국 해양기관의 관심을 더욱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1월 필리핀 외무장관과 일본 외상이 회담할 때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일
본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재무장을 지원할 것이다. 강한 일본만이 동남아 지
역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존재에 대처할 수 있다. 필리핀은 일본이 남중국해
에서 중국의 해양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imon
2015b, p. 585). 필리핀과 일본의 안보유대는 2014년 11월 아키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더욱 강화되었다. 아키노는 “일본을 미국 다음으로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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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의 가장 긴밀한 동맹으로 간주해 삶의 여정에서 필리핀은 항상 일본과 행
동을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발표했다. 제7함대 사령관 로버트 토머스
(Robert L. Thomas) 제독은 미국은 남중국해까지 일본의 공중 순찰의 확대를
환영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주장했다(Trajono 2013; Simon
2015a, p. 49). 일본 군대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
기 위해 일본 아베 수상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중 순찰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없었다(Minnick 2013; Kelly
and Kubo, 2015).
필리핀의 해군, 공군, 그리고 연안경비대 증강 계획은 몇 년에 걸쳐서 시
행되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필리핀은 중국 해군과 민간해양기관의 능력
에 비해 EEZ와 스프래틀리 권리 주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2013년에 필리핀은 헤징전략의 일환으로 UNCLOS에 근거한
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Thayer 2013a; Dutton
2013; Storey 2013). 필리핀은 UNCLOS 287조하에서 주권 권리 주장이나 해
양 국경 획정을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것이 아니다. 필리핀은 이 쟁점을
UNCLOS 조약하에 국가 의무의 정확한 해석과 중재재판의 정당성을 내세
운 중재를 요청하면서 중재재판소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재
재판소에 필리핀 또는 중국 영해, 접속수역(contiguous zone), EEZ 그리고
UNCLOS 지침에 맞는 대륙붕 권리인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 중재 요청 목적은 중국이 자신의 국내법을 UNCLOS의 기준에 맞
추도록 요구하는 해석이 UNCLOS에 위반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필리핀은 중재재판소가 양국이 주장하는 섬, 암석, 간출
지(low-tide elevations), 물에 잠긴 모래톱(submerged bank)과 같은 지형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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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그러한 지형들이 12해리보다 더 넓은 해양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필리핀의 목적은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바다에 잠긴 지형들이 UNCLOS하에서 섬으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없어서
필리핀의 대륙붕 또는 국제해저(international seabed)에 속한다는 판결을 얻
는 것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의 법
적인 도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 유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많은 주장은 그 해양의 대부분을 포함한 9점선
범위(nine-dashed-line perimeter)를 가진 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1947년에 만
들어진 이 지도는 주로 UNCLOS하에서 법적으로 허약하다고 간주되는 역
사적 권리에서 유래한다. 9점선 범위 내 많은 지형들은 필리핀에서 50해리
정도로 가까운 거리고, 중국 하이난 섬에서는 550해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게
다가 많은 지형들이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는 곳이다. 만약 필리핀이 중국의
9점선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판정기구를 설득한다면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대륙붕권리 주장을 위한 다른 법적인 기준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스프래틀리 군도 내 리드뱅크(Reed Bank) 주위에 석유가 풍부한
해저와 같은 지형들은 법적으로 자국의 대륙붕 일부가 될 것이어서 필리핀
은 중국의 간섭 없이 해저 탄화수소 매장량(hydrocarbon seabed reserves) 개
발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중재재판소가 이 쟁점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 할 수도 있지만 비록 중재재판소가 그 심리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들은 필리핀에 유리한 최상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중재를 거부했다. 중재재판이 필리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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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중재재판소에 참가와 거부 그리고 불리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당
연한 결과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UNCLOS를 비준할 때 동의했던 국제기준
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필리핀에 강제로 그 소송을 취하하려고 한다면, 필리핀은 주
변국가에 중국 위협론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
재재판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친중국 아세안 국가에 외교적
압력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 중도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에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보다 강화할 협상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필리핀의 유엔중재재판소 제소 구상을 지지했다. 2013년 3월에 카
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 델 리사리오에게 “미국은 법의 지
배에 일치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을 해결
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라고 확인하였다. 필리핀 외
무장관은 카터 부장관이 필리핀의 중재재판 요철을 지원한다는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Simon 2015b, p. 587).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구성요소는 필리핀의
미군과 합동훈련 증대와 정례화, 군현대화와 능력 강화 그리고 법적 권리보
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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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베트남 경제안보와 헤징전략
1. 경제안보 영향
동남아에서 셋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베트남은 저소득국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여전히 아주 높고 산업 부문
은 GDP의 단지 3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위 소득국가로의
진입과 제조업 기반 경제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있다. 베트남은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평균 6.4%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넷째로 높은 것이다(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p. 28).
중국과 베트남의 외교적 관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영토 주권
주장과 1979년 양국간 전쟁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양국은 깊
은 문화적 유대 외에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한다.
2013년 말에 베트남과 중국은 2020년까지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을 따
라서 4개의 새로운 경제지역을 조성함으로써 무역과 경제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과 중국의 또 다른 MOU는 인신매매, 교육교
류 그리고 핵 교류(nuclear exchanges)와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Dezan Shira
& Associates 2013; Voice of Vietnam 2010; VUFO-NGO Resource Centre Vietnam
2009). 특히 베트남 국립 농업대학교는 중국 대학교들과 15건 이상의 학생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합의했다(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p. 28).
베트남 경제기획부와 해외투자청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베트
남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급증했다(Vietnam.net 2014. 4. 20). 그러나 베트남
은 중국 경제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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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베트남 재무장관 딘 띠엔 중(Dinh Tien Dung)은 베트남은 중국 차관
에 의존이 심하지 않고 중국 투자는 베트남 전체 시장 자본의 1%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Linh 2014). [표 5-1]에서 보듯이 베트남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2013년 베트남에 대한 중국 FDI 액수는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심지어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FDI 액수보다 낮은 22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에 대한 중국 투자는 의류, 섬유, 부동산 부분에 집중된다. 2013년
지양수 주룬 섬유 그룹(Jiangsu Julun Textiles Group Co. Ltd.)은 베트남에
6,800만 달러에 달하는 제조시설을 건설했다(Salidjanova and Koch-Weser
2015, p. 30). 홍콩에 기반을 둔 부동산 기업인 선화그룹(Sunwah Group)은
호치민 시의 빈탄 지구(Binh Thanh District)의 2억 달러에 달하는 아파트 건
설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중국의 텍스홍 그룹(Texhong Group)은 꽝닌성
(Quang Ning Province)에서 660헥타르에 달하는 공업단지(Hai Ha Industrial
Park) 기간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2억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
했다(Dezan Shira & Associates 2014).

표 5-1. 중국의 베트남 FDI
(단위: 백만 미국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9

160

229

254

397

522

729

987

1,291

1,604

2,167

자료: China Ministry of Commerce(2014), CEIC database(검색일: 2015. 9. 17)에서 필자 재구성.

중국과 베트남의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2014년 5월부터 악화되기 시작
했다. 2014년 5월 초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CNOOC)가 베트남이 자국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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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석유시추장비를 기습적으
로 설치했다. 이것에 대해 베트남은 주권 침해라고 중국에 격렬하게 항의하
면서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까지 양국은
영토문제를 일시 보류하고 민감하지 않은 영역에서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한정적이지만 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급격한 관
계 악화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에 중국과 분쟁이 악화되면 경
제안전보장의 결정적인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서 나타난 양국 경제협력 진전은 중국 경제발전 흐
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면에서 베트남에 커다란 기회가 된 반면에 베트남
성장과 안정은 중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무역을 필두로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경제관계 상황은 국력 비대칭성에서 중국이 제창하는
윈윈(win-win)/호혜관계 성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1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은 중국과 선린우호관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왔
다.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베트남이 경
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현상은 무역과 사회기간산
업 건설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다시 첨예화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 탈피가 시급한 문제라
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5월 남중국해 시추선 사건 발생 이전에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경제
지구 건설에 두 개의 경제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계획 일환
으로 베트남 랑선성의 동당(Dong Dang)과 중국 광서성 장족(壯族) 자치구
핑샹시(萍郷市) 국경지역에는 동당-핑샹 국경 경제협력지구가 설립되었다
(細川大輔 2014b, pp. 27-28). 중국 측에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풍향물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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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립되어 베트남을 거쳐 아세안 각국으로 통하는 물류 센터의 역할이 기
대된다.
베트남 라이까오성과 중국 운남성 하구에는 라오까이 하구 국경경제협력
지구가 설립되었다. 또 베트남 꽝닌성 몽까이(Mong Cai)와 중국 광서성 장
족 자치구 뚱싱(東興)에는 몽까이 뚱싱 국경경제협력지구가 설립되었다. 특
히 후자는 통킹만에서 연안경제지구센터로서, 더 나아가 당동-핑샹 국경경
제협력지구와 똑같이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상품, 서비스 유통의 중심지로
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細川大輔 2014b, pp, 27-28).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표
5-2]와 같이 베트남의 대외무역액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에 걸쳐
서 약 8.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같은 기간에 약 17.1배

표 5-2. 베트남의 대외무역과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미국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2000년
대중국

14,483
1,536

15,637
1,401

30,120
2,937

-1,154
135

2005년
대중국

32,447
3,228

36,761
5,900

69,208
9,128

- 4,314
- 2,672

2010년
대중국

72,237
7,743

84,839
20,204

157,076
29,947

-12,602
-12,461

2011년
대중국

96,906
11,713

106,750
24,866

203,656
36,479

-9,844
-13,253

2012년
대중국

114,529
12,388

113,780
28,786

228,309
41,174

749
-16,398

2013년
대중국

132,135
13,259

132,125
36,954

264,260
50,213

10
-23,695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14에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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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베트남의 대중 무역이 타국에 비해서 두 배 속도로 급속하게 증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6월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높여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에 합의했다. 그 때 응
우옌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은 “베트남과 중국은 산과 강이
근접해 문화가 유사하고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숙명
적으로 굳건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라면서 양국 우호관계를 강조
했다(Thuy 2008). 이 시기가 베트남과 중국 우호관계에서 최상의 상태였다
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 사이 무역은 크게 확대된 반면에 [표 5-2]와 같이 무역수지
는 2000년에 베트남이 약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매

표 5-3. 베트남 수출 상위 10품목과 주요 수출 지역
(단위: 백만 미국달러, %)

품목
1. 전화기와 그 부품
2. 의류
3. 컴퓨터 등 전자
기기와 그 부품
4. 가죽 제품
5. 원유
6.해산물
7. 기계와 그 부속품
8. 목재와 그 제품
9. 고무
10. 커피
기타를 포함한 합계

금액
21,244
17,947

상위 3국과 그 비중
아랍에미리트 16.1%, 호주 7.4%, 독일 7.3%
미국 48.0%, 한국 9.1%, 독일 3.6%

10,601

중국19.7%, 미국 13.9%, 말레이시아 11.1%

8,410
7,278
6.717
6,014
5,562
2.925
2,721
132,135

미국 31.3%, 영국 6.5%, 벨기에 6.1%
일본 28.7%, 호주 22.6%, 말레이시아 12.6%
미국 21.8%, 일본 16.6%, 한국 7.6%
일본 20.2%, 미국 16.8%, 중국 6.2%
미국 36.0%, 중국 18.9%, 일본 14.7%
중국 30.8%, 말레이시아 7.9%, 코티디부아르 7.8%
독일 13.4%, 미국 11.1%, 스페인 7.0%
유럽연합(EU) 18.4%, 미국 18.1%, 일본 10.3%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14에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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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적자 폭이 확대되어 2011년에는 133억 달러로 전 세계와의 무역 적자액
9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2011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지
만 대중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적자액이 237억 달러로 전
년에 비해 44% 급증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베트남 대중 무역의 대폭적인 적자 요인 규명을 위해서는 무역구조 분석
이 필요하다. [표 5-3] 수출구조와 [표 5-4] 수입구조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수출품목 1위와 수입품목 4위(전화기와 그 제품), 또 수출품목 3위와 수입품
목 2위(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그 부품)가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통계에서 완성품과 부품이 동일하게 분류되어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지

표 5-4. 베트남 수입 상위 10품목과 주요 수입지역
(단위: 백만 미국달러, %)

품목

금액(백만 미 달러)

상위 3국과 그 비중

1. 기계와 그 부속품

18,687

중국 35.1%, 일본 15.8%, 한국 15.1%

2. 컴퓨터 등 전자
기기와 그 부품

17,692

한국 28.8%, 중국 25.4%, 싱가포르 11.0%

3. 섬유

8,397

중국 46.3%, 한국 20.4%, 대만 14.8%

4. 전화기와 그 부품

8,048

중국 70.8%, 한국2.7%, 대만 1.0%

5. 휘발유들 정제유

6,984

싱가포르 27.2%, 중국 18.2%, 한국 9.3%

6. 철 · 철강

6,660

중국 36.0%, 일본 24.7%, 한국 17.0%

7. 의복, 가죽제품, 가
죽화의 부속원료

3,725

중국 32.1%, 한국 19.1%, 대만 11.0%

8. 화학제품

3.0422

중국 27.6%, 대만 14.6%, 한국 10.2%

9. 그 외 기초 금속

2,942

중국 25.8%, 태국 11.8%, 러시아 11.1%

10. 철· 철강제품

2,882

중국 20.0%, 한국 24.7%, 일본 17.7%

321,125

중국 28.0%, 한국 15.7%, 일본 8.8%

그 외 다른 품목을
포함한 합계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2014에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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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내 직접투자 동향 등을 통해 베트남은 전화기, 컴퓨터 등 전자기기 부
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베트남 국내에서 조립한 후에 세계 각지로 수
출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3년 전부터 무역통계에 나타나고 있어 최근 한국의 삼성
등이 전자기기 제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부합된다. 삼성은 2009년 베
트남 북부 박닌(Bac Ninh) 주에 휴대전화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2013년에는
같은 지역 타이응우옌에도 제2공장을 설립해, 10만 명 이상의 종업원을 채
용해, 삼성 사상 최대 휴대전화,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만들었다. 삼성은 광
동성 둥관(東莞)시에 있는 삼성 관련 액정 공장에서 액정디스플레이어 모듈
(Module) 회선을 생산해 트럭으로 베트남까지 운송하고 있다(日本経済新聞
2014. 5. 20). 이것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휴대전화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에 수출 품목 2위를 점하고 있는 의류, 4위의 신발에 대해서 옷감이
수입 품목 3위, 의류, 피혁 제품, 신발 제품 원료가 7위에 올라있다. 옷감의
경우에도 수입 절반은 중국에서 오는 것이고 신발 등 부속원료도 중국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철, 철강과 화학제품 등 공업 생산에 필요한
기초물자 수입에서도 중국이 커다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베트남이 구미와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계,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고 수출주도로 발전하는 베트남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베트남 고도경제성장을 지탱하는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
다. 베트남 경제 중심은 당연히 농업이다. 주요 수출농산물은 9위 쌀과 10위
커피이고 그 외에는 고무와 야채, 과일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커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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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는 모두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최근 베트남은 중국으로 쌀 수
출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성의 담당국장은 “용과(Dragon
fruit) 1kg 당 미국 수출 가격은 중국 수출 가격의 10배가 되지만 미국이 요
구하는 품질기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업자는 많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細川大輔 2014b, pp, 28-29).
이러한 베트남의 지리적 근접성은 수준 높은 저장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품질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중국 중심의 수출구조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Vietnam Economic & Financial News Report 2014. 6. 18).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생산한 고무도 거의 전부가 중국에 수출된다. 그 사정을 어떤
생산업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국가에 정식으로 수출하려면 최소
거래 단위가 1,000톤 정도인데 1회 생산으로는 이 양을 채울 수 없어 재고로
서 축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유연하
게 거래할 수 있는 중국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다(Vietnam Economic
& Financial News Report 2014. 6. 18). 이와 같이 농산물 생산업의 낮은 품질
관리 기술, 영세한 경영 규모,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구조가 순환되고 있다.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개입은 직접투자 분야보다 도로, 발전소 등 산업기
반시설의 건설, 또는 광물 자원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수주에서 두드러진다
(細川大輔 2014b, p. 28). 그 중에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분야
는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건설 시장이다. 베트남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
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설문 조사를
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요망 또는 전력 공급 불안정에 대한 불안
등이 항상 상위에 등장한다(細川大輔 2014b, p. 28). 베트남 정부도 전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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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을 목표로 ‘2011~20년(제7기)의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 플랜’을 실시 중이다. 그렇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획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2011~13년 사이에 실제로 가동되었던 것은 목표의 절반에 지
나지 않았다(Vietnam Economic & Financial News Report 2014. 6. 4).
그러한 가운데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 수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요인은 설계, 조달, 건설 일괄 발주 입찰(EMC)에서 중국
이 타국 기업이 입찰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산
업성 에너지 국장은 “중국 기업의 입찰은 타국기업보다도 훨씬 저렴해, 자금
이 부족한 베트남, 특히 전력 부분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
가 수주했던 EMC 계약자가 중국 기업을 하청업체로 전면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アジア太平洋研究所
2013, pp. 68-71). 또 중국 수출입은행 등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우
대적인 자금원이 중국기업의 수주를 배후에서 지원한다. 중국정부 대외원조
는 수주자가 중국기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자금원을 활용하려면
중국기업에 발주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기간시설 건설에서 EMC 계
약을 전제로 했던 공사 중 약 90%를 중국기업이 수주해 베트남 안팎에서
불만이 많다. 중국 기업이 수주를 높여가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건설
지연과 설비 고장이 계속되어 전력 부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アジア太平
洋研究所 2013, pp. 68-71). 구미 발전기기 품질이 우수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을 베트남 정부와 전력공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
러나 베트남 자본력 부족, 저렴한 현실 가격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우대적인 차관 조건은 극히 매력적이어서 베트남 공사에 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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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주를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시추선 사건으로 베트남의 중국 경제 의존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
했다. 베트남은 중국 경제 의존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싱
크탱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일부 베트남 전문가들
은 양국 무역액이 커질수록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요
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시추선 사건은 베트남이
중국 경제 의존을 벗어나서 경제개혁을 재활성화하고 경제와 무역관계의 다
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이 시추선 사건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중국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경제활동 축소 또는 중단을 지시했다. 중국정부 명령
으로 중국 여행계는 베트남 여행을 중지했고 민간 기업은 활동을 중지하거
나 확장을 억제했다. 시추선 사건 이전에 양국 무역액이 50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대중 무역수지 적자
는 누적되고 있었다. 중국은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숫자에서
여섯째로 큰 투자국이면서 147억 달러를 투자한 해외직접투자(FDI) 전체 투
자액 중에서 열넷째로 큰 국가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007년에 세
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서구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중국과 무역 연계는 여전히 중요하다(Lee 2014, pp. 1-14). 중국
은 베트남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비내구재 상품뿐만 아니라 특히 얀(yarns:
면과 실크의 혼합제품)과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abrics) 부문의 베트
남 제조업과 건설업 투입 재료의 주요한 공급자이다.
시추선 사건으로 2014년 이후 중국 관련 베트남 내수 소매업이 크게 축소
하면서 중국인의 호텔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 2014년 5월과 비교해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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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중국 본토에서 30%, 홍콩에서 72%나 하
락했다. 주요 홍콩 항공사들은 비행을 취소해 중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리조
트 목적의 베트남 호텔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베트남의 모든 정치행
위자들이 민족주의 강화 맥락에서 시추선 사건에 강렬한 애국심을 표현했지
만, 베트남은 이 사건을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단기
적으로 중국 존재를 인정하는 편승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 수상이 중국 경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
국, 한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여러 서구국가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무
역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하여 베트남의 개혁 지향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
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희망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Malesky and Jung,
2015, p. 172).

2. 헤징전략
남중국해 주권권리 주장국들 중에서 단지 베트남과 필리핀만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중국과 군사력 대결을 경험했다. 베트남 안보 헤징전략은
필리핀에 비해 제한적이다. 베트남은 미군에 의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주로 러시아제 잠수함, 전투기 대함 크루즈 미사일 구매를 통해
서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했다. 더 나아가 베트남은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동남아 최적의 군항인 캄란만(Cam Ranh Bay)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베트남은 캄란만을 단지 기지 전력을 넘어서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위한
최적의 지리전략적 위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에 조건없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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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함정 수리와 재보급을 할 수 있도록 캄란만을 제공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을 위해 캄란만을 이용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베트
남 인권 문제 압력을 피할 수 있었다. 2013년 베트남은 미국과 국제사회 압
력을 의식해 유명한 반체제 인사 두 명을 석방하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방문을 허용했지만 베트남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
다(Thayer 2013c).
베트남은 미국과 안보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서 합동해양훈련과 능
력구축 강화를 통해 중국 잠수함과 함정에 대한 접근거부능력(anti-access
strength)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력
전개에 대한 더 많은 기술정보 공유 협력을 미국에 요구했다. 베트남은 남중
국해에서 중국이 UNCLOS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다자 기구에 참여할 것을 강조
했다(Simon 2015b, p. 587).
2013년 7월 베트남 서열 2위인 쯔엉 떤 상(Truong Tan Sang)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안보관계를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적 정치외교 메커니즘
을 확립했다. 그러나 미국과 합의한 공동이행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
서 미국과 베트남의 해군 접촉은 주로 항구 기준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 미국
과 합동해양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Thayer 2013c).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관
계 발전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양국관계 심화가 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014년 10월
초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 무기(lethal weapons) 판매 금지 조치를 부
분적으로 해제했을 때 만족했다.
미국은 베트남과 군사력 교류는 해군 활동에만 적용될 것이고 이것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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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
에 대한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가 직각적으로 반박했는데 이
단체 아시아 사무국장인 존 시프턴(John Sifton)은 “정치범에 대한 베트남 인
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Simon
2015b, p. 588).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9월 말에 미국은 베트남 연안경
비대 증강을 위해 베트남 해군 사령관 응엔 반 히엔(Nguyen Van Hien) 제독
을 초청해 레이 마부스(Ray Mabus) 해군 장관과 양국 합동훈련에 관한 계획
을 추진했다(Simon 2015b, p. 588).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직전에 다니
엘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베트남의 전
략적 위치는 베트남과 보다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된다”라
고 주장했다(Simon 2015b, p. 588).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들
은 사례별(case by case)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함정과 항공기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06년에 베트남에 비살상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가 동남아 지역의 군사력 경쟁을 촉진하
지 않을 것이고 공급되는 무기체계는 엄격하게 방어용이고 연안경비대 법집
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에게 확신시켰다. 그러나 중
국 해군력이 남중국해 주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베트남 주장을 인정한
다 해도 베트남 해양방어능력 증강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에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무기는 남중국해 공중 순찰을 위한
P-3 해양 초계기(maritime surveillance planes)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해군은
이 모델을 최첨단 P-8로 교체 중이지만 구형 P-3s 역시 12시간 동안 대잠수
함전(anti submarine warfare)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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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b, p. 589).
그러나 베트남이 대잠수함전 능력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판매는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될 것
이다. 2015년 7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였다(The Washington Times 2015. 7. 7).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전략적 동반국 인도 역시 중국 세력 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2014년 8월 일본 외상은
베트남 해양법 집행 증진을 위해 일본이 6척의 중고 함정과 다른 장비를 베
트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일본 중의원은 새로운
순찰함 공급을 논의했다. 2013년 12월 회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
해에서 자신들의 이익 수렴을 논의했다(Simon 2015b, p. 589). 그리고 인도
는 응웬 떤 중 수상이 10월 인도를 방문할 때 새로운 해군함정 구매 목적을
위해 베트남에 1억 달러 융자를 제공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사이에
협의는 없었지만 이 3개국이 해양영역 방위를 개선하기 위한 베트남 노력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Simon 2015a, pp. 51-52).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시추선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양국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2014년 7월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그 사건을 베트남이 너무 과장했다고 비난하면서 큰
기대를 가졌던 그의 베트남 방문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베트남 국방장관 풍꽝타잉(Phung Quang Thanh)은 시추선 사건을 형제 사이
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불화 문제로 축소하였다(Makesky and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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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 171). 더 나아가 13명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군 고위대표단이 2014년
10월 16~18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해 양국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
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직통전화(hot line) 개설에 합의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경제면에서 중국의 경제력에 편승하는 전략(bandwagon
strategy), 정치안보적면에서 미국, 일본, 인도와 같은 역외 강대국이 개입하
는 균형전략(balancing stg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 세력들의 긴
장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추구를 통한 헤징전략을 통해 국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와 분쟁 억제 요인
2009년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
안 국가들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강경정책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헤징전략을 추구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중국에 도전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토
적 도전은 각국 지도부가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민족주
의를 이용하는 국내적 권력 역동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의 영토 문제 도전은 중국과 미국 내부의 정치적 논쟁에 의해 간접적으
로 촉발되어 중국의 강경정책과 이로 인해 위협받는 약소국 지지자로서 미
국 역할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중국해 분쟁의 긴장이 높아지게 된 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 82

남중국해 분쟁이 아세안 경제안보에 미친 영향: 필리핀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있다. 그 세 가지 요인은 중국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민족주의를 배경
으로 한 강경정책, 미군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세력 확대 그리고 중국 주
변 국가들의 영토적 도전이다. 이 세 가지는 중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의
민족주의 때문에 국내에서 유발된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이 무력 충
돌로 발전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자주 간과되는 요인들이 있다. 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국가들,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이다.
현재 세계체제에서 가장 큰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훨씬 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중국은 2011년 6월 이후 미국 국
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Bemis 2011). 2012년 현재 중국은 미
국의 대외부채 5조 1천억 달러에서 21.5%를 소유하고 있다(Dave Manuel.com
2012. 11. 27). 2006년 이후 미국은 중국의 둘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향유했
던 무역흑자 덕택이다. 2011년에 중국의 대미 수입은 1,220억 달러이고 수출
은 거의 세배에 해당하는 3,240억 달러였다(Chong 2015, p. 492). 게다가 미
국은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가장 큰 대중 투자국이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5). 양국간 공개적인 군사충돌은 양국 모두 국가이익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다. 중국은 2006년과 2011년 그리
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일본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었다(Ministry of
Finance 2015). 일본은 중국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0년과 2004년 사이
에 투자액이 44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의 둘째 투자국이
다(Mao Feng 2012, p. 2). 비록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의존이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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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의 경제적 의존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관점에서
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호 혜택이다(Richard Katz 2013, pp. 18-24).
따라서 군사적 충돌에 의한 경제적 유대 중단은 양국에 심각한 해가 될 것
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11월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이후
양자 무역이 계속 성장하면서 2011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Xin hua 2011.
11. 17). 2010년에 중국은 아세안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5. 7. 27). 2011년 아세안은 중국의 셋째 무역 상대국이 되었
고 일본을 추월해 2015년 말까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Chang
2012).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상호의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
회권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 국가이고 둘째로 큰 수입 국가이다.
국내 소비 증대라는 중국의 정책에 혜택을 입어서 중국은 2014년에는 세계
에서 가장 큰 수입국이 되어 주요 경제권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 비록 해양 분쟁에서 동아시아 경쟁자들 어느 국가도 주
권 주장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경제적 고려 때문에 교전
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헤징전략은 모순 상황 속에서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균형 잡힌 행동을 하
는 것이다(Chong 2005, p. 491). 2009년 이후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국가들은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안보 보증인으로 미국을, 국내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자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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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2012년 세계 경기 침체에도 세계 다른 주요 경제 국가들의 성장률
을 훨씬 능가하는 연 7.5%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발전소가 되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광범위한 물적 토대 위에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세계 다른 국
가들보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중국 주변 국가들에게 헤징
전략은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이다. 그 전략은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무작정 영토적 도전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한다.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에서 일촉즉발
의 공개적인 군사적 갈등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협의와 타협
보다는 논쟁을 확대 강조하는 미디어의 성향 때문에 보다 복잡한 현실을 간
과하는 경향이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국내
민족주의 부상에 추동된 대외 공격성,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들의 영토적 도전과 같은 강력한 요인에서 유래했다. 이 세
가지 대외정책 행태들은 국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행위자의 대외강경책
은 국내 지지율 상승을 초래하거나 공격적 대외정책은 국민들의 환호를 이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중국의 파국없는 경쟁, 미국 내 타협주의자 증가, 중국 주
변국가들의 헤징전략과 같은 배후에서 작동하는 억제 요인들 때문에 무력충
돌로 확산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지역 강대국과 아세안과 같은 블
록들 사이에 부상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반영한다. 중국과 주변국들
의 경제적 의존은 전쟁을 억제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붕괴시키고 중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양국간 군사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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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중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해준다.
국내 경쟁 세력들이 지지 기반 획득과 확대를 위해 강경정책을 추구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강경한 대외정책은 주요 강대국들의 주기적인 권력구조
재편기에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분쟁 억제 요인들은 지속적인 경향
을 갖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시차를 두고 성장하는 것이다. 비교해서 말하
면 강경한 대외정책은 유통기간이 짧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유통기간이 길
다. 그것은 동남아 지역의 궁극적인 안정을 위해 좋은 전조라고 볼 수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두 사례 연구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에서 국내정치에 대한 만성적인 일본 대중들의 좌절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이 2012년의 센카구/댜오위다오열도 긴장을 주도하고 중국에 계속
적으로 도전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훨
씬 더 반동적(reactionary)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행동은 말라카해
협을 통과하는 해양석유 공급선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 훨씬 더 사전 예방적 전략을 취한다.
비록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파국없는 경쟁은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련된 모든 핵심 행위자들의 변증법적 행태를 가장 잘 요약하
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해양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
국 헤게모니 지배로부터 중국 부상으로 인한 지역 세력균형 변화가 있다. 따
라서 미중 두 강대국은 양국이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각 행위자들이 경쟁 행위자들의 강경대외정책에 과잉
대응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은 경쟁 행위자들의 국내 지지 세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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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 관련 행위자들의 이러한 억제정책
은 동남아 지역 미래 안정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6-1]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표 6-1. 남중국해 분쟁의 개념화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남중국해 분쟁 전개
분쟁 촉진 요인

분쟁 억제 요인

- 대외 강경책은 내부 이익 도출
-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 강력한 대외정책은 국내 지지 상승 - 주변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강화
- 2008년 이후 중국의 강경책
- 중국의 제한된 범위의 강경책

- 파국없는 경쟁 전략: 중국의 수십 년 간의 장기적 지침
- 다른 행위자들 역시 중국에 대해 같은 정책 채택

- 미국의 동아시아 세력 확대
- 미국 내 타협파 부상
- 국내 어려움에 의해 억제된 유지 -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추면서 중국과 공동 주도를
가능성
열망해야 함.
-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영토적 도전 - 중국 주변 국가들의 헤징전략
- 중국에 위협받고 미국에 의해 과감 - 중국에 경제적으로 편승전략, 미국에 안보적으로 균
해짐
형전략
- 유통기간: 단기

- 유통기간: 장기

- 남중국해 분쟁이 통제를 넘어 무력분쟁을 발전할 가능성: 아주 낮음
자료: Chong(2015), p. 479에서 필자 재구성.

Ⅶ.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필리
핀과 베트남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서 필리
핀과 베트남은 중국 경제력에 편승하는 전략과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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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외 강대국이 정치안보적으로 개입한 균형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는 헤징
전략을 통해서 국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가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아직은 약소국인 동남아 국가들
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자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에게 의도했
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영향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동남
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적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의
안정화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지도력과 전략에 대한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또는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
에서 평화, 번영 그리고 협력을 내세우는 유화적인 화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동남아 정책과 목적을 평가해 보면 이 지역에 중국 영향
력에 대한 컵은 반이 차있지만 반은 비어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동남아 국가들과 안정적, 평화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발전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화평굴
기’와 인근 국가들과의 ‘윈-윈(win-win)관계’ 구축을 계속 주장하면서 경제
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 국력은
압도적으로 비대칭적 관계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대두하는 양국은 중국과
‘윈윈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독립과 주권을 수호한다고 해도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
결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중국 공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정책은 UNCLOS을 중심으로 국제법에 제소하거나, 아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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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와 같은 역외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
가들과 경제관계를 한층 확대하여 강고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안전보장은 잠수함과 항공기 몇 대 도입에 의해 보장되
는 것은 아니고 한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와 주변 선진국, 구미의
외국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고 도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투자
환경의 악화 때문에 외자기업들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이 동남아 국
가들과 분쟁을 보류하거나 선점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고립을 피하
기 위해 주변 지역을 형성하는 중국 전략에 대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설명과
일치한다.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형태의
봉쇄정책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내세운 강력한 유화적 전략과 경제적 지역주의인
AC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미국, 일본 같은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차단하
고 상쇄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봉쇄
정책에 연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전의 매력외교 정책과 주변국 친선
정책을 더욱 강화시킨 유인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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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일본의 정치경제 관계:
그 흐름과 현황
김 태 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차례

Ⅰ. 서론
Ⅱ. 미얀마의 독립과 일본(1940~48)
Ⅲ. 일면 평화조약 체결과 추가 배상교섭의 결렬
(1948~62)
Ⅳ. 미얀마 친일 군정과 일본의 협력관계(1962~88)
Ⅴ. 미얀마 제2차 군정과 일본의 제한적 원조
(1988~2010)
Ⅵ. 미얀마의 민정이양과 일면 협력관계 증진(2011~현재)
Ⅶ. 결론

Ⅰ. 서 론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
다. 중국은 과거부터 비동맹외교를 통해 이 지역 국가와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화상(華商)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의 상
권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거액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본시장의 폭을 넓혀 나가고

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있다. 미국도 ODA와 관세특혜의 제공은 물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를 통해 앞으로 이 지역을 미국 경제권으로 포함하려고 접근 중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국토는
한반도의 세 배나 되고 5,0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와 다양한 광산물, 그리
고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방글
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과 국경을 맞대는 요충지로서 중국, 인도 시장을 겨
냥한 생산기지의 역할도 기대된다(오윤아 외 2011).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라고 평가하
였다(지식경제부 2012).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얀마 공세에 나서고 있
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2013년도 ODA 지원금은 약 1,000만
달러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그 16배인 1억 6,000만 달러가 넘는다. 미국
이나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나아가 민주당
의 노다(野田) 내각은 2012년 4월 미얀마의 일본에 대한 채무 중에서 약 32
억 달러(3,000억 엔)나 탕감할 것을 약속하였고 자민당의 아베(安部) 내각은
이를 그대로 집행하였다. ODA 지원금과 막대한 엔(円)차관 그리고 채무 탕
감이라는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은 미얀마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본 기업들은 착실히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기업이나 현지 한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아웅산 묘지 테러 이후 양국은 멀어
졌고, 최근 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양국 관계는 친밀하다
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얀마
와 적당한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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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얀마와 주요 국
가, 특히 일본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현재 어떠한 방향으
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와의
협력관계나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미얀마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
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장준영(2012)은 미얀마와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미얀마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소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대현(2012)은 미·중·일·인도의 대 미얀마 전략 속에서의 일
본의 경제적 행보에 대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미얀
마와 일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나마 오윤아·정재완·박
나리(2012)가 제4장(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에서 미얀마의 민정이
양 이후 특히 2012년경의 일본의 대미얀마 ODA 정책과 일본 기업 진출 동
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양자의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미얀마
나 일본국내에서의 연구도 아직 초보단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과거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 특히 정치경제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양국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우리 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정책 입안에 조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과거 일본은 미얀마에 정치경제적으로 어떠한
국가였으며, (2) 미얀마와 일본은 어떠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3) 최근에는 어떠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4) 앞으로 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나가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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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는 미얀마와 일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194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시기별 특성에 따라 다음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첫째는 미얀마 30인의 독립투사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영국으로부
터 독립을 쟁취하고,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는 1940년부터 1945년 그리고
영국이 재점령하는 1948년까지이다. 둘째는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1948)을 한 이후 우 누(U Nu) 정권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1954)하였으
나, 양국간의 관계는 냉각기였던 1945년에서 1962년까지이다. 셋째는 일본
과 인연이 깊은 네 윈(Ne Win) 장군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친일적인 네
윈 군사정권이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아 체제를 유지하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이다. 넷째는 미얀마의 과도군사정권인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가 들어선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한 아웅 산 수지
(Aung San Suu Kyi)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압력을 가하던 1988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다섯째는 미얀마의 민주화 이후 일본이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에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시작하고 미얀마 또한 일본에 접근하
는 2011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이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의 미얀마와 일본관련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회고록,
신문보도, 미얀마와 일본정부 및 관계 기관의 발간 자료(보고서, 데이터 등)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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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얀마의 독립과 일본(1940~48)

1. ‘원장 루트’ 차단과 ‘30인의 투사’
1910년대 후반, 미얀마에는 무역이나 금융 관련 일본기업의 출장소가 양
곤에 개설되었고, 이들 기업은 정미소나 섬유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
본은 쌀이나 면화, 아연 그리고 콩류를 수입하였고, 미얀마는 섬유, 식료품,
비누, 완구 등을 수입하였다. 1920년 양곤에 일본 영사관이 개설되고, 1931
년에는 570명(남성 411명, 여성 159명)의 일본인이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었
다. 1933년에는 현지 일본인 사업가를 중심으로 일면협회가 결성되었다(田
辺寿夫, 根本敬 2003, pp. 40-41). 즉 영국에 의해 미얀마가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 한정된 일본인이 미얀마에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영국과 일본 등 관계국에 미얀마의 지
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영국은 이른바 장개석(蔣介石)을 지원하는 원장
(援蔣) 루트의 하나인 미얀마 루트를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였고,
일본은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
후인 1939년 11월 ‘장차’ 미얀마에 영국연방 내의 도미니온의 지위를 부여
하겠다고 약속하여, 미얀마에 대한 안정적인 식민통치와 안정적인 미얀마
루트를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은 납득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40년 3월 대본영 육군부는 미얀마 루트를 차단할 방
책을 강구하도록 육군참모본부 소속의 스즈키 게이지(鈴木敬司) 대좌(대령)
에게 지시하였다. 스즈키 대령은 타킨당의 민족운동이 무장봉기로 발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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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루트가 저절로 차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타킨당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스즈키는 6월 미얀마로 입국하여 일면협회(日緬協会)
서기 및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특파원 미나미 마스요(南益世)의 행세를 하
며, 타킨당 관계자를 정탐하였다(根本敬 2014，pp. 185-186).
당시 양곤대학 학생 등 젊은 버마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타킨당1)은 영국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지원해줄 국가를 물색하고 있었
다. 그들은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인도 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측과 접촉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양곤
(Yangon)대학 출신의 아웅 산(Aung San)은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1940년 8월 8일 양곤을 떠나 24일 후라 먀인과 함께 중국의 아모이(Amoy,
廈門, Xiamen)에 무역선을 타고 밀입국하였다. 그는 외국과의 접촉을 시도
했지만 자금도 떨어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5-6,
pp. 10-11).
스즈키 대좌는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스즈키 대좌의 계략에
의해 아모이에서 중국공산당과의 접촉에 실패한 아웅 산을 일본헌병은 일본
조계지에서 체포하여 대만을 거쳐 1940년 11월 12일 도쿄로 데리고 갔다(泉
1)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 버마인단체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Burmese Association,
GCBA)가 분열과 정쟁을 계속하자, 1930년대 중반, 타킨당(Thakhins)이라고 불리던 “우리 버
마”(Dobama Asiaoyne)가 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이 단체는 1930년 6월에 주로 1901년
이후 출생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GCBA의 지속적인 권력 다툼 속에서 1935년
이후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 양곤대학 학생운동 지원 이후 학생운동
출신들이 입당을 하여 데모, 대규모 집회 등 동원력이 강화되었다. 1938년 10월 양곤대학의
학생운동 지도자인 아웅 산, 우 누(타킨 누)가 그리고 그 이후 네 윈 등이 입당한 이후, 타킨
당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지도적 단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根本敬 1990, pp. 442-446, 2010,
pp. 37-38). 타킨은 버마어로 주인이라는 의미로, 당시까지 버마인은 영국인을 주인(master)이
라고 불렀다. 즉 타킨당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타킨당의 특성에
대해서는 ボ·ミンガウン(1990), p.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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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達郎 1989, pp. 34-36). 도쿄에서 스즈키는 아웅 산에게 일본에 협조할 것
을 요구하였고, 아웅 산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웅 산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이후 스즈키는 참모본부를 설득하여 1941년 2월 1일 대미얀
마 특무기관인 미나미 기관(南機關)을 대본영(大本営)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미나미 기관은 당초 13명의 일본군과 민간으로 구성되었다.
미나미 기관은 아웅 산과 계획하여 1941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타킨당원
을 중심으로 청년 수명 씩 무역선과 육로를 통해(1명은 일본 국내 유학생)
은밀히 일본으로 탈출시켰다. 미나미 기관은 27명을 하코네(箱根)에서 휴양
을 취하게 한 후, 일본해군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남부의 하이난도(海南島)
에서 4월부터 비밀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6월에는 30명의 미얀마 젊은이
가 모였으며, 대장역할을 한 것은 아웅 산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중
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아웅 산은 26세였다. 모두 일본이름을 사용하였
으며, 일본인 반장과 부반장을 중심으로 세 반으로 나누어져 전문적인 훈련
을 받았다. 훈련과정에서는 가혹한 훈련방식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
도 생겼지만, 스즈키 대좌 등 일본 기관원과 이들 사이에는 훈련과 집단생활
속에서 모종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25-94).
30인의 투사를 포함한 미나미 기관은 10월 중순에 대만으로 이동하여 미
얀마 투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는 태국으로
이동하여 제15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아웅 산 등은 방콕에서 의용군을 모집
하여, 버마독립의용군(Burma Independence Army, BIA)을 결성하였다. BIA
는 스즈키를 사령관으로 하여 일본군인 및 군속 등 74명과 버마인으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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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95-112; 泉谷達郎 1989, p. 34; 根本敬
2010, pp. 100-102).
제15군단은 이미 12월 중순부터 미얀마 공략을 준비하여, 1942년 1월 중
순부터 주요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BIA는 스즈키 대좌의
지휘하에 일본군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미얀마 공격에 투입되었다. 미나
미 기관의 스즈키 대좌와 버마의 젊은 BIA 대원과의 신뢰는 두터웠으며, 스
즈키는 그들에게 미얀마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마침내 일본군과 BIA는 영인
(英印)군과 식민지 버마군을 물리치고 3월 8일 양곤을 점령하고, 5월초 미얀
마 전토를 점령하였다. 당시 BIA는 2만 명을 넘었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108-130; 根本敬 2010, p. 44).

2. 미얀마 독립투사의 선택: 영국인가 일본인가!
미나미 기관의 스즈키 대좌는 양곤을 점령하였을 때, 제15군 사령관에게
BIA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버마인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6월 4일 일본 제15군하의 군정을 포고
하였다. BIA 멤버와 타킨당원들은 실망하였다2). 스즈키 대좌를 비롯해 미나
미 기관 소속의 일본군 중에는 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미나미 기관은 6월 18일 해체되었으며, 미얀마의 독립을 약속했던 스즈키
대좌는 7월 일본으로 전출되었다. BIA는 약 3천 명 규모로 축소되어 아웅

2) 당시 아웅 산은 “일본인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미나미 기관의 일본인 장교와 군속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ボ·ミンガウン著 1990,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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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장군으로 한 버마 방위군(Burma Defence Army, BDA)이 되었다.
일본은 버마인의 반발이 거세지는 속에서 1943년 8월 1일 마침내 반영(反
英)의 바 마우(Ba Maw)를 국가 원수 및 수상으로 한 ‘버마국’에 독립을 부여
하였다. BDA는 버마국군(Burma National Army, BNA)이 되었다. 하지만 일
본은 미얀마에 독립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본국버마국군사비밀협정’을 체결
하여 그 주권을 제한하였다.(根本敬 2010, p. 45, pp. 63-65; 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135-137).
미얀마의 역사교과서는 일본군점령 시기를 일본시대라고 하고, “군국주의
일본 군인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버마인을 보조병(군속), 노무자로 강제 연
행하여 혹사하거나 많은 사람이 인명을 잃는가 하면, 석유 등 천연자원과 농
산물은 물론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역우(役牛)에 이르기까지 징발하고 약탈
한 시기라고 기록되어있다.”(田辺寿夫 1996, pp. 166-167).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군의 퇴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에 대한 봉기를
준비하던 아웅 산은 1944년 8월 지하조직으로, 반파시스트조직(Anti-Fascist
Organization, AFO, 파타파)을 결성하였다. 파타파는 연합군과의 협조하에
1945년 3월 27일 버마국군을 중심으로 일본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공식적으
로 개시하였다. 마침내 파타파는 영국군과 함께 5월에 양곤을 점령하고, 6월
15일 승리 선언을 하였다 (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142-155; 根本敬 2010,
pp. 105-107).
당시 버마인들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무조건 살육한 것은 아니었다. 미얀
마 동부를 지나 태국 국경으로 퇴각하는 병사들에게 버마인들은 음식과 약
을 제공하기도 하였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10).
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파타파는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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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 위해 파사파라(hpa hsa pa la)라고 불린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
(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AFPFL)으로 확대되었다.
아웅 산 등 버마인의 게릴라전에 힘입어 1945년 5월 영국군은 양곤을 재
탈환하고, 이후 영국 제14군이 군정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버마정청이 민
정을 다시 부활하였다. 영국은 3년간의 통치 후, 미얀마의 도미니온화를 추
진하겠다는 계획(버마백서)을 발표하였다. 아웅 산을 비롯한 파사파라는 미
얀마의 즉시 독립을 요구하며 버마백서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다. 이후 거
듭된 협상을 통해, 1947년 1월 아웅 산 의장 대행을 비롯한 행정참사회 대표
단은 아트리(Clement Richard Attlee) 노동당 내각과 협상하여 1년 이내에 미
얀마의 완전 독립 혹은 도미니온화를 약속하는 아웅 산·아트리 협정(Aung
San-Attlee Treaty)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행정참사회를 진행하고 있던 아웅 산을 비롯한 7명의 각료, 교통통신국장
그리고 수위가 1947년 7월 19일 우 소(U Saw)의 지시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
건이 발생하였다. 아웅 산은 당시 33살이었으며,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로서
버마인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根本敬 2010, pp. 126-157).
란스(Hubert Elvin Rance) 버마정청 총독은 아웅 산의 후임으로 파사파라
의 총재가 된 우 누를 행정참사회 의장 대행으로 지명하였다. 우 누(U Nu)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아웅 산 암살 책임자로 우 소를 체포(1948년 5월 사형집
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영향력은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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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면 평화조약 체결과 추가 배상교섭의 결렬(1948~62)
1. 우 누 정권과 사회민주주의
마침내 1948년 1월 버마연방(The Union of Burma)이 건국되었다. 파사파
라 멤버가 하원의석의 70%에 육박하는 일당 우위 속에서 실권자로 41세의
우 누가 초대 수상으로는 취임하였다.
우 누는 1907년생(~1995년)으로 1929년 양곤 대학에서 아웅 산과 함께 학
생운동을 하였으며, 1936년에 타킨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30인의 투사’ 출
신은 아니었으나, 아웅 산의 대학선배로서 타킨당 내의 주도적인 인물이었
다. 타킨당 해체 이후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였으며 1940년에 반영투쟁으로 2
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국가와의
공존보다는 서구 제국주의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중국
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을 당시 저서에서 밝
혔다.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한 이후에는 항일전을 전개하려고 중국 입국
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일본군정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아웅
산 등의 설득으로, 1943년에 일본군정하의 바 마우 내각 때 아웅 산과 함께
입각하여 외무 및 선전(정보)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른바 30인의 투사
가 상징하는 친일적인 인사는 아니었다(Butwell 1963, pp. 20-44).
이후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 아웅 산과 파사파라를 결성하고 부총재를 역
임하였다. 그 후 제헌의회 의장 그리고 아웅 산이 암살당한 직후 파사파라의
총재 및 행정참사회 의장 대행으로 취임하였다. 즉 그는 ‘30인의 투사’가 아
니었지만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가의 한 명이었다. 그는 아웅 산의 선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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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웅 산은 1인자 그는 항상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3)
미얀마의 새로운 헌법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지향하였으나 복
수정당제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의 중립적인 성향을 갖는다. 미얀마는 농업 등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지
만 가스,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 및 전기 등 서비스 사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우 누 수상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외국 회사나
교회도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버마인의 국외 여행도 자유로웠다(根本敬
2002, pp. 193-194; 佐久間平喜 1993, pp. 60-67; 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12).
미얀마는 당시 새로운 국가 건설보다도 오히려 국내 통합이 시급한 과제
였다. 독립 직후 파사파라의 공산당계 및 카렌민족방위기구(Karen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KNDO)가 무장봉기에 들어갔다. 미얀마 국군은 이들
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출을 해야 했
다. 그 결과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山
口洋一 2011, pp. 239-240).
독립 초기 미얀마는 중립외교를 표방했지만, 친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도 환영하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1949년
말부터 중국공산당을 피해 중국국민당(KMT)이 미얀마 북부로 밀려나자, 이
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이 물자를 보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Steinberg 1982, p. 123). 중국국민당 일소를 이유로 중국의 미얀마 침공을
두려워한 우 누는 미국과 국제연합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다.

3) 일본점령기의 우 누의 활동에 대해서는 타킨 누(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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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얀마는 서방국가에 대한 태도를 바꿔 보다 엄정한 중립을 추구하였
다. 우 누 정부는 1953년에 중국국민당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를 거부하였고, 제한된 원조만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미얀마와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친밀해졌다. 특히 1960년 10월에 양국의 영토 문제 해결
이후 양국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다.4) 한편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
와 차관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미얀마는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게 되었다(山
口洋一 2011, pp. 237-239).

2. 미얀마의 대일 쌀수출과 일면 평화협정
일면관계는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이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미얀마로부터
쌀을 수입하면서 재개되었다. 일본은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1949년에 미얀
마로부터 쌀 7만 톤을 수입하였다. 이후 증가하여 1954년에는 30만 톤으로
늘어났다. 당시 일본정부는 대량의 쌀을 수입해야 했고, 미얀마 또한 쌀 수
출을 통해 독자적 산업화 자금 확보라는 이익이 있었지만, 1950년의 한국전
쟁으로 인한 특수 속에서 수출국 우위의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원하는 만큼
의 미곡을 당연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일 미곡수출에
있어 수출량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있어 미얀마는 일본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
4) 미얀마는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 정부가 수립하자 바로 미얀마와 중국의 영토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내부사정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중국 국민당 잔당이 미얀마로 도주한
이후 중공군이 미얀마 국경에 출현하여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후 1956년 10월부터
우 누와 주은래는 협상을 시작하여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미얀마의 국내 정세 불안으
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1959년으로 넘어갔다. 이후 네 윈 임시군사정부는 1960년 1월
‘국경문제에 관한 협정’과 ‘우호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정권을 잡은 우 누는 10
월 상기 협정의 조인식을 북경에서 거행하고, 1961년 1월 양곤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松
本三郎 1971, pp. 2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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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들 거래의 배후에는 스즈키를 포함해 미나미 기관의 관계자가 우 누
정부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根本敬 2010,
pp. 244-245).
1949년의 쌀 수출입을 통해 양국 관계가 재개되어 미얀마 정부는 1951년
11월 양곤에 일본정부의 재외사무소 설치를 허가하였다. 대외적으로 중립외
교를 지향한 우 누 수상은 미국 및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일평화조
약의 배상조항이 일본에 대한 미얀마의 배상청구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2년 4
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한 직후인 5월 2일 대일전쟁 상태 종결을 선언하였
다. 그리고 8월에는 일본정부의 재외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Butwell 1963, pp. 189-190).
독립 후 처음 치러진 1951년(~1952년) 총선에서도 파사파라는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우 누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복지국가
정책(Pyidawthar Plan)’을 추진하였다. 쌀을 수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외화
를 빌리지 않고 공업화를 이룩한다는 우 누의 구상은 한국전쟁 이후 쌀값
하락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미얀마로서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
한 자금이 필요하였다(根本敬 2010, pp. 244-246).
이러던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미얀마, 인도네
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와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1953년 9월 오카자키 가츠오(岡崎勝男) 외상을 파견하여 배상 교섭을 시작
하였다. 특히 일본과 미얀마의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954년 8월
미얀마에서 우 쵸우 니엔 공업장관 겸 외무장관대리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부와 한 달 동안 13차례 교섭을 하였다. 회담결과 배상금으로서 무상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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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불(720억 엔) 및 유상공여 5천만 불에 상당하는 일본인 노역(勞役) 및
일본 생산품을 1955년부터 10년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교섭은 타결되었다.
그리고 추후 맺어질 기타 국가의 배상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미얀
마에 대하여 추가 배상청구권을 부여하였다.5)
마침내 11월 5일, 일본·버마 평화조약 및 배상·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었
다. 일본정부는 1955년 4월 16일에는 평화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당일 배
상·경제협력협정이 발효되었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2, p. 135).
미얀마가 일본과의 교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자금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다른 국가와의
배상협상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미얀마와 일본의 협
상에는 미곡 매수 교섭과정에서처럼, 미나미 기관의 관계자가 미얀마의 정
치가들과 배후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根本敬 2010, p. 246).
한편 배상금액에 대하여 당시 우 누 정부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금액은
적었지만, 일본에 대하여 기타 국가들도 배상을 청구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
을 배려하였고(Butwell 1963, p. 190), 미얀마는 추가 배상청구권이 있었다.
이들 계약에 의해 양곤과 만달레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찬(Baluchaung)
발전소 건설이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실시되었다. 그 외에도 철도 복
구 사업, 운수 및 통신, 플랜트 건설을 위한 운송수단, 기계설비 그리고 장비
등에 배상금을 활용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외화부족으로 인해 미얀

5) 일본·버마 평화조약 제5조제1항(a)의 Ⅲ은 “일본국은 또한 다른 모든 배상청구국에 대한 배
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때, 그 최종적인 결과와 배상총액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일본국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버마연방의 요구를 재검토하는데 동의한
다.”고 규정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3, p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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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장비 외에도 섬유제품 및 통조림 등 소비재를
요구하여 1958년경부터 미얀마 정부의 계획과는 다른 부분에 배상금이 쓰
이는 현상이 나타났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2, pp. 135-138).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및 경제협력자금을 받게 되었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보다 소비재 중심으로 자금이 집행되어 미얀마 경제 발전의 기틀을
잡지 못했다. 경제적 불안과 버마공산당과 카렌족 반군의 정치적 불안도 계
속되었다. 우 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파라 또한 분열하여
의회는 마비되고 법질서는 붕괴되어갔다. 우 누 정부는 버마공산당에 몰려
‘양곤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우 누는 결국 야당의 동의하에, 1958년
11월 국방부장관인 네 윈 장군에게 정권을 이양하여 잠정수상(caretaker
prime minister)으로서 치안 회복과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것
을 의뢰하였다. 파사파라의 분열을 비롯한 정치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
아지는 속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군
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다(山口洋一 2011, pp. 241-246; 根本敬 2010,
pp. 228-229; 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167-170).

3. 일면 경제마찰과 추가 배상교섭의 결렬
우 누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1955년 6월 이후 주요 공공사업과
군사산업을 제외한 기타 분야의 제한적 외자 유치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불안으로 외자의 적극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佐久
間平喜 1993, pp. 60-6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1959년 4월, 1954년 11월에 체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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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네 윈이 수상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잠정 내각의 성격상 협상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
7월부터 주일미얀마대사와 일본 외무성 사이에 배상을 둘러싼 교섭이 시
작되었다. 일면교섭에서 미얀마정부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여
전시 중에 입은 미얀마의 피해는 결코 적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금과 비교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얀마에 지불한 배상금액은 결코 불공정한 것이 아
니라며 맞섰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형태로 배
상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미얀마 측은 경제협력과 배상금은 별개
의 것이라며 일본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일본과 미얀마 사이에 경제마찰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패전
이후 국내의 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49년부터 미얀마로부터 쌀을 수입
하기 시작하였고, 미얀마는 당시 국제적인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본을 우선하는 배려를 하였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쌀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
라 미얀마로부터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고, 1959년에는 2만 5천 톤만
수입하였다. 외화가 부족했던 우 누 정부는 1959년 말 일본이 보다 많은 쌀
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대일수입 신용장발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다. 나아가 1960년 2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미얀마 대표단은 일본정부가 저가에 쌀을 매수하여 가공업자에게는 고가에
공급하고, 그 차액을 국내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일본의 시스템은 납
득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미얀마 대표단은 일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
는 모르지만, 일본 소비자에 미얀마의 쌀이 저가로 공급되면 수요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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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항변하였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 쌀이 충
분하다는 것,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약간의 수입량을 늘이기는 하였으나, 미얀마의 제안을 거부하였다(田辺寿
夫, 根本敬 2003, pp. 62-63).
네 윈 잠정내각은 1960년 2월 약속대로 총선을 실시하였고, 우 누는 수상
으로 3월 재취임하였다. 하지만 우 누의 재취임 이후에도 정국은 안정되지
않았다. 여당조차도 분열하였고, 소수민족의 자치 요구 등으로 국내 치안은
여전히 혼란이 이어졌다. 우 누는 정치안정을 위해 경제를 우선 안정시킬 필
요가 있었고, 재취임 직후 제2차 4개년 경제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카렌족
및 국민당 잔당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영미로부터 무기수입이 필요했고, 이
를 위해서도 자금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였다. 미얀마는 국민당 잔당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미국정부의 경우 1961년도에 도로
건설 및 학교 설립 등을 위해 약간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고 GE(General
Exploration)가 석유 탐사권을 확보하는 등 현지 투자도 있었지만,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았다(山口洋一 2011, pp. 247-248; Butwell 1963, pp. 236-237).
우 누는 결국 거액의 자금 유치를 일본정부에 대한 추가 배상금에서 해결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양국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쌀 문제
로 양국의 경제 마찰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영토문제 해결 이후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오히려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일본과 미얀마의 의견이 팽팽한 속에서 1961년 1월 고사카 젠타로(小坂善
太郎) 외무성 장관은 양곤에서 미얀마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얀
마의 경제 및 복지에 대한 협력으로 4,000만 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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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미얀마 측은 일본이 제안한 해결방식에는 동의하였지만, 2억 불의
무상 공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7,500만 불이 상한선이라며
일축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3, pp. 328-329).
그리고 9월 30일 미얀마정부는 타킨 테인 재무부 장관을 대표로 한 재교
섭단 11명을 일본에 파견하고, 배상에 관한 우 누 수상의 친서를 이케다 하
야토(池田勇人) 수상에게 전달하였다.6) 미얀마 대표단은 2억 달러의 무상공
여와 이 금액을 일면공동 사업에 일면 양국이 동액(同額)으로 출자하는 형식
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배상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케다 수상은 동남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여, 우 누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양자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 누 수상과 회담을 마친 이후 이케다는 기자회견장에
서 기자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코를 후비고, 미얀마 신문기자의 사
인 요청을 거절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협
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내려고 이케다 수상에 압박을 가했지만,
일본정부는 이케다 수상의 미얀마 방문은 양국 친선을 위한 것이지 배상교
섭이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26일 발표된 양국공동성명의 내용
도 양국이 배상교섭을 계속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
다. 이후 고사카 외무성 장관이 현지에서 교섭을 계속하였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7) 물론 당시 일본정부가 배상 교섭의 진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6) ｢首相へ＂ウ·ヌー親書＂｣(1961. 10. 5). 우 쵸 네인 파사파라(반파시스트연맹, 야당쪽) 부총재,
우 라시도에 공업부 장관 등.
7) ｢ビルマ賠償 小坂外相語る｣(1961. 11. 26), ｢日本·ビルマ共同声明｣(1961. 11. 27); 鹿島平和研
究所編(1973), pp. 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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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우 누를 1962년 4월경에 도쿄에 초청하여 양자의 입장을 조정하
여 배상문제를 매듭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8)
하지만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미얀마 경제는 혼란이 더욱 가중
되었다. 또한 우 누는 재임한 이후 불교의 국교화 문제, 여당 내분, 경제 침
체 그리고 소수민족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틈을 타 2년 동안 국내 통치 경험을 쌓은 네 윈 장군은 1962년
3월 군사혁명을 감행하여 우 누 내각은 무너졌다(양길현 2009, pp. 19-23).

Ⅳ. 미얀마 친일 군정과 일본의 협력관계(1962~88)
1. 네 윈 친일 군정의 탄생
군사혁명에 성공한 네 윈 장군은 1962년 3월 군사정권의 최고 결정기관인
혁명평의회(~1974년 3월)를 구성하고 의장으로서 대통령 대신에 국가원수
로 취임하였다. 혁명평의회는 군관계자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각료로 발탁되
었다. 네 윈 의장은 7월에 버마사회주의계획당(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이하 계획당)을 결성하고, 1964년 3월부터는 1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였다(中
西喜宏 2009, pp. 101-111).
네 윈은 중국계 버마인으로 1911년에 출생하여 양군대학을 재학하다 중
퇴하고 우편 전화국원 일을 하였다. 그는 ‘30인의 투사’ 출신으로 투사가 되

8) ｢ビルマ賠償 4月ごろ最終解決 池田、ウ·ヌー会談で｣(196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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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까지는 무명의 타킨당원이었다. 30인의 투사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
았다. 하지만 그는 하이난도에서 다카스기 스스무(高杉晋)라는 일본명으로
훈련을 받을 때, 두각을 나타냈고, 일본 기관원들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
하였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90-92). 이후 BIA의 일원으로 아웅 산과
함께 미얀마에 투입되었다. BIA 내부에서는 아웅 산은 항상 1인자였으며,
네 윈은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친일적인 군인이었다. 네
윈은 불교와 막스주의를 반영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다. 영국식민지
배하에서 특권 계층이었던 화교(華僑)와 인교(印僑)의 자본을 버마인에게 회
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립경제를 지향하였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농
지해방을 하여 정부 관리하의 자작농체제를 도입하였다. 자립경제를 목표로
외국자본 도입도 제한하였다. 하지만 농업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군관
계자가 장악한 국영기업은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었다(山口洋一 2011, pp.
254-255; 根本敬 2010, pp. 230-231; 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1).
네 윈 군사정권은 일본 점령기의 일본군의 악행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
았다. 과거사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1962
년 이후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외국의 기업을 국유화해 버마의 국영기업
을 만든 것에 비해 일본 무역회사 즉 종합상사는 그대로 양곤에서의 경영이
허락되었다. 당시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아베 신타
로(安部晋太郎) 그리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등 유력한 정치가가 미
얀마 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버마협회 회장으로 이향란(李香蘭)
이라는 배우 및 가수로 활약을 하였던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 참의원이
재임하고 있었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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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면 추가 배상조약 체결
1963년 1월 네 윈은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배상문제를 재협상하기 위하여
무역공업부 장관인 아웅 지 준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을 도쿄에 파견하였
다. 일본 점령기에 버마방위군의 사관으로서 아웅 산 장군의 부관이었던 아
웅 지는 도쿄에 도착하여,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과의 첫 회담 모
두(冒頭)에서 자신이 일본에 온 것은 “배상문제를 교섭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가정사를 형님께 상담하는 아우와 같은 입장에서 왔다”고 발언하였다.
다른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적인 중립외교를 지향한 네 윈 정
부의 대표단이 일본과 미얀마를 형제라는 특수한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파격
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당시 아웅 지의 이례적인 발언에 일본의 정계도
술렁거릴 정도였다. 대동아공영권를 확산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즐겨 사용
하던 형제 관계를 미얀마 대표단이 공식석상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根本敬 2010, pp. 246; 津守滋 2014, p. 76).
아웅 지 장관은 1월 14일부터 오히라 외무성 장관을 대표로 한 일본 측
협상단과 배상금 문제를 교섭하여 10일 만에 타결을 보았다. 우 누 정부가
2년 이상 교섭을 해서 타협을 보지 못한 것을 10일 만에 해결하였고, 미얀마
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배상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준배상)으로 1억 4천만 불(1불=360 엔 고정
환율) 상당의 노역 및 생산물을 1965년부터 1977년까지 12년간 분할하여 무
상 제공하고, 통상 차관으로 3천만 불을 6년 이내에 미얀마에 제공하며, 미
얀마는 배상금액의 재검토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9) 협정에 따라 일
9) 25일 양측은 각서에 가서명하였으며, 3월 29일 양측은 양곤에서 ‘일본과 버마와의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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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부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 경제기술지원금을 집행하였고, 3천만 불
의 엔차관도 1968년부터 제공하였다.
이후 네 윈 의장은 일본과 보다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66년 네 윈
은 미얀마 원수로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였을 때, 예정되었던 공항
에서의 천황의 마중을 황송하다며 사양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쇼와천황을
숭배하는 각별한 친일정치가’로 인식되었다(津守滋 2014, p. 86). 네 윈 의장
은 1970년 4월 14일 만국박람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외무, 무역장관 등
4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5월 7일까지 약 23일간 장기간
체재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3, p. 330). 국가 원수를 포함한 각료가 타
국에서 23일이나 체제하는 예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네 윈의 적극적인 친일정책 속에서 일본은 미얀마에 대해 ‘배상’ 차원이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미얀마 지원을 시작하였다. 네 윈 의장 부부는
1971년 12월 영국에서 귀국하는 도중 일본에 비공식 방문하여 사토 에이사
쿠 수상(佐藤栄作) 및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외상과 회담을 했다. 이때 일
본정부는 공업개발원조 5,600만 불, 상품원조 1,500만 불, 합계 7,100만 불의
차관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나아가 1972년 2월 일본과 미얀마는
항공협정에 조인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3, p. 330).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버마 평화조약 제5조제1항(a)의 Ⅲ에 관한 의정서’, ‘경제개
발 차관에 관한 교환 공문’ 그리고 ‘협정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에 서명하였다(鹿島
平和研究所編 1973,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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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일 군사정권과 일본의 적극 협력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네 윈은 군사독재에 대한 주변국의 압력을 무
마하고 제한적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원조와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
인 민간이양을 선택하였다. 미얀마는 1974년 1월 신헌법을 공포하고 네 윈
은 버마연방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의 대
통령10)으로 취임하였다. 3월 혁명평의회의 모든 권한은 새롭게 선출된 인민
의회로 형식상 이양되었다(양길현 2009, pp. 38-39).
일본정부는 대미얀마 경제원조를 1976년부터 갑자기 300억 엔(1976년 환
율 1불=286엔~306엔)으로 증액하였다. 그 명목은 혁명평의회가 새로운 헌법
에 의해 선출된 인민의회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대외
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증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津
守滋 2014, p. 88.). 미얀마 정부 또한 유전 개발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ODA 적극 도입을 결정하고, 일본과 서독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중
소 대립 속에서 냉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일본과 독일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11)
물론 당시 일본이나 서독의 미얀마 지원은 미국의 대중, 대소 봉쇄정책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미얀마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네 윈은 1981년 1월 미나미 기관의 스즈키 미망인을 포함한 일본인 관계

10) 인민의회와는 별도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 국가평의회는 비상사태선언 등
의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1) ｢ビルマの反政府勢力、日本に圧力を求める｣(198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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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의 대미얀마 경제협력자금(1968~90)
(단위: 억 엔)

년

유상자금 무상자금

68

108.00

-

69

-

-

70

-

-

71

82.20

-

72

66.45

-

73

46.20

-

74

-

-

75

65.00

7.09

76

299.50

6.29

77

285.40

21.25

78

162.50

59.70

79

269.60

66.91

80

315.00

75.07

81

345.20

70.48

82

402.54

90.80

83

430.20

100.99

84

461.43

108.20

85

361.50

103.93

86

329.00

97.25

87

-

95.82

88

-

37.16

89

-

-

90
합

4029.72

35.00
975.94

무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

주: 상기의 유상자금과 무상자금 외에도 기술협력자금(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으로 150억
9,700만 엔을 지원.
자료: 外務省, ｢国別援助実績 1990年までの実績 ミャンマー｣, http://www.mofa.go.jp/mofaj/gaiko/ oda/shiryo/jisseki/kuni/j_90sbefore/901-11.htm(검색일: 2015. 8.20)의 연도별 데이터로
작성. 연도별 금액은 서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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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7명을 초청하여, 국가최고의 영예인 아웅 산 다곤(아웅 산의 깃발)상을
수여하였다(津守滋 2014, p. 88). 그리고 11월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산 유
(San Yu)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계획당의 총재로서 실권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일본정부가 1976년부터 네 윈이 실질적으로 퇴진하는 1987년까지 미얀마 정
부에 제공한 경제협력원조금은 연평균 378억 엔(1987년 환율 1불=122엔~160
엔)으로 미얀마 국가 예산의 30%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또한 엔차관은 1969년
2월부터 1987년 9월까지 18차에 걸쳐, 프로젝트 차관 2,624억 엔, 상품차관
1,406억 엔으로 총 4,030억 엔에 달했다(津守滋 2014, p. 87). 일본이 1986년에
미얀마에 제공한 엔차관, 무상자금지원 그리고 기술 협력을 포함한 ODA 지원
금은 총 2억 4,400만 불, 2위 서독이 2,200만 불, 3위 미국이 900만 불로, 일본의
ODA 지원금은 전체 원조총액(2국간 차원)의 79%를 차지한다.12)
물론 당시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 배경에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역할 분담
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다(Black 2013, p. 343).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미얀마 지원은 네 윈 군정 통치에 협조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이 원조는
미얀마의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4대공업 프로젝트(농기구,
전기제품, 트럭, 버스)는 배상기간 중 일본이 개시하였는데, 비효율성은 비
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업에 일본기업들은 입찰 없이 사업권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이 배상금은 미얀마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 기업이었다. 배상금을 일본인의 기술과 상품으로 제공하는 계약이었기

12) ｢ビルマの反政府勢力、日本に圧力を求める｣(198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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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 일본 기업들은 일본상품과 건설 기술의 수출이라는
수혜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배상금 집행은 ‘배상’이라기보다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의 성격이 강했다(鹿島平和研究所編 1972, pp.
135-138; 外務省 1965, pp. 176-177; 田辺寿夫, 根本敬 2003, p. 64). 단지 일본
의 비료와 농업 분야 지원은 농업생산량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일본
자금에 의한 발찬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양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 기구, 병원 설비 등의 원조(특히 양곤 종합병원)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21).
하지만 경제발전에는 결국 도움을 주지 못해 1987년 12월 국제연합은 차
관을 갚지 못하는 미얀마를 후발개발도상국(LLDC)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
다. “원조는 사회주의 체제의 버마 경제가 다이나믹하게 발전할 전망이 제로
에 가깝다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배상 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얀마에게는 최대의 원조국이었다.”
(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p. 13-14).
미얀마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
다. 마침내 1988년 3월 양곤대학 학생간 다툼에서 비롯된 민주화 운동은 순
식간에 확산되어갔다.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독제체제의 붕괴, 1987년 노
태우 정권의 민주화 선언에 이어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표출된 것이
다. 마침내 1988년 7월 네 윈은 계획당 의장을 사임하였다. 8월 8일에는 총
파업과 대규모 데모가 전개되었다(8888 민주화운동). 아웅 산 수 지(Aung
San Suu Kyi 이하, 수지)는 8월 하순부터 대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민
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양길현 2009, pp. 99-101; 中西喜宏 2009,
pp. 274-275; 山口洋一 2011, pp.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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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미얀마 제2차 군정과 일본의 제한적 원조(1988~2010)
1. 제2차 군정과 민주화 탄압
1988년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혼란의 틈을 타 군부는 네 윈 등 기존지배
세력과의 모종의 협력 속에서 쿠데타로 정권 탈취를 하였다. 군부는 9월 18
일 국방장관이었던 소 마웅(Saw Maung) 국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한 21명
으로 구성된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결성하였고, 이 평의회가 법
질서회복과 국토의 치안유지를 위해 국가의 전권을 장악하였음을 발표하였
다. 해방된 이후 미얀마의 두 번째 군사 통치가 시작되었다. 군정은 ‘사회주
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을 국명에서 삭제하고 “버마공화국”(The
Union of Burma)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군정은 미얀마식 사회주의 대신에 자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하
였다. 농민에게 자유로운 경작과 매매를 허용하고, 1988년 11월에 외국투자
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미얀마의 금융제도 미비
및 이중 환율적용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 자본만 도입되었다(工藤年博編
2012, pp. 15-16).
사회적으로는 네 윈 체제에 이어 여전히 언론 통제와 국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다. 군정은 계엄령하에서 치안 회복을 이유로 군사법정을 설
치하고, 학생운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대학 폐쇄도 불사하지 않았다. 군
정의 민주화 탄압과 관련해 발생한 상징적인 사건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는 군정이 1990년 5월에 이루어진 총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민정이양
을 거부한 사건이다. 군정 출범 이후 1988년 9월 국민민주연맹(NLD) 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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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임한 수지는 군부통치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정치 공세를 폈다. 그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위협을 느낀 군정은 1989년 7월 20일 가택
연금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군정은 약속대로 1990년 5월 총선거를 실시하
였으나, 485의석 중 392석(약81%)을 획득한 NLD에 민정 이양하는 것을 거
부하였다.
둘째는 1996년 5월에 발생한 수십 명의 NLD 관계자에 대한 구속이다.
SLORC의 소 마웅 의장은 1992년 4월 건강 악화로 사직하고 탄 슈웨(Than
Shew)가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탄 슈웨 군정은 1992년 9월 계엄령을 철폐하
고, 1993년 1월부터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를 설치하여 민정이양을
위한 새로운 헌법제정에 들어갔다. 나아가 국제적인 압력과 설득 속에서
1995년 7월 10일 수지를 6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해방하였다. 수지를 중심으
로 한 NLD 관계자는 11월부터 군정이 주도하는 국민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1990년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자, 군정은 아예 1996년부터 국민회의조차도 개최하지 않았다(根本敬 2014,
p. 331). 그리고 수지를 중심으로 NLD는 군정을 비난하고 민정이양을 촉구
하는 정치 공세를 적극 전개하자, 군정은 마침내 1996년 5월 들어 수십 명의
NLD 관계자를 구속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사
상 탄압, 불법적 구속과 고문 등 정권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학생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1996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군관계, 의학
및 통신교육을 제외한 전체 학부를 폐쇄하고, 대학교를 교외로 이동하거나
기숙사를 없애기도 하였다.
셋째는 2003년에 5월에 발생한 디베인 사건이다. 군정은 1997년 11월,
SLORC을 개편하여 국가평화발전평의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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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C)를 설치하고 장기 집권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던 수지는 2000년 9월 NLD 당원과 함께 정치활동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관계자를 구속하고 수지를 두 번째로 가택 연금하는 사
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자, 군정은 2002년 5월 6일 수
지를 가택연금에서 다시 해방하였다. 이후 수지는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
을 재개하였으나, 그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군부
는 관변 폭력단체를 이용하여 집회를 방해하였다. 마침내 2003년 5월에는
많은 NLD 관계자가 사망하는 디베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는 다시 수지를 강제로 연금 조치하였다(田辺寿夫, 根本敬 2003, pp.
28-30; ベネディクト･ロジャース 2011, pp. 132-139).
넷째는 2007년 8월에 발생한 민중사살과 나가이 기자 사망 사건이다. 군
부의 악행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는 속에서, 군정은 2003년 8월 30
일 민정이양을 위한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군정은 2004년
5월부터 국민회의를 재개하여 헌법 기초에 들어갔고 11월부터 양곤에서 네
피도(Naypyidaw)로의 수도 이전을 강행하였다. 막대한 군비와 신도시 건설
에 국가재정이 집중되면서, 보건이나 교육 등 국민생활은 방치되었다(工藤
年博編 2012, p. 21). 군정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2007년 8월부터는
연료비를 대폭 인상(공정가격을 5배 인상)하였다. 미얀마 국민의 생활고는
더해 갔고, 마침내 승려와 대중이 참여한 데모가 9월에 확산되는 조짐을 보
이자 군정은 이를 탄압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일본인
기자 나가이 겐지(長井健司)가 취재현장에서 군에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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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방국가의 원조 중지와 경제 제재
SLORC에 의해 제2차 군정이 시작된 이후 미국 및 서방국가들은 미얀마
군정을 비난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때마다, 경제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1998년 쿠데타에 의해 군정이 들어서자 미국정부 및 의회는 즉각 이를 비
난하고, 특히 군정이 1990년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민정이양을 거부하자 즉
각 원조 중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0년
말 이후 무기 수출 및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중지, 섬유쿼터 쌍무협정 중
지 등의 조치는 물론 원조 및 차관 공여를 공식적으로 중지하였다. 세계은

표 5-1. 미얀마 경제제재에 직접 관련된 법령과 제재분야

주: 상기 법령의 ‘P.L. 112-92’는 P.L. 112-192의 오기이며, 이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금지를 규
정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사안(태풍 나르기스 피해에 대한 긴급 구호)에 따른 원조 허용을
규정한 것임.
자료: 오윤아(2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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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기관도 모두 원조를 정지하였
다(佐久間平喜 1993, p. 202; Steinberg 2001, p. 89).
1996년 5월 NLD 관계자 구속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및 EU는 이를 신랄
하게 비난하고, 원조 동결만이 아니라 경제 제재라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
원하기 시작하였다.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액은 1996년에는 4,000만 불이
되지 않았는데(工藤年博編 2012, p. 17), 여기에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10월 20일, 미얀마 고위직 및 가
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를 발표하였다(Presidential Proclamation 6925). 그
리고 미국의회는 1997년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Section 570: P.L.104-208), 이를 근거로
클린턴 대통령은 5월에 미국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
는 대통령령(E.O.13047)을 발표하였다(Mattin 2013, pp. 1-2).
EU는 1996년 10월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6개월마다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내용은 미얀마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 중지, 미얀마로부터
의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적용 정지, 미얀마 고위직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
그리고 무기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하였다(장준영 2012, p. 110).
그리고 2003년 5월에 디베인 사건이 발생하자, 서방국가들은 보다 강도
높게 미얀마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미국 상원은 6월 11일 본회의
에서 미얀마제품의 전면적인 금수조치와 미얀마 특정 관료의 자금 동결 그
리고 국제적 기금(IFIs)의 원조 중지, 특정 미얀마 관료의 비자 발급을 금지
하는 제재법안(The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P.L.
108-61)을 가결하였다(Mattin 2013, p. 1). 이에 근거하여 부시 대통령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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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 제재 조치를 집행하였다(E.O. 13310). 2004년 10월 EU는 미얀마
의 민주화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수입금지, 미얀마 국영기업에 대한
차관 금지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 8월 승려 및 민중에 대한 발포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탄압이라고 비난하
였다.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투자를 통한 ‘건설적 관여’라는 온건한 입장을
취해 온 ASEAN도 혐오감을 표시하였다(ベネディクト･ロジャース 2011,
pp. 226-227).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2007년 10월 톰 란토스(Tom Lantos) 의원이 미얀마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이른바 제이드 봉쇄법(Tom
Lantos Block Burmese JADE[JADE: Junta’s Anti-Democratic Efforts] Act)을
2008년 6월 22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P.L. 110-286). 이 법의 내용은 경옥
및 루비를 비롯한 미얀마 상품의 직‘간접’ 수입 금지, 비자 발급 금지 대상
미얀마 관료 리스트 및 경제 제재 확대, 미얀마 관료 계좌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상대계좌에 대한 규제 등을 결정하였다. 단지 이 법은 특정 사안에 한
해, 국제적 기금(IFIs)이 미얀마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권한
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P.L. 112-192), 이는 2008년 5월에 발생한 태
풍 나르기스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해 재난민에 대한 긴급구호 자금의 제공
이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이다(Mattin 2013, p. 2).

3. 제2차 군정 초기 일본의 반응
일본은 애당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하여 온건한 자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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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발맞추어 원조를 중단하고 1989년 1월 13일 이를 정식으로 결정하였
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결정에 재계는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일본의 유력
정치가와 무역상사 등 대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일본버마협회(日本ビルマ協
会 현 일본미얀마협회)13)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일본버마협회는 정부에 대
하여 1989년 1월 25일 SLORC 정권의 승인과 원조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일본기업이 큰 손실을 입는 다는 것,
군정의 경제 개방에 따라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
가들이 미얀마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것이었다.14) 이와 같은 압력
이 유효하였는지 일본정부는 서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89년 2월 군정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군정의 ‘승인’이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를 위해서도 군정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정당화하였다
(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p. 19-25).
일본정부는 걸프전쟁 및 천안문사건 등을 계기로 1992년 6월에 ｢정부개
발원조(ODA)대강｣을 결정하였는데, 주요 이념으로 인도적 고려, 상호의존
관계 의식, 환경 보호, 수혜국의 자조노력 지원을 설정하였다. 이후 일본정

13) 일본버마협회는 2012년 5월경 일본미얀마협회로 개편하였다. 현재 일본미얀마협회의 명예
회장은 전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이며 회장은 전우정대신 와타네베 히데오(渡
辺秀央)이다. 기타 부회장 및 이사 등도 유력정치가와 사업가로 구성되어 있다(일본미얀마
협회 홈페이지 참고, http://japanmyanmar.or.jp/, 검색일: 2015. 8. 21).
14) 일본정부가 우려한 것처럼 당시 대우그룹은 1980년대 중반 양곤에 진출하여 1990년부터 본
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대우는 미얀마정부와의 합작을 통해 1991년 4월부터 대우전자
미얀마종합 가전공장을 가동하였으며, 봉제공장은 1991년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그
밖에 대우는 1993년 2월 합판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백화점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대우는
1995년 중반까지 2,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김태기 2014, pp. 32-33). 그리고 서방국가의
견제 속에서 군정이 지속되면, 미얀마가 주변의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무역 및 투자에 의존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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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미얀마에 대외적으로는 원조를 중단한다고 하였으나, 인권상황을 개선
하고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지속하였다. 즉 긴급
하고 인도적인 원조, 의류, 의료기기, 약품 제공, 학교, 병원 건설 원조, NGO
그룹 활동 등 소규모적인 지원은 계속 실시하였다.15) 제한적이기는 하였으
나 서방국가 중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원조를 지속한 것이다.
탄 슈웨 군정이 1992년 9월 계엄령을 해제하고, 이후 국민회의를 설치하
여 민정이양의 준비에 들어가자, 일본정부 및 재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
얀마에 대한 지원 및 투자 재개를 준비하였다. ODA 관련 사업으로 미얀마
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대부분의 ODA가 중지된 이후 미얀마에서 벗어나 있
었다. 그 사이에 한국, 중국, 태국 등의 기업이 현지에 적극 진출하자 그 동
안 일본기업이 쌓아둔 우월성을 뺏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재계 관계자가 증
가하였다.
그리고 1994년 6월 경단련 관계자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군부와 경제협력
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 각지의 기업 및 경제관련 단체가
현지를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종합상사인 마루에(丸江)는 1995년
2월 18일 일본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정부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16) 일본 기업은 현지 군정과 포괄협정(MOU)을 체
결하는 등 합병회사 설립 및 무역 촉진, 공업단지 건설 등 사회기반 사업,
자원 개발 등 산업기반 사업 육성 등과 관련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995년
10월 현재, 일본의 대미얀마투자는 1억불, 총 6건(인가기업)으로, 7위 정도의

15) ｢ビルマの反政府勢力、日本に圧力を求める｣(1988. 9. 19).
16) ｢ミャンマー政府が丸江と経済協定 日本企業としては初｣(199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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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었다. 1996년도에는 50여 개의 일본기업이 현지 일본상공회의소에
등록하였다(田辺寿夫 1996, pp. 130-133).
그리고 일본정부는 SLORC 의장 등 군정관계자가 가택 연금상태의 수지
를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대화를 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자 이를 이유로
1995년 3월 17일 식량 증산을 위한 10억 엔 상당의 무상원조를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1988년 군에 의한 쿠데타 이후 소규모의 긴급하고 인도적 지원
을 제외한 기타 ODA 원조를 전면 중단하였는데, 일본정부에 의한 직접 원
조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것이다.17) 그리고 당시 양곤 국립간호대학 증설에
대한 사업 조사도 진행되었다.
군정이 1995년 7월 10일 아웅 산 수지를 6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해방하자,
일본정부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얀마에 대한 ODA 재개 방침을 즉
시 결정하였다. 양곤국제공항 확장공사, 발전소 건설, 국제통신망 정비 등 8
건의 프로젝트가 1988년 혁명 전에 결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중지되
었으며, 국제공항 공사에만 200억 엔의 원조금이 남아 있었다.18) 일본정부
는 8월 31일 미얀마정부에 중단되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ODA 재개 의사를
전했다.19)기존의 중단되었던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재개 외에도 일본정부는
1995년 10월 양곤시에 국립간호대학 교사 증설 위해 16억 2,500만 엔 한도
의 무상원조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수지 해방 이후 엔차관을 포함한 적
극적인 ODA 재개를 의도했지만,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그 후에도 쉽게 변
17) ｢ミャンマーへの10億円の援助を閣議決定｣(1995. 3. 17). 이 지원금은 변경지대 소수민족의
식량자급 달성, 변경지역 개발의 위한 것이 명목이었으며, 이 자금으로 농기구, 비료, 펌프,
소형 트럭 등이 보내졌다.
18) ｢スー·チー女史の無条件解放 政府、円借款再開固める｣(1995. 7. 11).
19) ｢河野外相がミャンマーへのODA再開を伝達｣(199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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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군정이 1996년 5월 들어 수십 명의 NLD 관계자를 구속하자, 미얀마에 대
한 본격적인 원조 개시를 계획한 일본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
부는 수지 해방 이후 중단된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재개만이 아니라, 미얀마
에 대한 본격적인 엔차관 재개를 계획하였지만, 군부 탄압 속에서 ODA 적
극 추진파와 신중파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였다.20)
결국 일본정부는 미얀마 정부를 비난하고, 5월 23일 긴급하고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하지만, 엔차관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미얀마는
이후에도 2백 명이 넘는 NLD 관계자를 구속하였다.21) 일본정부는 1995년
이후 미얀마에 대해 ODA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일본 기업진출을 본격화
하려고 하였지만,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미얀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일본 기업은 적
극적인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미국과 EU 등이 원조 동결만이 아니라, 신규
투자 및 자금 동결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일본은 엔차관
을 포함한 적극 지원을 주저하게 되었고, 또한 일본기업도 신규투자를 자제
하여 현지의 일본기업 진출은 정체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속에서, 외교
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자세를 보였다. 탄 슈웨(군부)는 서방국가의 압력 속
에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1997년 7월에는 ASEAN에도 가맹하였
다. 당시 미국 및 EU는 미얀마의 ASEAN 가입을 반대하였으나, 일본은 ‘제

20) ｢圧力増すミャンマーODA｣ (1996. 5. 15).
21) ｢対ミャンマー、円借款再開は見送り｣(199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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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다는 ASEAN 국가들처럼 ‘건설적 대화에 의한 개혁 촉진을 중시한다.’
는 입장에서 미얀마의 ASEAN 가맹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22)

4. 신가이드라인(2000년)
1997년 11월에 군정이 SLORC을 개편하여 국가평화발전평의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SPDC)를 설치한 이후에도 미얀마의 민주화는 진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2월 25일 일본정부는 양곤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위해 미얀마에 25억 엔의 엔차관 재개 방침을 표명하고, 3월 11일 공
식적으로 미얀마 정부에 결정을 전달하였다. 일본 민항기가 드나드는 공항
의 안전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설명이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지원 재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의사표명
을 하였고, 현지 NLD 관계자도 군정을 지탱하게 하는 지원에는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강행하였다.23)
당시 수지 등 민주세력은 일본의 군정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비난했음에
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미얀마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만 아니라 중국의 남하정책에 대한 전략적
인 의미도 강했다. 중국이 미얀마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양곤항에서 운남성

22) ｢ミャンマー制裁、日本は追随せず｣(1997. 5. 4).
23) ｢ミャンマー円借款再開 中国の接近警戒｣(1998. 3. 6); ｢ミャンマー円借款12年ぶり再開｣
(1998. 2. 26); ｢対ミャンマー円借款 支援再開支持せず 米国国務省が表明｣(1998. 2. 28);
｢対ミャンマー円借款 部分再開を正式に決める｣(1998. 3. 12); ｢ミャンマー支援 武藤嘉文氏
VS D･スタインバーグ氏＝見開き｣(1998. 3. 24); Steinberg(2001), p. 257. 당시 반군정의 한
언론은 일본정부가 군정을 지원하다며, 일본을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비난하였
다(LJN 1998, “Japan seeks respect- but from whom?” The Irrawaddy 6(2),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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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천성으로 이어지는 장개석 지원 루트의 부활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
다.24) 즉 중국과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와는 별개로 중국의 남하정책에 대항해야 한다
는 안보적 과제가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남하정책에 적극적
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이다.
일본정부는 엔차관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8년 7월 3일에는 식
량증산을 위한 농업기계 및 비료 구입비로 8억 엔의 무상자금협력을 결정하
였다. 일본정부는 1988년에 ODA를 중지한 이후, 1995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로 식량증산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변경
지역의 식량증산이 현지인의 생계를 도와주고, 결국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가 감소될 것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25)
그리고 마침내 일본정부는 7월 19일, 인도 및 민생분야에 한해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의 본격적인 재개 방침을 결정하였다. 대상으로 의료체제 정비,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도로건설 등의 사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26) 하지
만 미얀의 민주화가 지체되는 속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엔차
관을 통한 지원은 과거처럼 그대로 동결하고, 무상자금협력을 통해 관련 사
업을 진행하였다.
일본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를

24) ｢ミャンマー支援 武藤嘉文氏 VS D･スタインバーグ氏＝見開き｣(1998. 3. 24); Steinberg,
2001, pp. 235-236.
25) ｢ミャンマーへ8億円無償協力｣(1998. 7. 4).
26) ｢対ミャンマー政策を転換 政府、人道·民生分野限定で円借款再開へ｣(199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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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종용하는 자세는 지속하였다. 1998년 5월 27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수상은 탄 슈웨 의장에 친서를 보내
수지 등 NLD와 대화를 하고, 정치범에 대한 합법적 법집행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27) 일본정부는 7월 17일, 군정과 NLD의 긴
장관계가 고조되자, 외무보도관 담화를 통해 양측이 대화를 통한 자제와 관
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용하였다.28) 마치 엔차관을 포함한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 서둘러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상이었다.
일본정부는 결국 민주화가 지체되는 속에서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
운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정부는 2000년 3월 미얀마원조에 대한 신가이드
라인을 결정하고 2000년 3월 1일 SPDC에 전달하였다. 신가이드라인은 민생
분야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지방으로의 전력공급 등에 대해서도 무상원
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본정부는 미얀마 관계자의 회담
에서 상수도 관련 지원, 보건, 의료 및 학교 교육 분야 협력, 샨주 등 마약
대책 관련 원조 등에 대한 원조안을 제시하였다.29)
그와 함께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움직였다. 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통산성 장관은 5월 1일 일본 각료로서는
17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일본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경제화와 투자환경의 정비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미얀마중소
기업 지원, IT 및 금융분야 인재 육성, 지방의 전력화 사업 협력, 구조개혁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표명하였다.30)
27) ｢ミャンマーに民主化も求める｣(1998. 5. 28).
28) ｢ミャンマー情勢、政府が自制要請｣(1998. 7. 18).
29) ｢対ミャンマー援助拡大｣(200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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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진전이 있으면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했
지만, 예상대로 미얀마의 군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수지의 해방
등 미얀마 군정의 민주세력에 대한 온건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2,000년의 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2001년 4월 6일, 발전소 보수사업을 위해 30~35억
엔 규모의 무상자금협력 방침을 결정하였다.31) 그리고 2002년 5월에 수지가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직후인 5월 10일 일본정부는 발찬 발전소 개수를 위해
6억 2,800만 엔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군정과 합의하였다. 그와 함께 일
본정부는 수지와 군정의 대화를 통한 민주화를 촉구하였다.32)
수지 해방 후에도 서방국 관계자들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지와 직접 면
담을 하는 등 군정에 압력을 가했다. 일본의 경우 외무대신으로서는 19년 만
에 가와구치 준꼬(川口順子) 외무대신이 8월 3일 방문하여 군정관계자는 물
론 수지와 회담을 갖고 양자의 대화와 양보를 촉구하였다.33) 11월 5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탄 슈웨 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얀마
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민주화의 상징인 수지에 대한 처우 개선

30) ｢ミャンマー経済支援、深谷通産省が表明｣(2000. 5. 2). 양국의 협의에 따라 2000년 6월 25일
부터 이틀간 일본의 정부관료 및 경제전문가 약 30명이 양곤에서 미얀마 관계자 20여 명과
미얀마의 경제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ミャンマー経済支援｣(2000.
6. 26). 당시 미얀마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미얀마 군정은 이와 같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견제라도 하듯이, 마웅 에이 SPDC 부의장이 6월 6일 중국을 공식 방문
하여 정경분야에서의 양국의 우호협력강화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中国·ミャ
ンマーが政経協力で共同声明｣(2000. 6. 7).
31) ｢スー·チーさん、日本大使と会談｣(2001. 8. 20)
32) ｢スー·チーさんに援助再開説明へ｣(2002. 5. 14); ｢スー·チーさん解放｣(2002. 5. 30). 당시 일
본정부는 미얀마 정부가 엔차관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
구제방식의 제고를 발표하였다(JICA 2014, p. 11).
33) ｢川口外相、ミャンマー到着｣(2000. 8. 5); ｢スー·チー氏、川口外相と会談｣(2000. 8. 6),
http://www2.irrawaddy.org/print_arint_article.php?art_id=7567(검색일: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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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원조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원조의 폭을 확대
하고, 본격적인 엔차관 공여를 계획하였지만, 2003년 5월 디베인 사건이 발
생하자 일본정부는 7월 4일 군정에 수지를 해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ODA
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34) 일본은 발찬 수력발전소 개수
공사에 대한 무상지원을 다시 중지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긴급한 인도적 안건, 인재육성,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건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일본정부는 8월, 11년 만에 ｢정부개발원조(ODA)｣대강을 개정하였
다. 기본이념으로는 수혜국의 자조노력, 인간 안정보장(human security) 확
보, 공평성 확보, 일본의 경험과 기술 활용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조와 연대
를 설정하고, 실시 원칙으로 환경과 개발 양립, 군사적 지출 제한, 민주화 및
시장경제 도입, 기본적 인권 배려 등을 내세웠다.35)
수지의 가택연금 직후 일본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2004년에도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9억 900만 엔의 무상자금원조를
실시하였다. 일본정부는 2005년도에는 17억 1700만 엔의 무상자금협력을,
그리고 2006년도에는 무상자금협력 약 13억 엔, 기술협력 약 21억 엔을 실시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경제원조와 정책 조언 등을 통해 미
얀마 군정과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촉진해나간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34) ｢新規ODA、スー·チー解放が条件｣(2003. 7. 5).
35) ｢政府開発援助大綱｣(2003年8月閣議決定),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
yo/04_hakusho/ODA2004/html/honpen/hp203010000.htm(검색일: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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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정부의 대미얀마 지원정책의 배경
표 5-2. 1989.4~2011.4 미얀마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
(단위: 누적허가액, 건수)

국별

업종별

1위

중국

9,603 (32건)

전력

14,529 (4건)

2위

태국

9,568 (61건)

석유·가스

13,815 (104건)

3위

홍콩

6,308 (38건)

광업

2,794 (64건)

4위

한국

2,930 (47건)

제조업

1,743 (159건)

5위

영국

2,660 (51건)

호텔·관광

1,065 (45건)

주: 1건 50만 불 이상 투자의 누적허가액, 단위는 100만 불.
자료: 재미얀마일본대사관 작성자료, 재인용: http://mitsui.mgssi.com/issues/report/r1202kshimo
tomai.pdf(검색일: 2015. 8. 20).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대미얀마 지원정책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서
방국가와 미얀마의 교량역할을 하고,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통해 미
얀마의 민주화를 촉진하겠다는 외교적 이유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세력확산에 대한 견제로서의 의미가 컸다. 앞서 소개
하였듯이 냉전 붕괴 이후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의 현지에서의 직접 투자
가 증가하는 속에서, 2004년 11월 시점에 자동차, 종합상사 등 64개 일본계
기업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36)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원조 중지와 경제 제재 속에서 미얀마는
친중정책을 취하였고,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직접투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이 미얀마에 원조중지를 하기 전에는 전체 수입의 약 40%
가 일본제품이었는데, 198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의
36) ｢ミャンマー弾圧｣(200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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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중국만이 아니라, 태국, 한국 등 기타 국
가의 진출도 눈에 띄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 공여와 이를 통한
일본 기업의 수혜는 일본 경기 진작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
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 공여에 적극적인 관심
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미얀마의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단위: %)

자료: Kudo(2007), p. 20.

일본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하였다.
2006년 5월 경 미국은 미얀마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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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
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6월 30일 미얀마 민주화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에 동
의하였다.37) 일본정부로서는 미얀마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 9월에 발생한 승려 및 민중 사살 및 나가이 기자 사망 사건과 관
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나가이 기자 사망의 신상규명 그리고 민주화를 촉구
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EU처럼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자국의 기자가
군정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007년도 사업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양곤의 인재육성센터 개설 지원
ODA(2007년도 실시분은 약 4억 엔)를 중단했을 뿐, 기타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속하는 소극적인 제재로 일관하였다.38) 그리고 2008
년 5월 태풍 나르기스 피해에 대한 긴급구호 관련자금으로 일본정부는 약
12억 엔을 제공하였다.39)

6. 미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조짐
군정은 마침내 군부의 정권유지를 보장하는 헌법초안을 2008년 2월 발표
하였다. 그리고 5월 강타한 대형 태풍 나르기스(Cyclone Nargis)로 인해 13만
37) ｢日本のミャンマー政策 失望した｣(2006. 6. 3); ｢ミャンマー問題の安保理付託を容認｣
(2006. 7. 1). 결국 2007년 1월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러의 반대에 의해 부결
되었다.
38) ｢藪中審議官、ミャンマー軍政幹部と会談｣(2007. 10. 2); ｢福田首相、ミャンマー首相に民主
化進展を要請｣(2007. 11. 22).
39) ｢ミャンマーへ1000万ドル追加支援｣(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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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넘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
고 예정대로 헌법을 채택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양길현 2009, pp.
266-269; 根本敬 2014, pp. 330-346). 2008년 헌법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으나,
민선에 의한 정권이양이라는 그 형태만을 보면 민주화의 첫 단추를 여는 계
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미얀마의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
弘文) 외무장관은 2009년 5월 25일 미얀마 외무장관 냔 윈(Nyan Win)을 만
나, 나가이 기자 사살문제와 수지 해방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요
구하였다. 하지만 냔 윈 장관은 미얀마는 나름대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제재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
고 반박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꾸준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통한 서방국가와
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Black 2013, pp. 350-351).
서방국가의 압력 속에서도 미얀마는 통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
이다.
하지만 서방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이미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
은 2000년에 대미얀마 원조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이후 2001년부
터 무상 원조 금액을 급격히 증액하였는데, 미국과 영국 또한 2002년부터 원
조 금액을 증액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8년 5월 나르기스 태풍 피해에 대해
서는 영국과 미국이 가장 많은 무상 지원을 하였다. 서방국가가 미얀마에 경
제 제재를 가하는 동안 미얀마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주요
원조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중국은 그간 미얀마에 대한 차관 및
직접투자에 정책을 집중하고, 순수한 지원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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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 국가의 대미얀마 경제협력(무상 및 기술) 실적
(지출액 기준, 단위: 백만 불)

년

1위

2위

1999년

일본 34.2 노르웨이 1.9

2000년

3위

4위

5위

호주 1.9

프랑스 1.6

독일 1.6

일본 51.8

미국 3.4

노르웨이 2.9

호주 2.4

덴마크 1.6

2001년 일본 69.86

미국 2.93

노르웨이 2.84

호주 2.63

덴마크 2.20

2002년 일본 49.39

영국 6.45

미국 4.82

덴마크 4.17

노르웨이 3.86

2003년 일본 43.08

영국 11.09

미국 5.56

호주 5.37

노르웨이 5.10

2004년 일본 26.81

영국 11.98

호주 10.45

노르웨이 7.10

미국 5.68

2005년 일본 25.49

호주 10.96

영국 10.58

노르웨이 5.85

스웨덴 4.49

2006년 일본 30.84

영국 13.47

미국 10.94

한국 8.53

노르웨이 8.05

2007년 일본 30.52

영국 17.97

미국 15.35

호주 12.94

스웨덴 11.38

2008년 영국 82.35

미국 71.59

호주 47.14

일본 42.48

노르웨이 29.64

2009년 영국 53.14

일본 48.28

미국 35.22

노르웨이 18.88

호주 17.89

2010년 일본 46.83

호주 44.40

영국 44.17

미국 31.28

노르웨이 21.71

2011년 영국 62.20

호주 44.43

일본 42.50

미국 29.04

노르웨이 19.90

2012년 일본 92.78

호주 57.73

영국 48.08

미국 33.05

노르웨이 22.83

자료: 外務省、政府開発援助(ODA)国別データブック 2005~12年度版, http://www.mofa.go.jp/ mofaj/gaiko/oda/shiryo/jisseki/kuni/index.html(검색일: 2015. 8. 20)의 데이터로 작성

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2009년 10월경부터 대미얀마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
기 시작하였다. 군정을 승인하지 않고 민주화를 종용하며 경제 제재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던 미국정부는 그간의 방침을 바꿔 미얀마 군정과 ‘직
접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11월 3일 커트 캠벨(Kurt Cambell) 국무차관보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테인
세인 수상 등을 직접 만나 수지 등 정치범 석방, 인권 개선, 민주화 촉진을
직접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화의 배경에는 첫째, 서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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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제재를 가하는 사이에 중국은 미얀마 국내에서 천연 가스 및 석유
개발 등을 진행하고 미얀마를 발판으로 하여 인도양으로 세력을 확산시켜나
가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둘째, 미얀
마 중국의 협력관계에 의해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한 것, 셋째, 미얀마가 2007년 4월 24년 만에 북한과의 국교를 회복하여 핵
무기 기술 이전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40)
한편 캠벨의 미얀마 방문 직후인 11월 7일, 하토야마 수상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5개국 수상을 초청하여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3년간 5,000억 엔 이상의 ODA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동아시아공동
체’ 구상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
고 테인 세인 수상과의 개별회담에서 수지와의 대화 재개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인재육성 분야에서의 지원을 점차 확대하
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2010년 총선이 민주적으로 진행된다면
기타 분야에서의 경제지원 확대도 약속하였다.41)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하에서 2010년 11월 7일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
을 실시하였다. 야당후보가 거의 없이 진행된 선거는 결국 군정의 관변단체
인 연방연대발전협회(USDA)가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연방연대발전당
(USDP)42)이 선출직 의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수지는
40) ｢米のミャンマー政策転換｣(2009. 11. 7). 중국은 미얀마에 1988년 이후 2010년까지 누계로
약 96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하였으며, 2010년 현재 중국기업은 63건의 수력발전 개발사업
에 관여하고, 운남성(雲南省)의 곤밍(昆明)에서 인도양의 챠우퓨에 이르는 가스 석유 파이
프라인,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地球を読む｣(2011. 10. 9).
41) ｢ミャンマー支援 首相が拡大表明｣(2009. 11. 8).
42) 미얀마 군사정부(SLORC)는 1993년 9월 관변단체인 연방연대발전협회(USDA)를 조직하여
군부정치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0년 11월 총선에 대비하여 2010년 5월 이 단체를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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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상태였으며, NLD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Ⅵ. 미얀마의 민정이양과 일면 협력관계 증진(2011~현재)
1. 테인 세인 정부와 탈중국 정책
2010년 11월의 총선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선
거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군정의 모습은 과거와 달랐다. 군정은
총선거 직후 11월 13일에 수지를 해방하였다. 2003년 5월에 연금하여 7년
6개월 만에 해방한 것이다. 2011년 2월에는 대장출신의 테인 세인(Thein
Sein)을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우선 대외적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정권은
4월에 ASEAN 의장국 후보로 나섰다. 미국의 압력으로 2006년에 의장국을
단념했던 미얀마는 신정권 출범 직후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고 ASEAN은 이
를 반겼다(ベネディクト, ロジャース 2011, p. 191).
테인 세인은 취임 직후부터 민주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
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완화하는가 하면, 8월 19일 수지를 네피도에 초청하
여 직접 대화를 하였다. NLD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도 가능하게 하였다. 테인
세인 정부는 해외자본 도입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11년 8월 이후
다양한 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2012년 4월부터 해외자본 투자

연대발전당(USDP)이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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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였던 정부 공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 환율에 따
른 관리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根本敬 2014, pp. 386-390, pp. 403-404.).
신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미얀마 경제를 반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인 평가이다. 군정기간을 통해 미얀마 경제는 주변 국가에 비해 뒤쳐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주변 국가는 외국의 직접투자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
로 급격히 발전해나갔는데, 미얀마의 경우는 2000년경부터 제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발전이 늦어지고 있었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경제적 약소국으로 전락한 것이다.43) 이것은 달
리 말하자면, 1988년 이후 친중정책을 통해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
였지만,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테인 세인은 취임 초기부터 민주화 촉진과 경제개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탈중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인 세인
은 취임 직후인 5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면(中緬)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
로 격상하는 등 군정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가 했는데, 그 이후
그의 행보는 달랐다. 테인 세인은 9월 30일, 이미 2010년에 착공에 들어간 밋
손(Myisone)댐 건설을 임기 중에는 중지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
변 국가를 놀라게 하였다. 밋손댐은 중국(中国電力投資公司, CPI)과의 경제
협력으로 이라와디(Irrawaddy)강 본류에 높이 152미터의 대형댐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환경 파괴와 1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주민 이전 등의 문
제 때문에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테인 세인은 반대 의견을 받아
들여, 건설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44) 다음 날 미국은 환영성명을 발표하였다.

43) 佐藤清一郎(201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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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 세인의 결정은 북부 소수민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소수
민족과의 화합을 표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였다. 군정은 오랜 기간 중국의 원조를 받
아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석유 및 천연가스 개
발 그리고 전력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이나 댐 건설 사업으로, 앞에서 소개
했듯이 미얀마의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12년 9월 수지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집회에서 수지는 미얀마 국민은 중국
이 이윤만 추구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발언하였다.45)
신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는 급감하였다.
중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는 2010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정점에
달해 약 83억 불이었다. 하지만 2011년도에는 약 43억 불로 줄어들었고,
2012년도에는 약 2억 3천만 불,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약 5,700만 불로 급락
하였다. 대신 싱가포르가 2013년도에는 23억 불, 2014년도에는 약 40억 불로
대미얀마 직접투자 1위국으로 등장하였다.46)
한편 일본의 경우 2012년도부터 대미얀마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도에는 430만 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2
년도에는 10배가 넘는 5,100만 불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
44) ｢ビルマ(ミャンマー)政府がイラワディ川ミッソンダムを凍結｣(2011). http://www.mekongwat
ch.org/resource/news/20111007_01.html(검색일: 2015. 8. 20). 이후에도 테인 세인정부는 시노
-미얀마 가스오일 파이프라인, 럿빠다웅 구리광산개발 등 대형 사업을 중단하였다.
45) ｢ミャンマー·欧米接近警戒｣(2015. 6. 12).
46) CSO(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Foreign investment of permitted enterprises by country
of origin,” https://www.csostat.gov.mm/s5.3MA0201.htm(검색일: 2015. 8. 20). 싱가포르의 직
접투자가 증가한 것은 양국의 세제조약으로 인해 싱가포르를 경유해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
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얀마에 진출한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중국기업과의 합자 가능
성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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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주요국가의 연도별 대미얀마 직접투자 승인액
(단위: 백만 불)

년도

1988~2001

중국

싱가폴

영국

홍콩

64.151 1413.513 1560.974 488.338 159.108

2002~03

-

6.100

2003~04

2.820

-

2004~05

126.550

-

-

-

2005~06

0.700

-

-

-

2006~07

261.222

2007~08
2008~09
2009~10

한국

855.996

27.000

12.880

0.300

3.000

34.900

598.501
62.246

일본

3.649 208.921
-

-

-

-

-

-

-

-

-

-

-

-

2.713

81.000 272.980

-

37.000

-

-

-

38.000

-

-

12.000

-

-

1.37

-

-

-3.990

-

20.000

3.758

-

6.000

-

237.6

-

-12

2010~11

8269.229 226.170 799.000 5798.277 2676.399

76.750

-

7.140

2011~12

4345.728

51.864

2012~13
2013~14
2014~15
총액

2.500

-

말레이시아 베트남

39.230
-

99.831

18.147

4.318

84.839

37.942

4.324 329.390

51.063

56.920 2300.121 156.864 107.102

81.205

616.106 142.000

55.711

511.415 4297.185 850.759 625.556 299.586

6.724 175.400

85.740

231.773 418.233 232.700

-

25.572

14729.004 8819.552 4000.108 7125.992 3360.022 1654.115 688.586 408.734

주: 본 데이터의 총액은 산술상 합계임. 원문의 연도별 승인액과 총액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 “Yearly Approved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http://dica.gov.mm.x-aas.net/(검색일: 2015. 8. 20)의
연도별 자료로 작성.

즉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는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주변 강대국과의 등거리 외교 및 경제정책을 시도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인도의 관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테인 세인은 2011
년 10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도로 및 항만 정비를 위한 5억 불의 차관을 제공
받기로 합의하였다.47) 하지만 신정부의 외교 중심은 분명이 미국으로 쏠리
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먼저 ‘러브 콜’을 한 측면도 있지만, 신정부도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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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접근을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테인 세인 정부는 ASEAN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둔 10월 11일에 1차적
으로 정치범을 대량으로 석방하였다. 정치범 석방은 ASEAN 의장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의 필수 조건으로 제기한
문제였다. 미얀마는 마침내 11월 17일 열린 ASEAN 정상회담에서 2014년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미국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2.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테인 세인 신정부가 들어선 2011년에 미국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대국외교를 표명하였고, 이후 화해세계
론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론을 제기하였다(이정남 2010, pp. 38-59). 미국의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 회귀’(Asia pivot)로
표현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
이 중동문제를 중시하면서, 아시아 회귀에서 ‘재균형(Re-balancing)정책’으
로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은 다양한 다자기구를 활용한 미국의 동아시
아 태평양에서의 행보가 활발해졌다(손병권 2014, pp. 1-20).
특히 미얀마는 지형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모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당시 미얀마 시트웨(Sittwe)와 코코(Coco), 스리랑카 함
반토타(Hambantota),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항구에 대한 정비 사업
을 지원하였다. 중국정부가 이 항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차 중국함선의
기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었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영
47) ｢中国一辺倒から脱却｣(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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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얀마 주변의 중국이 정비한 항구 및 미군 거점

자료: ｢米、親中路線にくさび｣(2011. 11. 19)을 재작성.

국령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 섬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약 이 항구들에 중국함선이 기항하게 되면 미국은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중
국과 대치해야 하는 불리한 형국이 되는 것이다.48)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은 2010년 3월부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동참하여 이를 통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미국 경제권으로 포함하
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안보적으로 2004년 5월 미얀마는 24
년 만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부활하여, 이후 북한의 핵기술 공여와 관련된
48) ｢米、親中路線にくさび｣(2011. 11. 19); ｢ミャンマー中国離れ｣(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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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관계를 서방국가로부터 의심 받았다. 즉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에 있어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에 있어 지극히 중
요한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는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미얀마의 변화에
호응하여 마침내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2011년 12월 1일 미얀
마를 방문하여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클린턴은 양국 관계를 대
사급으로 복귀하고, 미국이 반대해왔던 IMF, IBRD 등을 통한 미얀마에 대
한 경제지원 재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석방 등 민
주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하였다.49)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개선이라는 큰 변화를 가장 환영한 것은 일본이었
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대신은 12월 26일 미얀마에서 테
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공정한 보궐선거 실시(4월), 정치범 석방, 소
수민족과의 화해 등을 요구하고, 금후 인도적 분야에 제한했던 ODA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50)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미얀마 정부는 2012년 1월 13일 약 300명의
정치범을 추가로 석방하여,51) 미국이 가장 문제시하였던 정치범 문제를 거
의 해결하였다. 미얀마정부는 2012년 4월 1일 열린 보궐선거도 민주적으로
집행하였다.52)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4일 테인 세인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49)
50)
51)
52)

｢米とミャンマー 大使復活へ｣(2011. 12. 2).
｢ミャンマーと投資協定｣(2011. 12. 27).
｢変革ミャンマー(下)｣(2012. 1. 29).
이 선거에서 NLD는 압승을 거두었다. 하원 37선거구, 상원 5선구, 지방의회 2선거구에 44
명의 후보자를 내세워, 상원 1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43명이 당선하였다. 패배한
선거구도 USDP 후보에 진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정당에 석패한 것이었다(根本敬 2014, pp.
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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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및 전자상거래 등 금융서비스 그
리고 투자 금지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① 재미얀마 미국개발청(USAID) 개설 및 유엔의 개발계획 프로그램 지원
② NGO의 교육분야에서의 비영리활동 허용 ③ 일부 정부 고관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표명하였다.53)

3.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 공세
일본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테인 세인 대통령과 2012
년 4월 21일 도쿄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미얀마 정상의 일본 방문은 1984
년 7월에 네 윈 실권하의 산 유(San Yu) 대통령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노다 수상은 미얀마의 민주화 촉진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주문하였고,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민주화 개혁, 국민 권리 옹호 및 국
민 화합을 위해 보다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노다 수상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① 소수민족을 포함한 국민생활 향상 ② 인재 양성 ③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기반 정비 등 세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담에서 일본정부는 미얀마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즉
노다 수상은 미얀마의 일본에 대한 3,000억 엔에 달하는 거액의 연체채권을
장차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채권 3,035억 엔 중에서 1274억 엔에 대
해서는 포기 절차에 들어가고, 나머지 1,761억 엔에 대해서는 미얀마의 개혁

53) ｢米、ミャンマー制裁緩和｣(2012. 4. 5).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미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7월 11일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수출 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제재 완화를
발표하였다(Mattin 2013,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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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1년간 지켜본 후 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미얀마에 대한 채권
포기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처음이며, 금액도 과거 최대이다. 나아가 노다
수상은 1987년 이후 중지되었던 엔차관도 전면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약속하
였다(根本敬 2014, pp. 404-405).54) 노다 수상은 6월 14일, 미얀마 USPD의
테 우 서기장과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미얀마의 전력 부족 완화를 위해, 긴
급 무상자금협력 등 16억 엔을 제공하겠다고 표명하였다.55)
미국도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재개하고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수지의 방미가 성립되어 오바마(Barack H. Obama Ⅱ)대통
령의 환대를 받았다. 11월 미국 의회는 보석 등 일부 품목 및 특정인과의 거
래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미얀마에 대한 미국기
업의 신규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13년 11월에 관련 법규
(General License No. 18)를 집행하였다(Mattin 2013, p. 23).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ASEAN 및 한, 중, 일, 인도
정상이 모여 각각 회의를 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도
함께 열렸다. 회의 와중인 19일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바
마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양곤에 방문하여 수지와 면담하고 양곤대학에서
특강까지 하였다. 오바마는 양곤대학 특강에서 미국개발청(USAID)의 재개
를 확인하고, 금후 2년간 1억 7천만 불을 제공하여 정부 및 NGO 단체에 의
54) ｢ミャンマー円借款再開｣(2012. 4. 22). 나아가 일본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0월 11일 도쿄에서 독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요청하여 미얀마 지원국
회합을 가졌다. 일본은 2013년도부터 엔차관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5,000억 엔의 연체채
무에 대해서도 국제협력 은행과의 협력하에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은행 그
리고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도 연체채무와 관련해 다음해 1월에 해소할 의향이 있음을 밝
히고 일본도 1년 내에 해소하겠다고 확인하였다. ｢ミャンマー円借款再開へ｣(2012. 10. 11).
55) ｢ミャンマーに資金協力｣(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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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인권, 민주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56)

표 6-2. 일본의 대미얀마 경제협력 실적(과거 5년간 실적)
(단위: 억 엔)

년도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2006년도

-

13.54

21.11

2007년도

-

11.81

20.02

2008년도

-

41.29

22.91

2009년도

-

25.94

18.11

2010년도

-

13.51

17.42

2011년도

-

19.05

23.41

2012년도

1,988.00

252.50

37.99

2013년도

510.52

196.86

(잠정치) 60.99

누계

6,529.05

2,378.06

571.12

주: 엔차관 및 무상자금협력은 원칙적으로 교환공문 기준.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무상자금
협력 실적이 많은 것은 2008년의 태풍 나르기스 재해에 대한 긴급 지원 때문임. 누계는
1955년도부터의 실적을 포함한 금액임. 2012년도의 엔차관은 신규가 아니고 미얀마 연체
채무의 차환임. 그리고 2012년도에는 1,149억2,700만 엔의 채무면제가 따로 집행되었음.
2013년도에도 1,886억 4,900만 엔의 채무 면제가 별도로 집행되었음.
자료: 2012년도까지의 자료는 JICA(2014), p. 2; 2013년도의 자료는 外務省(2013). 政府開発援
助(ODA)国別データブック 2013,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072253.pdf
(검색일: 2015. 8. 21) 참고.

일본의 노다 수상은 같은 날인 19일 프놈펜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
을 갖고, 미얀마에 노후화된 발전소 개보수 및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500억
엔 규모의 엔차관을 다음 해 2월에 재개하겠다고 표명하였다.57) 그리고
2013년 1월 3일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수상(재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
56) ｢ミャンマー中国離れ｣(2012. 11. 20).
57) ｢円借款再開 500億円規模｣(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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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연내 500억 엔 규모의 엔차관 제공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 자금으로 화력발전소 개보수(190억 엔 정도), 지방 도
로 및 다리 개보수 및 신설(170억 엔 정도), 양곤 근교의 티라와(Thilawa) 경
제특별구 개발(최대 200억 엔)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58)
2013년 5월 20일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와 회담을
가졌다. 미얀마 정상의 미국방문은 4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59) 그 직후인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미얀마를 방
문하여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1977년 8월에 후쿠다 다케오(福
田赳夫) 수상이 방문한 이후 3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회담에서 일면
양국은 2012년 4월 노다 수상과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즉 테인 세인 대통령은 법에 의한 지배, 경제 개혁, 국민 화해를 위해 필요
한 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관민(官民)을
통한 지원을 표명하였다. 경제협력은 ①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경제 사회
자본과 제도 정비 ② 인재 양성 ③ 농촌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에 중
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 말까지 ODA 910억 엔(엔차관 510억 엔, 무상자금 및 기
술협력 400억 엔)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아베 수상은 ① 미얀마의

58) ｢ミャンマー円借款500億円｣(2013. 1. 4).
59) ｢米、ミャンマーに 宿題｣(2013. 5. 22). 오바마는 미얀마의 민주화 진척에 대해서는 평가
를 했지만,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종교 갈등에 염려를 표명하였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자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특별관세부여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은 미
얀마에 대한 우대를 비난하는 미국의회와 인권단체의 비난 속에서 미얀마에 대한 특별관세
부여와 관련된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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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엔에 이르는 연체부채 중에서 3,000억 엔은 포기하고, 2,000억 엔에
대해서는 차환 형태로 연장을 하며 ② 법률가 양성 지원 ③ 1천명 규모의
미얀마 청년 초대 등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국
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ASEAN이 중시하는 ‘법
의 지배’를 확인해야 하고, ｢행동규범｣의 조기 체결을 기대한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60)
미국 및 일본의 지원 그리고 제재 완화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미얀마 정부
는 2013년 12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법을 제정하였다.
ASEAN 의장국인 미얀마의 네피도에서 2014년 11월 12일부터 13일에 걸
쳐,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개
최되었다. 2012년 이후 2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정부가
2012년 여름 미국기업의 투자해금 이후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음료회사가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2013년 11월 현재 재미얀마 미국상공회의소에 등록한
기업 수는 100여 곳이다. 하지만 미재무성은 오바마가 미얀마를 방문한
2014년 11월 현재에도 군정에 협력한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미
국기업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11월 10일에도 군정 출신의 정치가를 제재 리
60) ｢ミャンマー 全方位外交｣(2013. 5. 27). 중국과 ASEAN 간의 영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ASEAN과 중국은 2013년 9월부터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규범(COC)’ 책정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2015년 8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한편 미국은 행동 규범
을 조기에 책정하도록 압력을 가해왔고, 중국은 제3국의 간섭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명해왔
다. ｢中国包囲網進まず｣(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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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 추가할 정도로 미국은 여전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61)
한편 EU는 미국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취해, 2012년 4월 보궐선거 이후 4
월 재미얀마 EU사무소를 개설하였다. EU는 4월 26일 당시 무기를 제외한
경제제재를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고, 1년 후인 2013년 4월부터 미얀마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기업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나아가 6월에는 미얀마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발표하였다.62)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네피도의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일본정부는 미얀마
에 대하여 선물보따리를 푸는 행보를 전개하였다. 아베 수상은 11월 12일 테
인 세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해 변전소 개보수 사업에
중소기업을 활용한 최대 260억 엔의 엔차관 제공의사를 밝혔다.63)

4. 일본의 대미얀마 경제협력 현황
일본 내에서는 2010년 4월경, 자민당 의원 34명이 모여 미얀마의원연맹을
설립하는 등 보다 본격적인 미얀마 정계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일본 정
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64) 이후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명칭이 일본미얀마
(일면)우호의원연맹으로 바뀌었고, 2013년 10월경에는 미얀마 현지에서도

61) ｢ミャンマー特集｣(2014. 11. 25).
62) ｢ＥＵ、ミャンマーへの制裁解除を正式決定｣(2013. 4. 23); ｢ミャンマー特集｣(2014. 11. 25);
根本敬(2014), p. 46; ｢ミャンマー国内経済情勢をめぐる最近の動き｣(http://www.mm.emb-japan.go.jp/
profile/japanese/page1.html(검색일: 2015. 8. 20).
63) ｢円借款260億円供与｣(2014. 11. 13); ｢日本とASEAN首脳会談で共同宣言｣(2014. 11. 13).
64) ｢日本·ミャンマー議員連盟｣(2010), http://ameblo.jp/shugiin/entry-10556335759.html(검색일: 210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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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緬)일우호의원연맹이 미얀마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7월에
11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정치가들과 교류를 하였
다.65) 정치가와 사업가로 구성된 일본미얀마협회와는 별개로 순수한 정치가
로 구성된 일본미얀마우호의원연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10월 미얀마정부는 일본의 대형은행 3곳에 영업허가 면허를 부여
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얀마의 대형 은행면허는 한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25개 은행이 신청을 하였는데, 일본은행 3곳만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물론 은행 규모 및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이겠지만,
일본은행만 3곳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일본금융업계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로 받아들였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테인 세인 대통령의 영
향력이 반영되었다고 전했다.66) 즉 일본 재계는 일면관계가 자신들의 사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일본상공회의소에 등록한 회원수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5~60개
사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도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2012년
도에 150여 개에서 2014년도에는 250개 사를 넘었다. 2014년 8월부터 일면투
자협정이 발효되었다. 현재는 도매업, 기자재수송, 창고업, 컨설턴트 등이 주
를 이루고 있으나, 미얀마의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 제조업은 물론, ODA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다.67)
일본정부는 2015년 2월 10일 국제정세 및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ODA 집

65) ｢ミャンマー市場争奪戦｣(2014. 2. 11); http://www.nakagawa-masaharu.jp/report/26/ 0708myanma.html
(검색일: 2015. 8. 20)
66) ｢民主化政権、３メガに一斉免許｣(2014. 10. 25).
67) ｢ミャンマー(上) 東南アジア随一の成長｣(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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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개발협력대강(大綱)｣68)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1992년에 ｢정부개발원조(ODA)대강｣을 결정하고, 2003년에 한
번 개정하였다. 이후 새로운 대강의 필요성이 외무성에서 제기되어, 토의를
거쳐 ｢개발협력대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다. 새로운 대강의 특징은 ① 수
혜자 및 안건을 다양화 ② 민간 섹터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③ 글로벌화에
따른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도상국과의 공조 증대 등이다. 특히 미얀마를 포
함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간 격차 축소
및 메콩강 지역 국가 및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에 근거하여, 일본은 미얀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공세를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5년 2월 태국과 미얀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얀마 남부의 다웨이(Dawei) 경제특구(205㎢) 개발 계
획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업단지와 발전소 그리고 대형항만과 고
속도로가 완공되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특구가 되는 사업이다. 1조
엔이 넘는 이 사업 참여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일본계 공장에 저렴하게 부품
을 조달할 수 있다는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69)
나아가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ODA 자금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군관
계자 약 15명을 유학생(대학원생)으로 받아들여 교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협력의 원칙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과거에는 군 혹은 군
적을 가진 자에 대한 ODA 지원을 일괄적으로 피해왔으나, 앞서 소개한 새
로운 ｢개발협력대강｣은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

68) ｢開発協力の大綱について｣,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67688.pdf(검색일: 2015. 8. 20).
69) ｢ミャンマー特区に参画｣(201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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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중시하여 군인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을 새로 세웠
다. 어쩌면 새로운 원칙은 미얀마 군인을 ODA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
해 개정했을 가능성이 크다.70) 30인의 투사로 대표되는 일본과 미얀마의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새로운 세대를 일본정부가 육성하기 시작한 것
이다.
아베 수상은 7월 4일 도쿄에서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정상과 회담을 갖고, 2016년도부터 3년간 7,500억 엔이라
는 거액의 ODA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연계하여 실시
하겠다고 표명하였다(신도쿄전략2015). 일본정부가 3년마다 표명해온 ODA
규모는 2009년에 5,000억 엔, 2012년에 6,000억 엔이었는데, 2015년에는
7,500억 엔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의 공격적인 ODA 지원 배경에
는 메콩강 지역의 사회기반 강화가 관련국의 경제적 수요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중요성도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항하고, 일본기업의 진출이라는 포석이 깔려있다. 아베수상은 특히 미야
만에 대해서는 양곤 환상철도 개보수와 관련해 1,000억 엔의 엔차관을 제공
할 방침이라고 표명하였다.71) 일본의 대미얀마 지원 공세와 직접투자가 본
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70) ｢軍関係のODA、まずミャンマー｣(2015. 5. 8); ｢ODAで初、軍関係者支援｣(2015. 5. 10).
71) ｢メコン5か国に7500億円｣(2015. 7. 4); ｢首相メコン5か国首脳と会談｣(201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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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일면관계가 본격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30인의 투사가 결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군정은 미얀마 국토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었지만, 미얀마 독립 이후 30인의 투사와 미나미 기관의 일본군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는 일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네 윈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자는 밀월관계를 보냈다.
물론 당시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파격적인 원조는 친일정부를 무작정 지
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킨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p. 17-18)는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한다. 첫째, 원유, 보석,
목재, 곡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원조가 일본상품과 인력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킨스(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p. 17-18; Seekins 1992, p. 247)는 1980년대까지 일본의 대미얀마 원조를 일
본의 국내화(domesticization)로 규정하고, 일본정부는 국제 평화와 발전을
회피하고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평가하였다. 즉 그는 경제우
선주의가 일본의 대미얀마 지원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 말까지 일본정부의 미얀마에 대
한 지원을 평가할 때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
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지원을 받는 미얀마공산당과 대치하는 미얀마
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 독일 그리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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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군정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을 반영한 것이었다(工藤年博編 2012, pp. 22-23).
그리고 일본 사회의 친미얀마적인 성향은 일본정부의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72) 1971년에
서 77년까지 주미얀마일본국대사를 역임한 스즈키 다카시(鈴木孝)는 미얀마
가 일본이 원조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나라라고 언명하였다. 스즈키는 미
얀마가 엄정 중립외교 국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 반공사회주의 국가라는 이
유 외에도 버마인이 따뜻하고 근면하고 착하며 불교도의 마음을 갖고 과거
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고, 특히 일본에 대하여 지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
고 또한 일본과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鈴木孝 1977, p. 214).
네 윈 군사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경제원조는
폐쇄적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한국, 대만, 태국 등의 군사정권은 경제를 유지하
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개방된 경제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재계, 중간계층, 지식인, 종교인, 언론, 의회 등의 영향력이 커져, 민주세력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반면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일본의 막대한 원조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였고, 이것이 오히려 반민주화와 미얀마를 최혜빈국으로 떨어
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72) 미얀마에 주둔한 구일본군인 및 유족 등은 전시와 전후, 버마인의 자상함에 반하여 ‘비르메
로’(미얀마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가 된 사람들이 많다. 1947년부터 3년간 어린이 잡지 아
까톤보(赤とんぼ)에 게재된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의 버마의 하프(ビルマの竪琴)는
불교국가 미얀마에 대한 일본국민의 친밀감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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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새로운 군정이 들어선 이후,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서방국가
들이 미얀마에 원조 중지와 엄격한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
는 가능하면 미얀마와 대화와 지원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우
선 일본 재개의 요청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붕괴된 이후 한국
등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월 지위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째는 중
국의 남하정책 속에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일본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의 국가가 원조를 중지했음
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또한 엔차관이라는 적극적 지
원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이 붕괴된 이후 반
공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미얀마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미얀마의 민주
화를 중시하여, 미얀마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엔차관 제공의 노력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제2차 군사정권 이후의 일본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외교 및 지원정책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시킨스(1999)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의 대미얀마정책을 햇볕정책(Sun Diplomacy)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우
선과제인 경제적 이익 추구는 직접투자 자제와 엔차관 중지라는 상황에서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군정에 대하여 제한적 지원을 유지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민주화를 진전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지 등 민주화 세
력의 비난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즉 일본의 햇볕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다.
그리고 블랙(Black 2013)의 경우는 일본의 대미얀마 경제외교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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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developmentalist), 보증(reassurance), 아시아주의(asianism) 그리고 민주
화(democratization)가 복합된 ‘교량(가케하시)’(bridging) 원조 전략이라며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일본의 대미얀마 지원정책은 일본기업의 이익을 추
구하는 것이지만(발전지향), 과거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재침략의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섣불리 내정
간섭을 할 수 없었고(보증),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의 공동발전을 지
향하면서(아시아주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다양한 요소를 갖는 일본의 지속적인 원조와 대화 노력은 미국 등 서방국가
와 미얀마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한편 구도(Kudo 2007, pp. 12-13)는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2006년의 미
얀마에 대한 유엔 제재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찬성을 하
는 등, 결국 일본이 중재자로서의 일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이솝우화
의 박쥐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군정을 변화시키려한 미
국의 제재 또한 실패하였고, 오히려 군정하에서 일반 국민들만 불공정한 대
우를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왜 일본정부
가 적극적인 엔차관을 부여하려고 하였고 일본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려고
하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당시 일본
은 서방국가와의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민주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요인은 미얀마에서 중
국 등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속에서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하에서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안보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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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단위: %)

주: 질문-리스트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도록 함. 조사대상-회답자 전원
(2,144명).
자료: 外務省(2014), p. 17.

표 7-1. 미얀마인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
(단위: %)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영국

러시아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뉴질랜드

29

15

12

1

1

1

1

-

-

-

-

주: 조사대상-309명.
자료: 外務省(2014), p. 18의 표에서 미얀마인만 추출.

2011년 이후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다. 미국이
미얀마와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미얀마 또한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서방국가
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정부가 오랫동
안 기다렸던 엔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2012년도부터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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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시하였다.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원조 공세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막대한 엔차관 제공과 함
께, 일면협회는 물론 일본미얀마우호의원연맹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일본정부가 미얀마의 젊은 군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2014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시아의 7개국 시민(18세 이
상) 2,144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33%가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평균치
보다 낮은 29%가 나왔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가 중국을 신뢰하는 나라로
선택하였는데, 미얀마의 경우는 12%라는 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과거의 일면관계의 행태로 보았을 때, 미얀마와의 안정적인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해 친밀한 정치경제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정부로서는 기타 동
아시아 국가들보다 일본에 대한 신뢰가 낮은 미얀마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외교 과제의 하나로 부각될 수 있다. 즉 일본정부는 앞으로
친일적인 정부 관료 및 정치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일반 미얀마인의
대일본 인식 제고를 위해 현지에서의 다양한 원조 활동은 물론, 각종 연수나
청소년 교류 등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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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오스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최빈국1)에 해당하
고,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62%가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기준 라오스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1) OECD DAC는 3년마다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한다. 수원국에 대한 분류는 1인당 국민순소득
(GNI), UN의 인적자원 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2013년 1인당
GNI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류를 살펴보면, 최빈국은 라오스를 포함한 48개
국가이며, 기타 저소득국가는 1,045달러 이하인 국가로 북한, 케냐, 타지키스탄, 짐바브웨 4개
국가이고, 중간 저소득국는 1,046~4,125달러, 중간 고소득국가는 4,126~1만 2,745달러 수준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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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부(MOH)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 중 영
양부족으로 인한 저체중 27%, 발육저하 44%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행 목표로
내세운 새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 이하 MDG)의 목표치
인 저체중 22% 미만, 발육저하 34%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반적
으로 영·유아 시기에 영양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을 낮추게 되는데, 특
히 감염성 질병2)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아동
의 영양수준은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라오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WHO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동
영양개선과 발육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영양정책(National Nutrition
Policy)과 국가영양실행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on Nutrition)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라오스 보건부는 농림부와
함께 자국민의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
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인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유 섭취를
늘려왔다. 특히 저지방 우유는 고혈압의 위험 감소와 치아 보호에 도움을 주
며, 심장병과 대장암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 and Worsley
2003, p. 201). 특히 우유는 뼈밀도 향상을 위한 필수 칼슘을 제공하기 때문
에 골다공증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준다(Wham and Worsley 2003, p. 73). 일반
적으로 아동의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동물성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2) 국제보건기구(WHO)와 라오스 보건부가 작성한 보고서(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for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2-2015)에 따르면 2010년 감염성 질병으로 댕
기열 약 23,000건, 급성설사질환 약 19,000건, 호흡기 감염 약 8,000건이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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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Gittelsohn and Vastine 2003, p. 4039). 지난 2010년 여러 국제
기구들도 아동영양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3)를 진행하면서 아동의 발육저하
문제에 있어 동물성 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를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제안
한 바 있다. 즉 동물성 식품에는 아연, 철분, 지방, 비타민 B12, 비타민 B2
(riboflavin), 비타민 A와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있으며, 육류와 우유를 통하
여 쉽게 보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우유 섭취의 필요성을 연구한 사례는 역사적
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1928년 아동을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
누어 우유, 탈지분유, 비스킷,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경우를 두고 조사하였
는데, 우유와 탈지분유가 아동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
다. 1970년대 연구에서도 저소득 국가의 아동발육저하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하고 있다(Lampl,
Johnston, and Malcolm 1978, p. 225). 영양이 풍부한 우유는 아동의 영양 개
선을 위한 주요 식품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며(Dupuis 2002, p. 583),
특히 칼슘 섭취가 아동의 발육 개선과 뼈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2001, p. 190s).
라오스는 최빈개도국 중 하나로 영양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에게 동물성 영양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지만, 동물성 식품의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
는 직접 사냥을 통하여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였지만, 현재는 야생 동물의 개

3) 2010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아동 영양개
선 논의에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계획(WFP), 국제난민기구
(UNHCR)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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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
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가격이 다소 비싼 육류보다는 저렴한
우유 섭취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영양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라오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제6차 사회경제발전
계획은 우유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우유 관련 7개 기업이
운영되었으며, 직접 신선우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비엔티엔에서 30km 떨어
진 지역에 설립되었다(MOAF 2006, p. 46). 하지만 신선우유 업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페업하였는데, 이는 경영 역량 부족과 유통
과정에서의 기술부족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Chadwick,
Otte, and Roland-Holst 2008, p. 22). 또한 라오스 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합리한 시장이
형성되어있다.
라오스는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
히 대규모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축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
한 기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 축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선우유의 자국 내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춤으로써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국가의 성장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일
례로 1970~80년대 한국이 아동 영양 개선을 위해 우유 보급 사업을 성공적
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최빈국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1회의 우유를
마시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식량기구(FAO)는 세계우유협회
(IDF)와 함께 세계 아동영양 개선을 위한 우유 보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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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유제품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이 경우 우유의 속성별 선호도를 평가하거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방식이다. 유럽권에 속하는
터키의 경우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여 멸균유나 저온살균유보다 대부분 포장
되지 않은 원유(raw milk)를 소비해왔다. 2003년 가구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83%가 우유를 섭취하고 있으며 66.3%는 가공되지 않은 우유를 섭취
하고 있었다(Tiryaki and Akbay 2008, p. 90).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되
지 않은 원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가구주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살균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반면 가구 수가 많을수
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경우, 청도(Chingdao)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컨
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우유 구매의 요인을 조사하였다
(Bai Wahl, and wandschneider, 2007, p. 20). 결과는 청도 우유의 네 가지 속
성(유지방, 가공방식, 맛, 가격)이 청도 소비자의 우유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
는 점이다. 또한 청도 도시 지역의 소비자들은 기꺼이 고급 저온살균유, 저
지방 우유 그리고 신선 맛 우유를 소비할 의향이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신선 우유 맛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결과를 통해서
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방 함유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우유 안전성에 대한 정부규정이 강화되
면서 우유의 생산이력제(traceability)에 대한 선호도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도시 소비자들은 우유
의 생산이력제 실시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특히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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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연계되어야 하고, 다른 민간이나 협회보다도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
할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i, Zhang, and Jiang 2013, p. 543).
이 연구는 라오스 유제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우유는 라오스 국
민의 영양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라오스 축산업을 한 단계 발
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라오스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
자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조
사는 크게 사전 선호도 조사, 사전테스트, 본 설문조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
다. 라오스의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약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모형을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라오스 우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였다. 특히 한국의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라오스 국영브랜드를 설문문항에
포함함으로써 가상의 우유 제품에 대하여 라오스 소비자가 인식하는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활발하게 유통되는 기존 우유제품
인 태국, 덴마크, 일본 브랜드와의 상대적 지불의향의 차이도 측정할 것이다.
칼로리, 지방함유량 등에 따른 소비자의 지불의향과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지불의향도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라오스 소비자가 인식하는 우유에 대한 선호도
와 속성별 특징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기술력을 접목한
라오스 정부의 우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라오스 간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라오스 정부가
국영 유제품 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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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한국이 라오스와의 유제품 분야 협력 시 소비자 선호도를 고
려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유제품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기반
으로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기
여할 것이다. 나아가 라오스 영·유아의 영양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
련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한국이 라오스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Ⅱ. 라오스의 유제품 시장 현황
라오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와 아동 영양 개선을 목표로 1984년부터 낙
농·축산 진흥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쿠바로부터 홀스타인 젖소 120두를
들여와 비엔티엔에서 33km 떨어진 나봉 지역에 낙농 축사를 설치 운영하였
으나, 2008년 후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림 2-1]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별
1인당 일일 우유 소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순임을 알 수 있다. 라오스의 1인당
일일 우유 소비량은 약 2g으로 동남아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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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남아시아 국가별 개인당 일일 우유 섭취량(g)

자료: Ahuja and Steal(2013).

2000년대 중반 이후 라오스의 우유 소비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는 태국의 우유 소비 촉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태국과 언어적
으로 유사한 라오스는 태국 TV를 시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태국
언론과 광고에 노출된 우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Phoutthakeo
et al. 2014, p. 52).
라오스는 대부분의 우유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통기
한이 상대적으로 긴 멸균우유이다. [그림 2-2]는 2007년과 2011년 기준 라오
스의 품목별 유제품 수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 대비 2011년에 유지
방 6% 초과 우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유지방
1% 이하 우유는 4년간 1,200% 넘는 수입 비용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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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라오스의 품목별 유제품 수입액 현황 (2007년, 2011년)

자료: Lao PDR Trade Portal(2015), 통계자료(검색일: 2015. 5. 29).

Ⅲ. 소비자 설문조사와 분석방법
1. 소비자 설문 조사
소비자 설문 조사에 앞서 비엔티엔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설문지 구성을 위해 비엔티엔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
품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 현지 조사원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조사원이 2015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비엔티엔 수도에 위치한 주요 식료품
가게 네 곳을 방문하여 실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매업자 혹은 구매자에게 우유 소비와 관련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비엔티엔의 경우 태국으로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우유가 수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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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판매되고 있었다. [표 3-1]과 같이 비엔티엔 내에서 판매되는 우유 제품
중 설문지에 반영할 우유 브랜드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판매자와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라오스 내에서 가장 유명한 우유 브랜드 세 개
Foremost(네덜란드 협력), Thai-Dansih(덴마크 협력), Meiji(일본 협력)를 선
정하였다.
표 3-1. 비엔티엔 유제품 판매 시장 조사

제품사진

제품명
가공 지역
가공 과정
가격
용량
열량
Kcal 당 열량
유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당
나트륨
유통기한
생산 일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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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ji Brand
Foremost Brand
Thai-Danish farm Brand
태국
태국
태국
초고온살균 (UHT)
저온살균
초고온살균 (UHT)
12,000Kip (30Kip/ml) 4,000Kip (20Kip/ml)
3,000Kip (15Kip)
400ml
200ml
200ml
140kcal
130kcal
150kcal
70kcal
60kcal
70kcal
8g/ 12%
6g/ 9%
7g/ 11%
5g/ 25%
4g/ 20%
4g/ 20%
25mg
20mg
25mg
10g/ 3%
11g/ 4%
17g/ 6%
9g
9g
12g
90mg
80mg
80mg
09/06/2015
16/12/2015
04/10/2015
미기입
미기입
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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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사전 선호도 조사, 사전 테스트,
본 설문조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사전 선호도 조사는 라오스 소비자가
우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사전
테스트는 실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설문지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
는지, 소비자가 설문에 제대로 응하는지, 사전 설문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지 등을 판단한 후 이를 본 조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
설문조사는 이전의 단계에서 고려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하
여 실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오스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조사 대상자의 평균적인 정보가 일반인의 평균적인 상황과 유사한 상
황에서 최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 사전 선호도 조사
실험 설계와 질문지 구성은 컨조인트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우유의 다양한 특성 중 소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속성을 선별하는 과정인 사전 선호도 조사를 수
행하였다.
[표 3-2]는 사전 선호도 조사 내용이다. 라오스 소비자의 우유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2015년 6월 5
일부터 8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총 127명의 응답
자 중 연령대는 15~19세 31명, 20~29세 90명, 그리고 30~39세 6명으로 나타
났으며 질문 시 사용한 언어는 라오스 현지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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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 조사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 10가지를 선
별하였고 소비자들이 우유를 구매할 경우에 고려하는 주요 특성을 선택하도
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
특징으로는 브랜드, 가격, 유지방, 칼로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사전 선호도 조사 내용

항목

내용

조사 목적

라오스 소비자의 우유 속성에 대한 선호도 조사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 조사 활용

조사 기간

2015년 6월 5일~ 2015년 6월 8일

총 참여 인원

127명

질문 언어

라오스어 / 영어 (동시 표기)

조사 연령대

19세 미만: 31 명

20대: 90명

30대: 6명

선택 방법

사전 시장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라오스 소비자가 우유를 선택할 경우
고려하는 10가지 주요 특성 선정

선택 기호

우유 가공 기법, 브랜드, 포장 디자인, 판매 당시 보관 방법, 우유 용량
유지방, 칼로리, 당, 해외 기술 협력, 가격

질문 방식

당신이 우유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5가지 기호를 선택하시오.

자료: 저자 작성.

나. 사전 테스트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라오스에서 직접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사
전 조사에는 총 5가지 브랜드 즉 태국-네덜란드 브랜드(Foremost), 태국-덴마
크 브랜드(Thai-Danish), 태국-일본(Meiji), 라오스-한국(Lao-Korea), 라오스
자체 우유 브랜드(Nabong)를 활용하였으며 브랜드, 가격, 유지방 그리고 칼
로리로 구성하였다. [표 3-3]과 같이 사전 조사를 위한 브랜드별 우유 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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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예시를 정리하였다. 200g을 우유를 기준으로 유지방은 0g에서 최대
15g까지 총 5가지(0g, 4g, 8g, 12g, 15g), 칼로리 5가지(110kcal, 130kcal,
150kcal, 170kcal, 190kcal), 가격 5가지(2,000Kip, 3,000Kip, 4,000Kip, 5,000Kip,
6,000Kip)로 구성하였다.

표 3-3. 사전 테스트를 위한 브랜드별 우유 속성과 가격 예시

브랜드
유지방
칼로리
가격

<1>
Foremost
Dutch
0g
110kcal
2,000Kip

<2>

Lao Nabong
4g
130kcal
3,000Kip

<3>
Thai-Danish
Denmark
8g
150kcal
4,000Kip

<4>
Meiji
Japan
12g
170kcal
5,000Kip

<5>
Lao-Korea
Korea
15g
190kcal
6,000Kip

자료: 저자 작성.

주어진 구간별 속성을 바탕으로 조합할 수 있는 유제품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25개4)이다. 유지방, 칼로리, 가격만을 조합할 경우 이론적으로 총 125가
지의 유제품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부분요인디자인(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고, 5가지 확률적 블록을 구분하게 되면 1인당 10개의 질문
으로도 분석5)이 가능하다.
[표 3-4]와 같이 2015년 7월 6일 라오스 국립대학교 농업대학에서 사전 테
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총 190명의 라오스 농업대학교 학생들 남학생 111명,
여학생 79명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로는 19세 이하 31명, 20대 138명, 30대

4) 전체 경우의 수는 5^4=625 개다.
5) 통계프로그램 SAS의 Proc factex를 이용하여 Fractional Factorial 결과를 얻었으며 전체 경우
의 수에서 5개의 블록을 설정하여 이 중 2개의 블록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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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이며, 라오스어로 진행하였다. 개인에게 10문항이 주어졌으며 6가지 보
기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유제품에 대한 선택 이후 응답자로부터
성별, 연령대, 12세 이하 아동과의 동거 유무, 개인 학력(고등학교 이상 졸
업), 1주일 우유 구매 횟수, 평균 월 소득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표 3-4. 사전 테스트 내용

내용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 테스트

조사 방법

직접 설문 조사 활용

조사 기간

2015년 7월 6일
190명 (남성: 111명, 여성: 79명)

총 참여 인원

19세 이하: 31명

조사 연령대

20대: 138명

30대: 21명

조사언어

라오스어

기호 선택 방법

1인에게 10개의 질문이 주어졌으며 6가지 선택사항 중 1가지 선택

질문 방식

본인이 선호하는 우유 제품을 하나만 선택하시오

자료: 저자 작성.

다. 본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그림 3-1]
과 같이 비엔티엔, 빡세, 루앙프라방으로 중부, 남부,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
에서 수행하였다. 2012년 기준, 비엔티엔 인구가 79만 7,130명으로 가장 많
고, 빡세 67만 122명, 루앙프라방 46만 3,485명 순이었다. 남녀 성비는 거의
1:1에 가깝고 연령별 분포는 19세 이하가 49%, 20대가 18%, 30대가 11%, 40
대가 9%, 50대가 6%이다. 설문 조사는 비엔티엔 2015년 7월 17일, 빡세 7월
23일, 루앙프라방 8월 5일에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도시 별 400명 총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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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1. 설문 조사 지역과 인구 현황(2014년)

루앙프라방
∙ 전체 인구: 463,485
∙ 성비: (1:1)

라오스 연령별 분표
∙ 19세 이하: 49%
∙ 20대: 18%
∙ 30대: 11%
∙ 40대: 9%
∙ 50대: 6%

비엔티엔
∙ 전체 인구: 797,130
∙ 성비: (1:1)

빡세
∙ 전체 인구: 670,122
∙ 성비: (1:1)

자료: Lao Statistics Bureau (2015), 통계자료(검색일: 2015. 5. 29).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조사는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
였으며 총 1,200명의 응답자 중 오류 35건을 제외한 총 1,165명의 유효 질문
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416명, 여성 748명으로 집계
되었다. 참여 연령대는 10~20대가 73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40대가 364명, 50~60대가 61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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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라오스의 본 설문조사

내용

조사 목적

라오스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조사 방법*

대면 설문 조사 활용

조사 기간

비엔티엔: 2015년 7월 17일~18일 (2일)
빡세: 2015년 7월 22일~7월 23일 (2일)
루앙프라방: 2015년 8월 4일~8월 5일 (2일)

총 실질 참여 인원 1,165 명 (남성: 416 명, 여성 748 명)
조사 연령대

10대~20대: 735명

조사 언어

라오스어

30대~40대: 364명

50대~60대: 61명

오류 발생 회수

오류 발생 35회 (비엔티엔 0회, 빡세 20회, 루앙프라방 15회)

질문지

라오스 사전 테스트와 같은 형태

주: *라오스 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의 조사를 위해서는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라오스 국립대학교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방법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따른 선호도 설문조사는 효용함수(Random Utility
Function)를 이용함으로써 속성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컨조
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으로 알려진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모형
이다. Greene(2003, p. 719)에 의하면 서열구분이 없을 경우 선택(j)에 따른
소비자(i)의 확률효용(   )모형은 [식 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식 3-1]

여기서   는 옵션(j)별 속성에 따른 소비자(i)의 (시스템적인) 효용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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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는 일반적인 오차항이자 효용의 확률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는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예: 브랜드 dummy, 칼로리, 지방, 가격,
소득, 가구수, 교육 수준 등)를 의미한다. 이 경우 소비가(i)가 k 옵션이 아닌
j 옵션을 선택했다면, 그 확률(Pr)은 [식 3-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 r   ≥    for    ≠   ············································· [식 3-2]

이러한 확률의 경우 주로 프로빗(probit)이나 로짓(logit)으로 분석이 이루
어지지만, 정규분포에 대한 다중 적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프로
빗보다는 로짓모형을 주로 이용해 왔다. 만약   가 선택을 의미하는 확률변
수라고 할 경우 McFadden(1974, p. 111)에 의하면 J개의 오차항이 상호 독립
적이고 동일한 I형 극값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or Gumbe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오차항의 누적확률분포는 [식 3-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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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비자(i)가 옵션(j)을 선택할 확률은 [식 3-4]와 같은 조건부 로짓
(conditional logit)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p′  
P r       
······················································· [식 3-4]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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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부 로짓모형은 우도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만약   =  일 경우  =1이고,   ≠ 인 경우  =0 이라고 할 경우,
우도함수는 [식 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화하는 변수(  )를
추정할 수 있다.



log  



 

    

 log 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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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확률효용함수가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  ,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주로 선택의 속성을 나타내며,   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택
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를 고려한 조건부 로짓모형은 [식 3-6]과
같은데, 개인별 특성(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조건부 로짓모
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exp′   ′  
exp′  exp ′  

 [식 3-6]
P r       




exp

exp′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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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자 인지도조사 분석 결과
본 설문조사는 비엔티엔 400명, 빡세 380명, 루앙프라방 385명, 총 1,165
명의 응답자가 참가하였는데, 1인당 10개의 질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사용
한 자료 수는 모두 1만 1,650개이며, 속성변수 및 각 브랜드 더미 변수가 효
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를 통해 유제품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 가격6)과 유지방 함량은 효용과 음(-)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칼로리는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브랜드 별로 살펴보
면 Formost(태국-네덜란드) 브랜드가 가장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Thai-Danish(태국-덴마크) 우유가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Meiji(태국-일본)와 라오스 자체 브랜드인 Nabong 우유는 유사한 수준
의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Lao-Korea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나
타내고 있다. Lao-Korea 브랜드의 우유제품의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시장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시한 지불의향 가격(bidding pric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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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유제품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변수

추정치

표준편차

가격

-0.0352***

0.0075

지방함유량

-0.0269***

0.0022

칼로리

0.0009***

0.0003

Foremost

1.7163***

0.0687

Lao Nabong

1.0813***

0.0764

Thai-Danish

1.4479***

0.0671

속성변수

브랜드 더미

Lao-Korea

0.7624***

0.0733

Meiji

1.1846***

0.0702

주: ***는 1%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3-2]의 추정치 결과를 이용하고, [식2-4]식(또는 [식 2-6])을 고려하면,
각 브랜드 속성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약 각 브랜드의 가격이 5,000kip, 유지방함유량이 10g, 칼로리가 150kcal라고
가정할 경우 브랜드별로 소비자가 선택할 확률은 Foremost 28.5%,
Thai-Danish 21.8%, Meiji 16.7%, Lao Nabong 15.1%, Lao-Korea 11.0%이며,
7.0%가 우유를 사지 않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조사는 비엔티엔, 빡세, 루앙프라방 세 도시에서 진행하였는바,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4-2]와 같다. 세 도시 모두 가격과 지방함유량 변수가
효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칼로리의 경우 효용과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루앙프라방 지역은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별
로 살펴보면 세 도시 모두 Foremost(태국-네덜란드) 브랜드가 가장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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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나타냈으며 Thai-Danish(태국-덴마크), Meiji(태국-일본) 순이다. 한국
과 협력을 통한 유제품인 Lao-Korea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데, 특히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에 비하여 빡세 지역에서 유난히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은 한국 관광객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빡세는 한국과 교류가 적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비엔티엔, 빡세, 루앙프라방의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 비교

비엔티엔

빡세

루앙프라방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가격

-0.0420***

0.0127

-0.0227*

0.0137

-0.0383***

0.0129

지방함유량

-0.0255***

0.0036

-.02900***

0.0041

-0.0265***

0.0037

칼로리

0.0015***

0.0006

0.0016***

0.0006

0.0006

0.0006

Foremost

1.5532***

0.1189

2.0424***

0.1180

1.5290***

0.1212

Lao Nabong

1.1437***

0.1310

0.8878***

0.1350

1.1102***

0.1335

Thai-Danish

1.3060***

0.1162

1.7563***

0.1149

1.2509***

0.1186

속성변수

브랜드 더미

Lao-Korea

0.8488***

0.1251

0.4908***

0.1314

0.8223***

0.1275

Meiji

1.1428***

0.1209

1.2700***

0.1219

1.1277***

0.1232

주: ***,**,* 는 각각 1%, 5% 10%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성별 유제품 선호도 조사결과는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응답자 중 남성
은 416명, 여성은 748명으로 10개의 질문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 수는 남성
4,160개, 여성 7,480개이다. 유제품 선택에 있어 가격과 유지방이 모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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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이는데, 남성 소비자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받
고 있으며, 여성 소비자는 유지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로
리는 남성 소비자에게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여성소비자의 선호도와
는 유의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유제품 구매에 있어 남성은 가격과 칼로리
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여성은 유지방과 가격을 더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브
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Foremost, Thai-Danish, Meiji 순
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표 4-3. 성별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 비교

남성

여성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가격

-0.0674***

0.0127

-0.0176*

0.0094

지방함유량

-0.0253***

0.0036

-0.2550***

0.0027

칼로리

0.0022***

0.0006

0.0002

0.0004

Foremost

1.4590***

0.1139

1.8586***

0.0864

Lao Nabong

0.8699***

0.1269

1.1955***

0.0961

Thai-Danish

1.2065***

0.1116

1.5796***

0.0843

Lao-Korea

0.7195***

0.1204

0.7641***

0.0929

Meiji

0.9507***

0.1163

1.3134***

0.0885

속성변수

브랜드 더미

주: ***,**,* 는 각각 1%, 5% 10%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나누면 [표 4-4]와 같다. 10~20대와
30~40대는 가격변수가 선호도에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50~6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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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격변수의 유의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정도 측면에서 볼 때,
30~40대가 상대적으로 10~20대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데, 이는 대부분 12살
미만의 아동이 있고, 우유 구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유지방은 선호도에 모두 음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
는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지방이 낮은 우유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데, 특히
Foremost와 Thai-Danish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표 4-4. 연령별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 비교

10-20대

30-40대

50-60대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0.031***

0.0001

-0.0430***

0.0137

-0.0350

0.0367

지방함유량 -0.0234***

0.0027

-0.0314***

0.0039

-0.0441***

0.0104

0.0007*

0.0004

0.0010*

0.0006

0.0017

0.0015

Foremost

1.6698***

0.0871

1.7247***

0.1215

2.2800***

0.3080

Lao Nabong

1.0761***

0.0967

1.1005***

0.1353

1.0527***

0.3472

Thai-Danish

1.3563***

0.0851

1.5530***

0.1184

1.9338***

0.3024

Lao-Korea

0.7588***

0.0926

0.7696***

0.1300

0.5310

0.3465

Meiji

1.2385***

0.0886

1.0729***

0.1253

1.0415***

0.3251

속성변수
가격
칼로리
브랜드 더미

주: ***,**,* 는 각각 1%, 5% 10%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4-5]은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제품 선호
도 조사를 정리한 표이다. 두 경우 모두 가격과 유지방함유량이 효용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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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인다. 다만 칼로리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아동이 없는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아동이 있는 경우 특히 Foremost,
Thai-Danish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 유무에 따른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

Kids

No Kid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가격

-0.034***

0.0098

-0.036***

0.0118

지방함유량

-0.0280***

0.0028

-0.0258***

0.0034

칼로리

0.0010**

0.0004

0.0008

0.0005

Foremost

1.9343***

0.0915

1.4490***

0.1061

Lao Nabong

1.1623***

0.1018

0.9860***

0.1179

Thai-Danish

1.6559***

0.0895

1.1903***

0.1035

Lao-Korea

0.8923***

0.0978

0.6000***

0.1129

Meiji

1.3673***

0.0935

0.9734***

0.1085

속성변수

브랜드 더미

주: ***,**,* 는 각각 1%, 5% 10%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소득별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있다. 월 소득이
250만 Kip이상인 응답자는 10% 가격이 높을수록 유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고소득 집단에서 우유는 일종의 기펜재로도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방함유량은 소비자 선호도에 모두 음(-)의 관계를 보
인다. 브랜드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그 순위가 Foremost, Thai-D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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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ji, Lao-Nabong, Lao-Korea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6. 소득별 유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 비교

< 1,000,000Kip

1,000,000 << 2,500,000

> 2,500,000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추정값

표준편차

-0.0054***

0.0102

-0.0310***

0.0131

0.0414*

0.0219

지방함유량 -0.0240***

0.0029

-0.0254***

0.0038

-0.0448***

0.0065

0.0007

0.0004

0.0009*

0.0006

0.0015

0.0010

Foremost

1.7724***

0.0917

1.6955***

0.1234

1.4351***

0.1939

Lao Nabong

1.1506***

0.1021

1.1528***

0.1365

0.4812**

0.2189

Thai-Danish

1.4670***

0.0897

1.4647***

0.1204

1.2436***

0.1882

Lao-Korea

0.8069***

0.0979

0.8179***

0.1310

0.2931

0.2101

Meiji

1.1854***

0.0941

1.2751***

0.1255

0.8761***

0.1982

속성변수
가격
칼로리
브랜드 더미

주: ***,**,* 는 각각 1%, 5% 10%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라오스 유제품 시장에서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주
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라오스 주요 거점 도시 세 곳(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빡세)을 선정하고 총 1,165명의 유효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각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2015년 8월 기준, 라오스 유
제품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는 대부분 태국에서 외국계 기술과의 합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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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여 수입된 제품인 Foremost, Thai-Danish, Meiji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도 라오스 정부가 도입했지만 실패한 Lao-Nabong 브랜드가 있다. 한국과의
개발협력을 고려할 때, 만약 한국의 유제품 기술이 접목된 제품, 가칭
Lao-Korea 유제품이 라오스 시장에서 판매된다면 소비자의 인지도는 어떠
한지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라오스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 소비자들이 우유 구매 시 판단하는 주요 속성은 브랜드, 가
격, 칼로리, 유지방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동일하
지만 여성의 경우 브랜드, 칼로리, 가격, 유지방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라오스 내에서 브랜드와 가격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라오스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우유가격이 낮을수록, 유지방함유량이
낮을수록, 칼로리가 높을수록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인 소비자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다소 차
이가 있는데, 특히 50~60대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격과 칼로리가 우유구매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월 소득 250만 Kip 이상)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유에 대한 선호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라오스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Foremost, Thai-Danish, Meigi,
Lao-Nabong, Lao-Korea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특히 Foremost와 Thai-Danish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특히 연령대가 높은 50~6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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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명확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기술 제휴로 오랜 기
간 동안 라오스 내에서 유통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유통되다가 이제는 없는 제품인 Nabong 제품
의 경우 빡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Meiji와 유사한 선호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기술을 협력한 Lao-Korea 제품의 경우
젊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
으로 광범위한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 지역보다 빡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는
데, 이는 빡세 지역이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
협력 사업이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남성의 경우 가격과 지방함유량 및 칼로리가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 가격과 지방함유량이 유의미하며, 칼로리는 구매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각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
불의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함유량 차이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라오스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소비자는 칼로리가 높은 우유
제품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칼로리가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있는 소비자의 우유구매에 대한 지
불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소비자가 우유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라오스와의 개발협력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림 5-1]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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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라오스 유제품 시장의 중요성과 아동의 영양개선

자료: 저자 작성.

첫째, 라오스 소비자가 아동의 영양섭취에서 유제품의 중요성을 어느 정
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제품 소비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라오스 국영브랜드 또는
자체 브랜드와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오스 소비자는 주로
태국 TV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
약 라오스 내 유제품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자체 브랜드를 통하여
홍보할 경우, 라오스 유제품 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라오스의 영유아 영양개선 측면에서 볼 때, 유제품이 중요한 공급원
이기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 의무화, 영유아 아동 우유지원 사업 활성화, 농
촌 아동 우유 섭취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라오스 자체 생산 및 유통기반과 연계할 경우 라오스 농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라오스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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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제품 산업은 젖소 사육에서부터 생산성이 높은 우유를 생산하기
까지 일정 수준의 자본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산악지역이 많은 라오스의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기후조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자본과 기술력 측면에서 태국산 수입제품과
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라오스
내 신선유에 대한 유통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는 이러한 신선우유에 대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개발협력 분
야에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
은 라오스의 국립농업대학교에서 현재 젖소 사육을 위하여 사료분야에서 기
초낙농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국영연구기관(NAFRI, 한국
의 농촌진흥청)에서도 라오스 우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에서 이 분야는 양자간 상호 협력하여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
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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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Ⅰ. 서론
Ⅱ. 사회문화적 요인과 아세안공동체
Ⅲ. ASCC의 비전과 이행계획
Ⅳ. ASCC의 이행 현황
Ⅴ. 결론: ASCC전망과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Ⅰ. 서 론
본 연구는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의 이행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사회문화적 함의
를 고찰하고자 한다. ASCC의 영역은 정체성 형성과 촉진을 위한 문화, 교육
분야의 협력과 더불어 빈곤, 개발 등 사회문제를 포괄한다. 정치안보공동체
(APSC: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를 추동하는 신뢰구축과 정체
성의 문제 그리고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경제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동남아시아연구, 제25집 4호 (2015년)에 게
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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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각 공동체 영역간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체성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문
제에 대한 다양한 아세안 사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의 정치경
제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함에 있어 아래의 구체적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문화공동체 개념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ASCC관련 개념을 아세안 발전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역할과 더불
어 논의하고자 한다.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공동체의 경우 경제, 정치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를 사회문화의 이름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협력분야의 중복의 문제가 생
겼으며 무엇보다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
했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과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은
시장지향의 AEC와 격리되었다.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을 위한 핵심 기반인
신뢰구축은 제도적 규범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형성과 공유를 필요로
한다. 안보의 개념을 인간안보로 확대할 경우 사회문화공동체의 다수 항목
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요인의 특징으로 인해 ASCC의 성
취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목표 설정이 오히려
당장의 관심과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글은 아세안공
동체의 개념적 미비함이 사회문화공동체와 연관되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사회문화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 정체성과 규범의 문제들이 갖는 복합
적 성격을 정치안보,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고찰하여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협
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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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ASCC를
둘러싼 개념과 아세안이 실제 제시하는 ASCC의 비전은 차이가 있다. ASCC
의 비전과 구체적 계획들을 아세안이 설정한 목표인 ASCC청사진(blueprint)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ASCC추진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ASCC의 추진 계획을 담은
ASCC청사진(blueprint)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현황을 고찰하
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 사업의 고찰을 통해 아세안의 기능적 협
력 양적·질적 증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 정도 또는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성 목표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사안들
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2015년 말까지 가시적 목표 달성에 있어 ASCC의 성
과 또는 한계를 밝히고 그 특성상 장기적 비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추진현황을 고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세안공동체 전반에 걸친 개념적 카테고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아
울러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핵심과제가 사회문화적 연결고리임을 주장하고
자 한다. 아세안공동체의 설립이 ‘정부간 협력’을 넘어 물적 토대를 기반으
로 ‘민중의 삶’의 개선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규범’ 확립에 있음을 고려
할 때 ASCC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아세안공동체의 성
격과 의미를 전망하는 데 핵심적 사안이다. 아세안과 회원국이 직면한 교육,
보건, 환경, 개발격차, 재난방지, 문화 등 다양한 과제를 살피고 지역적 차원
의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공동체와 사회문화적 요인의 이
론적 검토 후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부상과정과 개념적 문제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둘째, ASCC청사진에서 제시된 ASCC의 구체적 비전과 아세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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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목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ASCC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세안공
동체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회문화적 요인과 아세안공동체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를 고찰함에 있어 국제관계이론의 구성주의적 접
근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전통에 비해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1) 정체성(identity)의 문제는 일국의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서도 핵심적 사안으로 이해된다. 국가차원의 정체성은 가치(values)를 형성
하고 이는 특정 행위에 대한 선호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Ashizawa
2003, pp. 578-579). 특히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는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된
다. 아차르야(Achary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주의 제도의 발전을 정
체성 형성(identity-building)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역내 협력의 제도화 과정
은 단지 물질적 이해관계의 반영이 아니라 아이디어(ideas), 문화적 규범
(cultural norms), 정체성 형성(identity-formation)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
장한다(Acharya 1997, p. 343).
정체성은 지역협력과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일련의 협력을 구성하는 독
립변수이자 이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분석된다. 지역주의의 발전은 지
역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지역성(regioness)을 가져올 수 있다. 아세안의 냉전

1) Kuniko Ashizawa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제관계저널에서 1995년 이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논문의 수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Ashizaw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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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아세안-10’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동남아시아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Acharya 2000). 1967년 아
세안 설립 당시 회원국 자격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한정되었으나 정작 동남
아시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아세안 설립 당시 실론(스리랑카)이
가입 제안을 받는 등 동남아시아의 정체성은 매우 유동적이었다. 동남아시
아가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구성되어 아세안의 발전을 이끈 것이 아니라 아
세안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화 과정이 동남아시아의 정체성을 이
끌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세안 연구에 있어 ‘문화’는 아세안 규범이 생성 발전하는 데 있어
근간으로 인지되었다. 특히 자바(java) 문화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농경문화에서 발전된 관습들은 이른바 ‘아세안방식’(ASEAN Way)
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의 수장이 군
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구성원의 협의와 합의(musyawarah dan mufakat)는 아
세안의 협의를 통한 만장일치제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제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었다. 농경사회의 특성상 마을공동체의 일을 협동하여 처리하는
고똥로용(gotong royong)의 전통은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준
에서 협력을 추진해온 모습과 유사하다. 아울러 개인관계와 체면을 중시하
는 전통으로 인해 아세안 정상간 긴밀한 인간관계와 민감한 사안의 의제 채
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문
화적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정치안보분야에서의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주목
하여 아세안적 특성을 유출하는데 주력해왔다(Acharya 1999; Beeson Bellamy,
and Hughes 2006; Brigg 2011; Haacke 2003).
그러나 아세안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자칫 문화결정론에 입각해 아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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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문화적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세안 규범과 아세
안 방식의 형성과 발전에서 대내외적 정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장기집권은 정치엘리트간의 유대관계 형
성을 가능하게 했다. 태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내문제
에 집중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환경도 대내외적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직접 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들이 타국가의
내정에 대한 ‘무조건적’(unconditional) 불간섭 전통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결정론의 한계는 아세안 방식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
서도 드러난다. 냉전 이후 경제중심적 지역협력의 등장, 회원국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이질성의 증대 등은 아세안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를
주도했다. 경제분야 협력에서 ‘아세안-x’원칙의 도입은 모든 국가가 만족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의 변화를 의미한다. 남중국해 갈
등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 표출 증가는 문화적 전통의 공유만으로는 아세
안의 단결된 협력이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추진 과정은 사회문화적 요인 그 자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03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를 통해 아
세안공동체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문화, 경제와 더불어 사회문화는
아세안공동체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공동체의 구상이 애
초 세 가지 축에 대해 신중하고 균등한 관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아세안
공동체 구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분야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
와 태국의 경제통합 구상에 기반했다. 역내 리더십의 재개를 모색 중이던 인
도네시아가 정치분야협력을 중심으로 정치안보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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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리핀을 중심으로 사회문화분야 협력에 기반한 사회문화공동체를 또 다
른 축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사회문화공동체 분야의 구상과 개
념 설정이 상대적으로 우선 분야가 아니며 정치안보, 경제 공동체가 담지 못
한 다양한 사안들을 포괄하는 공동체 축으로 제안되었다.
2003년 공동체건설을 공식 제안한 ASCC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살
핌의 공동체로서 파트너십으로 단결된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며 2) 1976년 1
차 발리선언에서 명시한 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되 이는 소외그룹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 아동,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영역의 참가를
목표로 해야 하며 3) 경제통합에 대해 준비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나 인력의
개발과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필
수적 전략이며 4) 각종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하는 공공의료 부분의 협
력을 강화해야 하며 공동체 안보는 빈곤과 질병이 통제하에 있을 때 강화되
며 5) 학자, 문인, 예술가, 언론인 등의 상호 교류와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촉
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awareness)강화와 더불어 지역 정체
성을 강화해야 하며 6) 인구증가, 실업, 환경문제, 초국경 오염, 재난관리 등
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개별회원국의 발전잠재력을 실
현하고 상호간의 아세안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ASEAN 2003).
ASCC청사진(blueprint)은 ASCC에 대한 아세안의 비전과 이행계획을 명시
한다. ASCC는 “민중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살핌과 나눔의 사회
를 건설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아세안 민중과 국가간의 연대와 단결
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민중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의 보호와 촉진 및 사회정의의 촉진, 타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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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격차의 해소 등을 주요 ASCC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한다(ASEAN 2009).
이상에서 제시된 ASCC의 비전으로부터 몇 가지 개념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이 빈곤, 환경, 노동의 문제 등을 포괄하
는 사회적 발전에 중점을 둔 구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에 알려진 문화공
유와 문화교류 중심의 사회문화협력 중심의 사회문화공동체의 이미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ASCC의 중요성과 비전을 기타 분야의 협력과
연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제통합에 따른 다수 노동인력의 경제적 혜택
을 배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AEC와의 개념적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은 지역통합 또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역경
제통합은 국내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과 혜택의 재분배
과정의 불평등으로 인해 승자(winners)와 패자(losers)의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EC는 모두가 승자됨을 가정하는 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
는데 반해 ASCC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곧 ‘사회적’(social)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AEC는 경제공동체의
구성 요인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과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설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값싼 노동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다수의 후발국가들
의 경우 일부 전문직(의료, 회계, 법률 전문가)에 한정된 ‘숙련’노동의 이동
은 경제통합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특히 ‘보살피고 나
누는’ 공동체 정신에도 위배된다. 즉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은 회원
국이 당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발생은 해당국으로부터 자
국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고
자 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결국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한 각 회
원국은 상대 회원국의 불안정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 212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중심으로

데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다면
경제통합은 승자와 패자 간의 엄격한 구분과 더불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아세안의 경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AEC에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ASCC의 ‘사회적’ 성격과 의미는 개
념적으로 매우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빈곤의 문제를 공동체의 ‘안보’ 유지의 근간으로 인식하여 정치안보공동
체와의 개념적 연결고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안보’에 대한 재
정의를 내포한다. 즉 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둘러싼 군사적 사안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 개념
의 수용을 필요로 한다. 안보문제에 대한 개념적 확대는 APSC에서도 목격
되지만 안보의 대상 즉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국가에 한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
한 안보위협요인에 주목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수준에
머물고 있다. ASCC에서 빈곤의 문제를 안보와 연관지어 언급한 것은 ‘포괄
적 안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경제, 보건, 환경의 문제
등을 언급한다. 아울러 인권의 보호와 촉진 그리고 재난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ASCC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개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APSC가 안보를 국가중심적 사안으로 한정함에 따라 ASCC에서 인간안보의
논의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발리선언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세안공동체의 세 축은 긴밀히 연관되
어 서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APSC와 AEC가 선점한 주요 개
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ASCC가 공동체 구상단계에서 후차적으
로 고안된 점은 결국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낳았다. 이로 인해 각 협력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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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프로그램과 협력 분야간 중복성과 모호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경제공
동체가 경제적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의해 선호되고 추진됨
에 따라 후발국가들의 상대적 불이익의 발생가능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필
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후발국가들에게 혜택적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ASCC일지라도 이 국가들이 당면한 빈곤과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아세안공동체의 개념과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구체적 ASCC 이행계획과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ASCC의 비전과 이행계획
ASCC청사진은 아세안의 구체적 특성과 이행계획으로 6개 항목을 제시한
다. 이에 따르면 ASCC의 주요 분야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사회복
지와 보호, 사회정의와 권리, 환경지속가능성 확보, 아세안정체성형성, 발전
격차의 해소로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협력에 있어 삶의 질의 향상을 비롯한
인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협력의 성격과 깊이는 민중
의 마음을 얻고 보살핌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다. 이러한 비전은 2009년 채택된 ASCC청사진(ASCC Blueprint 2009-2015)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ASCC청사진은 위 핵심분야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위해 교
육과 평생교육, 인력개발훈련과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한 기회
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강조한다. 아울러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선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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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 개발 활동에 있어 영어, ICT와 응용과학기술의 이용을 촉진할 것을
포함한다. 둘째, 사회복지와 보호와 관련하여 빈곤의 개선, 환경, 재난 관리
와 보건에 주목한다. 셋째, 사회정의의 촉진과 더불어 시민권리의 정책반영
은 소외계층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한다. 넷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보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토양, 물,
광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산림, 해안,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
및 수질과 대기질의 향상을 포함한다. 다섯째, 아세안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서는 아세안 사회의 각 단계에서 다양성 속의 단결(unity in diversity)정신에
기반한 공동가치와 인식을 향상하고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섯째,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아세안-6(브르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 그리
고 고립적 저발전이 지속되는 아세안 내 사회적 발전격차 감소를 과제로 제
시했다(ASEAN 2013b).
ASCC청사진에 제시된 이행계획들은 당초 제시된 ASCC의 비전과 목표
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CC청사진에 나타난 이행계획
들은 그 구체적 성과와 실현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떠나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첫째, ASCC의 ‘사회적’ 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계획들과 개념
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시장적’요
인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과 세계화에 따른 부정
적 여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보호와 관련한 이행계획들은 경제통합에 따
라 창출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장성에 함몰될 수 있
는 사회보험제도의 촉진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를 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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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직, 삶의 질 저하, 노동여건 악화와 같은 사회적 문
제와 같은 근본적 접근 대신 인터넷상에서의 포르노물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같
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식량안보와 안전과 관련한 이행계획도
경제통합과 세계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 이행계획은 식량안전
을 이유로 검역 및 위생과 관련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연상시키는 경제통합 가
속화 조치들로 구성된다. 의료보건에 있어서도 보건위생 관련 상품과 서비스
능력개발 전략 마련을 제시하는 등의 시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 삶
의 질 촉진과 관련해서는 도시 빈민의 거주환경과 빈곤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
를 배제한 채 대기질과 공해물질 배출감소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비사업적 영역에서의 사회정의와 권리에 있어서도 약자의 권리보호보다는
정부 관리의 수월성에 보다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권리의 보호
와 촉진과 관련하여 인력 송출국의 정책, 규제와 법률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수
용국의 입장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
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경우에
근본적인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아세안 프로젝트에의 참여로 그 의미가 축
소되었다. 아세안 및 공동체 인식 촉진에 있어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 수행과
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연대의식과 정체성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한다. 반면
미디어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과 내용보다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스포츠, 문
화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의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동체 건설
에 있어 문화적 요인의 문제를 문화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수 이행계획은 APSS 및 AEC와 중복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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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된다. 각 공동체의 축이 상호 긴밀하게 개념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연
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이행계획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동체 추진방안일 것이다. APSC가 주요 문제로 제기하였던 재난대응과 관
리는 뚜렷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발전
격차의 해소 항목은 경제공동체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다.
셋째, 여타의 공동체 추진방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측정 가능성에 의문
이 제기된다. 다수의 이행계획들은 촉진(promote), 권고(encourage), 노력
(work toward) 등의 추상적 단어들로 표현되었다. 특히 재원이 소요되는 사
업 분야에서 이러한 추상적 이행계획이 두드러진다.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
려할지라도 이 같은 이행계획은 향후 이행여부와 진행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며 공동체간 유기적 결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 3-1. ASCC 청사진이 제시한 주요 특징과 세부목표

특징

세부 목표

교육개발과
우선책

인간개발

인력개발투자

- 2015년까지 초등교육 100% 입학 실현
- 교육질 향상 위한 교사연수와 교환프로그램
- 아세안 장학프로그램의 정기적 리뷰
- ICT를 활용한 평생교육 촉진
- 역내-지역과 교육기구 간 협력 강화
- 각급 학교에서의 아세안 관련 과목(studies) 및 전공 개발
과 설치
- 2009년 인력개발분야 우수 센터 조사 실시
- 사업장 내 영어 사용 촉진
- 직업교육격차 평가작업 실시/노동자 ICT 기술 향상
-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
발과 이행
- 아세안기능경연대회 정기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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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특징

세부 목표

양질 일자리
창출

- 정부의 노동시장과 인력개발지수 감독 역량강화
- 아세안기능인증체제 설립 위한 국가 기능체제 마련

ICT촉진

- ICT활용능력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 인터넷상의 긍정적 ICT이용 촉진
- 각급 학교교육에서의 ICT활용 도입

응용과학기술
(S&T)
접근성 강화

- S&T센터 네트워크 설립
-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강화
- R&D협력을 위한 민간분야와의 전략적 제휴
- 기존 ASTNET의 강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자
기업가정신
기술강화

- 관련 포럼과 네트워크 형성

인간개발

공무원능력
개발

빈곤완화

사회복지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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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세계화
부정적 여파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보호

- 공공부문서비스워크플랜(2008~12) 컨퍼런스(ACCSM)개최
- 교육 및 훈련 전문가풀 육성
- 각종 교육 및 훈련 교안, 프로그램 육성과 이를 위한 협력
강화
- 공무원 효율성과 성과중심 서비스 향상 제도 마련
- UN밀레니엄개발위한 아세안로드맵 구상 및 이행
- 회원국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 지지
- 농촌인프라, 용수공급, 위생사업 시행 노력 강화
- 빈곤관련 아세안 데이터베이스 설립 추진
- 관련 학술활동 개최를 통한 경험 공유
- ASEAN Network for Family Development 설립
- 현 사회보호체제에 대한 조사 실시
- 사회안보시스템 사례 공유
- 사회보험제도 설립을 추진
- 사회보호단체간 네트워크 설립
- 농업, 산림, 어업 자연재해위험 지원 체제 연구
- 인터넷포르노 억제를 위한 예방 및 대응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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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특징

사회복지와
보호

세부 목표
- 동식물의 이동 위생검역절차를 포함한 식량안보기준의
국제 표준화
- 안전 위생적인 식품 생산 촉진
식량안보와
- 위험분석능력 향상
안전
-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참여 촉진
- 아세안시민에게 항시적 식품 접근 보장
- 환경친화적 농업 및 식품가공기술 적용 권장
- 기초의료인프라 투자촉진
- 정보 및 교육중심의 공공의료정책 홍보
의료보건
- 통합위기관리 전략
- 보건 위생관련 상품과 서비스 능력개발 전략 마련
- 전염병예방과 통제 위한 역내 협력 메커니즘의 마련과 강화
- 국가별 능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전염병
- HIV, 에이즈, 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
통제능력 향상
템 강화
- 전염성질환 의약품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촉진

마약퇴치

-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 등에서의 마약예방과 통제 프로
그램 개발
- 계몽활동과 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
- 회원국 내 마약재활센터 설치 촉진

재난대응과
관리

- 2015년까지 아세안재난관리응급대응협정 이행
-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AHA Centre)설립 지원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 여성, 아동 권리 보호 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립 노력
복지와 권리 - 여성상대 폭력근절 선언 이행을 위한 워크플랜 이행 노력
보호와 촉진
사회정의와
권리

이주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촉진

- 이주노동자권리 보호와 촉진 선언이행을 위한 아세안위
원회 운영
- 정기적 포럼의 제도화
- 인력송출국의 정책과 규제,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

기업의
사회적책임
(CSR)의 촉진

- 2010년까지 CSR에 대한 정책 모델 개발
- 민간부문의 아세안사업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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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특징

세부 목표

국제환경이슈

- 환경다자협약(MEAs)관련 개별국가 또는 지역 능력 배양
- MEAs관련 아세안 공동이해 및 입장 개발 촉진

초국경적
환경오염

- 초국경적 헤이즈 오염: 아세안헤이즈협정의 이행과 아세
안 조정센터 운영
- 초국경적 유해 폐기물의 이동:정보, 경험교류 협력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아세안환경교육행동계획의 이행
- 환경교육의 촉진과 환경친화적개발 컨텐츠 개발

- 아세안환경친화적기술네트워크(NEST) 운영
환경친화적
기술 (EST)촉진 - 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촉진
도시 삶의 질
촉진

- 아세안환경적지속가능한도시 이니셔티브 지속, 확대
- 공해물질배출감소를 대책 마련

환경정책과
- 환경관련 측정, 모니터, 보고체제의 항목의 조화
데이터베이스의 - 정책결정과 환경영향 보고를 위한 정기적 정보보고의
조화
지속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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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과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기관, 영역 간 협력 강화
- 해양문화유산, 해양생태계보전 교육과 네트워크 강화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 생물다양성 손실의 감소
- 아세안유산공원의 지정확대
- 생물다양성 촉진에 로컬커뮤니티 개입촉진
- 공동연구, 전문가 풀 등을 통한 기술개발과 경험공유

수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아세안수자원관리행동계획전략 이행 지속
- 2016년까지 안전한 식수접근불가자 수 절반 감축

기후변화
대응과 영향

- 아세안기후변화이니셔티브 개발 노력 지속
- R&D활동촉진 및 관련 정책, 과학연구 촉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촉진

- 아세안산림협력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의 이행
- 산림거주자 공동체를 포함한 관리 촉진
- 개발 위한 국제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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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특징

세부 목표

아세안인식과
공동체 인식
촉진

아세안
정체성
형성

발전격차
축소

- 아세안정체성과 인식확대를 위한 개별 국가의 지역, 국가
커뮤니케이션계획의 재고와 개발
- 관련부처의 아세안정체성 향상 노력 촉진
- 다양한 언론홍보매체 조율
- 대화상대국과 아세안회원국 간 미디어종사자 네트워크
와 교류 증대
- 아세안스포츠행사의 촉진
- 아세안문화 관련 각급학교 교육강화

- 아세안문화 유산과 전통의 보호, 보전, 촉진을 위한 개별
국가차원의 입법 및 지역 메커니즘의 개발과 향상
아세안문화유산 - 아세안차원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보전과 촉진 - 문화관광산업 육성
- 아세안회원국과 대화상대국 내 아세안문화원 설립에 연
구 실시
문화창의성과
문화산업의
촉진

- 중소문화사업자 네트워크 건설을 통한 문화산업자원 개
발 촉진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과 유통 촉진
- 아세안파트너국가들과 문화산업 및 창조경제협력 촉진

공동체 관여
지원

- 아세안공동체관련 비정부기구관여
- 아세안사회포럼(ASF), 아세안시민단체회의(ACSC) 매년
개최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 IAI와 주요 하위지역협력 관련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사회 발전문제 연계
- 지역통합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응하는 CLMV국가들
의 사회정책 개발과 이행에 대한 지원 지속
- 아세안공동체건설 가속에 따른 회원국의 영향에 대한 조사

자료: ASEAN(2009), 저자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한계에도 불구하고 ASCC청사진은 적어도 향후 논의 기
반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사회문화협력분야의 주요 사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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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발전’의 문제로 제시했다.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마련 등의 노
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다수의 항목에서 제시하는 바
는 현재 아세안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조사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네트워
크 구축 등을 통한 기존 협력과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문화문
제에 있어 장기적 접근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각 주제항목들이 시사하는 ‘사회성’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행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주제어로 남아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아동에 대한 교육, 취업, 기업, 권리 등 제 분야에 걸친 강조
와 이행계획의 마련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Ⅳ. ASCC의 이행 현황
ASCC의 현황은 ASCC청사진이 제시한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측정 가능성과 타당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
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수 항목이 추상적 의지표현에 그치고 있으며 이미 진
행 중인 사업 또는 네트워크 형성의 촉진을 목표로 했을 경우 이것을 오롯이
ASCC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집계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AEC가 구체적 정보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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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카드제도를 도입하여 2차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
ASCC도 스코어카드 집계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발행하였으나 구체적
스코어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ASCC 이행 중간보고서(MTR)는 2013년 6월까지의 이행상황에 대해 각
회원국 정부 보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개별국가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적합성, 효과성, 효
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5점척도로 이행도를 평가
하였다. 그러나 5점척도 결과와 같은 실제 항목별 평가결과는 보고서에서
제외되어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주목할 점은 MTR보고서의 평가가
지역차원의 이행과 국가차원의 이행 평가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
문화공동체의 달성이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차원의 ‘발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지역차원에서 사회문화적 문제를 공동의 문제
로 인식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ASCC의 한계로 귀
결된다.
ASCC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은 각 항목간 중복사업이 다수 포함
되어 효율적 추진 및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순 사업 건수로 집계할 경우 중복 집계되어 실제 이행보다 과장되어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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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ASCC행동계획 이행현황과 중복성 사업

행동계획

이행 건수

중복사업 조정후 이행 건수

인간개발

61

216

57

사회복지/보호

94

151

91

사회정의/권리

28

31

22

지속가능환경

98

109

67

아세안 정체성

50

78

48

발적격차 완화

8

12

8

자료: ASEAN(2014), p. 8.

ASCC의 집계는 이행항목 중 ‘촉진’, ‘권장’, ‘추진’ 등으로 제시된 경우 실
질적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단지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주요 사안에 대해 국내, 국제적 데이터와 문헌자료
를 통한 2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아세안의 위
치와 과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CC청사진이 제시했듯 광범위한 이행항목에 대한 이행정도
를 아세안의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발전
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간개발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
이자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목표의 이행과정을
주요 관련 국제지표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기타 분야에 대해 관련 현황을 제
시할 것이다. 비사업적 영역으로 사회정의 및 권리와 아세안의 정체성의 문
제를 고려할 것이다. 사회정의와 정체성의 문제는 ASCC의 궁극적 목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을 별개로 설정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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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정의와 정체성에 대한 시사점을 유출
할 것이다.

1. 인간개발
인간개발을 위한 교육부문의 개발과 협력은 ASCC의 중점 사업영역이다.
ASCC청사진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 초등교육 100% 입학 달성 목표에 이
미 대부분의 국가가 만족하고 있다. 태국과 브루나이 2개 국가만이 초등학
교 취학연령대비 취학률이 90%대 후반을 기록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100%
를 넘었다. 태국과 브루나이의 경우에도 경제적 요인보다 종교적 요인 등 사
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ASCC의 성과라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2010년경에 모든 회원국의 초등학교 진
학률이 90%를 초과한 상황이었다(ASEAN 2013a, p. 11). 이러한 증가추세를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인구의 평균수학기간은 아세안 6개국은 2005년 7.5년에서 8년으로 증
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CLMV은 4.6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청소년의 식자
율의 경우 아세안-6는 100%, CLMV국가들은 2000년 81%에서 2010년 92%
로 증가했다. 실업률은 9개국 평균이 2009년 3.84%에서 2011년 3.02%로 개
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협력에서 아세안대학네트워크(AUN)의 학점
교환제 실시와 학력인증시스템 등의 시스템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다수
의 이행 사업이 신뢰구축, 능력개발 또는 일회성 워크숍의 성격을 갖는다. 아
세안자격검증프레임워크(AQRF: ASEAN Qualification Reference Framework)
는 교육, 노동, 서비스 등에 걸쳐 폭넓게 관여된 사업으로 교육과정과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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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MTR보고서는 이를 숙련노동의 자유
로운 이동을 위한 공동체간 노력으로 평가했다. 각 협력분야별 다른 재원을
갖는다. 과학기술분야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대화상대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에서 제10차 아세안기능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는 단
지 기능경연을 넘어 아세안협력의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
아세안 교육협력의 진전은 1995년 아세안대학네트워크(1995)설립 등으로
ASCC이전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킨 바 있다. ASCC 추진에서 주목할
것은 교육의 ‘시장성’ 대두이다. 일례로 2005년 싱가포르와 라오스는 교육서
비스 개방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아세안이 ASCC의 성과로 집계
하고 있으나 실제 협정은 아세안서비스시장 개방에 입각한 것으로 경제분야
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ASEAN-X’가 공식협정명에 포함되었다
(ASEAN 2005). 이는 곧 교육시장의 우위를 갖는 싱가포르가 교육에 시장적
접근을 했음을 의미한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의
최근 인간개발지수(HDI)의 순위는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은 채 여전히 회
원국간 개발격차는 매우 크다. 상위권을 기록한 싱가포르(9위)와 브루나이
(30위), 중위권의 말레이시아(62위), 태국(89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
이 100위권 밖에 기록되어 미얀마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2000~13년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하위권 국가들의 HDI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이는 기준 지표가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적인 성장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국가들의 순위변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th

2) Worldskills, “10 ASEAN Skills Competition Opening Ceremony,” https://www.worldskills.org/
media/news/10th-asean-skills-competition-opening-ceremony(검색일: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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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 HDI 지수
(단위: 순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HDI 순위
(2013)
30
136
108
139
62
150
117
9
89
121

2008~13
순위변동
2
-1
4
3
1
0
-1
14
3
2

HDI성장률%
2000~13
0.27
1.75
0.90
1.44
0.58
1.69
0.49
0.92
0.83
0.96

성불평등 지수
초등교육률%
순위 2013
(입학연령 인구대비)
95
105
124
103
109
118
123
39
101
83
114
78
106
15
70
97
58
105

자료: UNDP(2014), pp. 159-163.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정도에서는 싱가포르(15위), 말레이시아(39위), 베
트남(58위)이 상대적으로 차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양성평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웰빙인식과 조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만족도에서는 미얀마
(69%)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을 표현했다.
의료질에 있어서는 전반적 의료기술 수준에 비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삶의 질에 있어서는 회원국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중 79% 이상
이 만족을 표현한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인식에서는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
든 국가에서 30% 이하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매우 낮은 수준의 사
회적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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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웰빙(well-being)인식
(단위: %)

개인적 웰빙인식
교육
만족
12

대공동체 인식

대정부 인식

전반적
의료질 삶의 질
노동시장 타인 빈곤대처 환경보전 정부
삶의만족
만족
만족
긍정인식 신뢰도 노력만족 노력만족 신뢰도
(0-10)*
08-12 07-13

07-12

07-12

09-11

07-13

-

-

-

-

브루나이

-

-

-

-

-

07-13 07-12

캄보디아

92

83

49

3.9

55

9

89

92

83

인도네시아

82

80

63

5.4

38

21

28

54

67

라오스

73

66

73

4.9

66

-

66

90

98

말레이시아

91

87

75

5.9

44

14

70

72

76

미얀마

69

54

45

4.4

32

-

51

50

-

필리핀

83

83

70

5.0

65

14

82

87

76

싱가포르

85

84

80

6.5

63

33

66

84

83

태국

91

88

83

6.3

73

27

67

75

70

베트남

83

59

68

5.5

35

26

59

50

86

주: *만족도 0-10, 높을수록 10에 가까움
자료: UNDP(2014), pp. 220-223.

대정부 인식에 있어서도 회원국간 큰 차이를 보인다. 빈곤에 대한 정부 대
처 노력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80% 이상의 만족을 표
현했다. 이는 이 두 국가의 실질적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보전 노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실제 아세안회원국들의 환경 보전과
관련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응답자의 기대수준 또는
정보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신뢰도에 있어서는 일당체
제의 베트남과 라오스, 권위주의 정권인 캄보디아와 싱가포르에서 높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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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보였다. 반면 민주화의 이행에서 높게 평가되는 인도네시아가 낮게
평가되었다.
ICT기술의 활용을 통한 인력개발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반적으
로 크게 향상되었다. 아세안 평균 인구 1천명당 핸드폰 사용자 수는 2005년
312명에서 2012년 1,1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기준 미얀마를 제외
하고 모든 국가에서 1인당 1대 이상의 핸드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
편 인터넷 서비스가입자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1년 기준 아세안
인구 1천명당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232명으로 이는 2005년의 7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핸드폰 사용자와는 달리 인터넷 서비스 가입
자 수는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싱가포르(482명), 말레이시아(610명)의
높은 가입자 수에 반해 캄보디아(31명), 태국(23명) 등이 낮은 가입자수를 보
였다(ASEAN 2013a, pp. 234-235).
과학기술 분야협력은 1970년대부터 아세안 주요 협력분야로 자리잡았다.
1978년 아세안과학기술위원회(ASEAN Permane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ST)가 설립되었다.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 아
세안과학기술행동계획(2007~11)이 채택되어 R&D, 기술인력, 기술센터간
네트워크, 과학기술인식 제고,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구체적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과 협력을 추구함
에 있어 COST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의 제도화와 펀드
유치능력에서 한계를 지닌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아세안을 통한 창구단일
화가 모색될 수 있으나 현 아세안사무국의 역량은 인적-재정적 자원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과학기술협력 재원은 대부분 대화 상대국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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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일례로 아세안 과학기금이라 불리는 ASEAN
Trust Fund for S&T와 ASEAN Fund의 규모는 연간 200만 달러 이하로 제한적
이다. 최근에는 S&T에서 혁신(innovation)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인, 이른바 아세안혁신기
금(ASEAN Innovation Fund, AInF)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500만 달러가 설
립기금으로 제안되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협력행동계획(APAST 2016~20)을
제안하여 협력범위와 주체에 있어 혁신과 비국가단체를 포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세안국가들의 과학기

표 4-4. 아세안 회원국의 R&D관련 주요 지표

국가

GDP 대비
기업
년도
R&D
(%)
(%)

정부
(%)

대학
(%)

연구자
특허
학술지
(피고용자 (WEF-2009년 발표 2007
1천 명당)
순위)*
Scopus/ SCI
(명)
(건)
(편)
0.32
94/120

브루나이 2004

0.05

0.0

91.6

8.4

캄보디아 2002

0.05

12.1

25.3

11.8

인도네시아 2009

00.08

2002

0.04

-

-

-

0.03

-

108/93

말레이시아 2006

0.63

84.9

5.2

9.9

1.75

36

8,931/17,068

라오스

14.3 81.1
4.6
(2001) (2001) (2001)

0.12

-

157/148

0.36

91

1,396/1,334

미얀마

-

-

-

-

-

-

-

66/58

필리핀

2007

0.11

56.9

17.7

23.3

0.33

82

851/840

싱가폴

2009

2.3

71.8

7.6

20.5

10.1

16

9,121/27,657

태국

2007

0.21

45.0

18.0

32.0

1.03

66

6,543/17,203

베트남

2002

0.19

14.5

66.4

17.9

1.04

88

1,346/1,537

자료: 1) *World Economic Forum(2011), p. 25 (USPTO Utility Patents grants)
2) Degelsegger and Blasy eds.(2011).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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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격차와 대부분 국가들의 낮은 경쟁력이 특징이다.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위해 아세안의 역할이 필요하나 여전히 재원조달과 기체결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Lim 2014).

표 4-5. 인간개발관련 주요 아세안 활동

교육
- 2013: ASEAN 청소년프로그램기금(AYPF)(May)
- 2012: ASEAN 교육 5개년 이행계획(2011~15)
- 2011: 아세안학점교환시스템 개시
- 2009: 아세안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차암후아인선언
노동
- 2012: ASEAN OSHNET활성화를 위한 행동계획(May)
- 2011: ASEAN직장안전과 보건네트워크(OSHNET)설립
- 2010: 경제회복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아세안정상 성명
- 2010: ASEAN 산업관계가이드라인
- 2008: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노-사-정-민의 의견 교환을 위한 정기포럼의 설치
- 2008: 이주노동자권리보호촉진선언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과학기술
- 2012: 제1차 ASEAN-중국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 ASEAN-중국과학기술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APT 주니어 사이언스 오딧세이개최
- 2011: ASEAN-한국공동과학기술위원회 설립
- 2010: 크라비이니셔티브, 과학기술행동계획(APAST 2007~11)을 2015년까지 연장
시행
자료: ASEAN(2014),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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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와 보호
2011년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MDG)의 이행을 ASCC와 연
계하기 위한 아세안로드맵이 채택되었다(ASEAN 2011). 2015년 이후 이른바
Post-MDG의 논의 즉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회경제, 환경지속성, 평화, 인간안보를 핵심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ASCC의 주요 목표와도 일치하는 바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은 향후
아세안-유엔 간 빈곤퇴치와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완화는 사회문화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경제공동체 등 세 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기된 목표이며 아세안헌장 1조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아세안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은 농촌개발에 치중되었다.3)
1997년 농촌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고위실무자회의(SOMRDPE)가 설립되
어 행동계획(1999~2004)를 채택하였다. 2003년에도 프레임워크계획(2004~10)
을 채택한 바 있다. 2011년 방콕에서 열린 제7차SOMRDPE은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아세안프레임워크행동계획(2011~15)’을 채택했다.
밀레니엄개발을 위한 아세안로드맵(이하 로드맵)은 2009년 아세안정상회
의에서 채택되었다. 로드맵의 채택와 이행은 ASCC청사진에서 제시된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로드맵은 아세안차원의 단일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개별 국가차원의 개발(특히 밀레니엄개발 관련)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각 회원국 내 밀레니엄개발에 있어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로드맵운영
3) 이는 빈곤층의 약 70%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나 도시빈민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도시빈민의 경우 자연적 농산물의 채취와 마을공동체로
부터 소외되므로 농촌지역의 빈민에 비해 절대적 소득이 높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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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ASEAN 2012, pp. 3-4).

표 4-6. 사회복지와 보호 관련 주요 활동

노동
- 2010: 유해화화물질포장분류에 관한 아세안 가이드라인
농촌개발과 빈곤퇴치(RDPE)
- 2013: 농촌개발과 빈곤퇴치활동가상 시상
- 2012: RDPE행동계획프레임워크 2011~2015
- 2012: ASEAN+3청소년농촌활동가교환프로그램
- 2012: 제1회 RDPE ASEAN포럼
- 2011: ASEAN MDG 로드맵
사회복지과 개발
- 2012: 아세안장애자를 위한 10년계획 프레임워크(2011~12)
- 2011: 장애인의 역할과 참여확대를 위한 발리선언
- 2010: 아세안사회복지컨소시엄 행동계획 승인
- 2010: 여성과 아동의 복지및 개발 강화를 위한 하노이선언
보건
- 2013: 비전염성질병에 관한 선언(보건장관회의)
- 2013: 금연정책협력 논의
- 2012: 말라리야통제와 예방에 관한 EAS선언
- 2010: 보건발전을 위한 아세안 전략프레임워크 2010~2015 승인
- 2012: APT보편적의료보장(UHC)네트워크 설립
- 2012: 아세안회원국과 중국의 보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2012: 아세안보건관련 출판
- 2011: HIV/AIDS신균 감염, 차별, 관련자 사망 제로실현을 위한 아세안 선언
- 2011: 아세안 뎅기의 날 지정(인도네시아)
- 2010: 전염성질환대응을 위한 지역 메카니즘 설립(APT차원 교육훈련 포함)
재난관리
- 2012: 아세안재난관리 및 긴급구호(ADMER)관계자 컨퍼런스 개최
- 2012: ADMER 기금 설치
- 2012: 인도적 지원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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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 2012: AHA지원센터 역내 재난지역에 대한 물류 stockpile 최초 지원(11월)
- 2012: 아세안응급재난물류시스템 구축
- 2012: 아세안재난관리대응시스템 구축(인도적 지원센터 내)
- 2011: 인도적 지원센터 설치합의 및 이행
- 2011: 아세안 재난파이낸싱 및 보험(3개국)
- 2010: 재난관리를 위한 ASEAN-UN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09: 아세안재난관리 및 응급대응에 관한 협정 발효
자료: ASEAN(2014), pp. 14-16.

3. 사회정의와 권리
여성과 아동 등 소외된 취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아세안여성아동보호와 권리증진위원회(ACWC)의 설치가 대표적
진척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모든 아세안회원국이 여성아동인권협정에
서명한 분야로 ASCC의 진척에 따른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2011년 ‘장애인
을 위한 아세안 10년’ 프로그램을 발족했다. 학계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
해 고령화연구 지원 및 아세안가족개발네트워크, 아세안포괄적 기업(inclusive
entrepreurship)네트워크, 아세안+3의 장애인자립네트워크 등의 사업이 진행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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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사회정의 관련 주요 활동

노동
- 2012: 2016년까지 아동노동 근절 로드맵
- 2009: 이주노동자권리보호와 촉진을 위한 아세안 방안마련 논의 개시
사회복지와 개발
- 타 분야와 활동 중복
자료: ASEAN(2014), p. 17.

4. 환경적 지속가능성
대기, 수줄, 토양, 해양, 해양 유적 등 각종 환경지수의 표준화가 이루어졌
다. 아세안회원국환경이행지수(EPI)를 마련하여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2010년 평균 EPI 지수는 57.95, 2012년 56.63(만점
100)을 기록했다(MRT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수는 평가 당해 연도의 방법과
지수구성이 달라서 상대평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세계국가
들의 환경지수 관리에 따른 향상도를 반영한 EPI경향점수(trend EPI,
-50~+50)에서는 태국은 132개국 중 상위 10위를 기록한 반면 브루나이는
119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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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아세안국가 EPI순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EPI순위
26
59
74
25
69
42
52
34
79

Trend EPI순위
119
44
66
33
47
43
36
10
73

자료: Emerson(2012), p. 10.

MTR보고서는 환경분야의 특성상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
임을 지적하고 있다(ASEAN 2014, p.18). 이탄지대(peatland)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이행을 구체적 성과로 꼽고 있다. 대부분 아세안 국
가들이 유독배출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과 스톡홀롬협정을 인준
했으며 모든 회원국이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정과 몬트리올의정서를
인준했다. UNFCCC와 교토의정서를 인준하여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처한
다는 방침이다. 2007년 아세안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의장성명서를 발
표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행동계획을 마련했다.
대기질 표준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PM10데이터 공유를 통해
연무현상의 초국경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6개 회원국은 환경마
크제(eco-labelling)와 아세안 환경지속가능도시(ESC) 시상프로그램을 도입
했다. 아세안은 분기별 아세안 해양수질관리가이드라인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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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지속가능 환경 관련 주요 활동

초국경적 연무현상
- 2012: 아세안산림화재위험등급평가시스템 개발
- 2010: 메콩지역 연무현상에 대한 장관급조정위원회 설립
- 2009: 1,500만 달러 IFAD/GEF프로젝트(피트랜드산림의 재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교육
- 2012: ASEAN 환경의 해 지정
2011: 생태학교 관련 아세안 가이드라인
- 2009: 중소도시를 위한 대기질 향상 프로젝트 250만 유로(2009~12)
해안해양 환경
- 2009: 불법오염물질해양투척 감시 강화를 위한 아세안 메커니즘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 2012: 생물다양성관련 ASEAN-인도 환경장관 선언(델리선언)
- 2012: 유적공원 선정 지속
- 2010: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520만 유로 규모)
- 2009: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 설립협정 발효
수자원 관리
- 2013: 아세안수자원데이터관리 및 보고시스템 디자인 개발
- 2011: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 COP17)관련 아세안정상성명
- 2010: 기후변화대응 아세안정상성명
- 2009: 아세안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워킹그룹 창설
자료: ASEAN(2014), pp. 20-21.

5. 아세안 정체성
다양한 신뢰구축의 활동을 통해 정체성강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능력개
발(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별 차원에서도 ‘다양성 속
의 단결’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지역협력 관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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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ASEAN 2014, p. 22). 초중등교육에서
의 아세안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용 지도서인 아세안커리큘럼자료
집(sourcebook)가 2012년 아세안교육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말라야대학
교에서 아세안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CT기술이 정체성 강
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되어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정체성 강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세안예술페스티벌(ASEAN Festival of Arts), 각
국의 대표적 공연예술시리즈(the Best of ASEAN Performing Arts Series) 등

표 4-10. 아세안 정체성 관련 주요 활동

정보
- 2012: 아세안 디지털 스위치오버(switch-over) 가이드라인
- 2012: 아세안통합과 인식제고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아세안 가이드라인
문화 예술
- 2012: 문화예술흐름 시리즈(예: 아세안 고대도시 네트워크, 청소년 캠프, 도서관 네
트워크)
- 2011: 아세안문화도시 선정
- 2011: 아세안문화다양성선언: 아세안공동체강화를 향하여
아세안 인식제고
- 2002~현재: 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기해 아세안아트페스티발 격년개최
교육
- 2012: 아세안커리큘럼자료집
- 2012: 학부생 상대 아세안학 모듈과 지도서(AUN).
- 2006~현재: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AEI) 아세안학 석사 프로그램
청소년
- 2013: 아세안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AYVP)
- 2013: 아세안 청소년 전문가 자원봉사대(AYPVC)
자료: ASEAN(2014),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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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학생과 청소년 네트워크 강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체성 강화도
모색되고 있다(ASEAN 2014, pp. 22-23).

6. 발전격차 완화
2000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의 발족으로 회원국가 개발격차의 문
제를 제기한 아세안은 2002년에 이행계획(work plan 2002-2008)을 제시한
바 있다. 인프라 개발, 인력개발, 정보통신기술, 지역경제통합에 중점을 둔
바 있다. 2차이행계획(2009~15)은 아세안공동체의 기본 개념과 중점분야의
이행에 초점을 두었다.
특이한 점은 ASCC청사진이 제시한 목표 사업의 100% 이행률을 기록한
분야로 총 8개 사업이 완료 또는 이행 중에 있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이
행동계획은 이미 AEC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그 중복성에 따른 효과로 풀이
된다. 대부분은 특정 협력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또는 신뢰구축 또는 개발협
력의 조화에 해당된다(ASEAN 2014, p. 24).

7. ASCC재원조달
아세안 차원의 관련 기금으로 ASCC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화
상대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대화상대국 중 일본과
인도가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아세안 사무국의 총괄 재정 지원에 대한 시스
템이 구축되지 않아 다양한 대내외 기금의 유입과 운용이 특정 프로그램별
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각종 관련 회의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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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별로 조달되는 경우 그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2009~12년까지 약 6억
2,000USD의 재원이 조달되었는데 이 중 ASCC관련이 약 55%에 달한다. 특
히 청소년, 교육, 환경 등에 집중되었다. 협력 분야별 불균형문제도 지적되
고 있다. 문화, 과학기술, 환경, 재난관리, 보건 및 전염병 등에는 현안에 대
한 실질적 회원국의 기여와 대화상대국의 지원이 있지만 그 밖의 분야 또는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아울러 전체 ASCC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추산하기도 힘든 문제
를 낳고 있다(ASEAN 2014, pp. 25-27).

8. 국가차원의 평가
MTR보고서는 회원국이 제출한 평가이행에 대한 스코어카드를 기반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별 이행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분야별 이행정
도에 대한 평가도 국가별로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차원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ASCC국가별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재원
조달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가별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요청된다. 낮은 영어활용도와 아세안 ASCC 미션과 청사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결국 지역적 차원의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ASEAN 2014, p. 28).
아울러 다분야에 걸친 사업의 협력과 조화 메커니즘의 개발과 개선이 필
요한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진행평가와 관련 각종 지표의 불명확성과
통계자료의 부적합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체사업 수준에서 제기된 정보
들이 ASCC청사진 실행방안의 일부에만 부합하는 문제가 있다. 아세안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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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스코어카드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역적 차원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가 평가 보고서와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다양한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기존의 다양한 협력기금의 체계적 조율을 통
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ASCC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에 대
한 장기적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능력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ASEAN 2014, p. 31).

Ⅴ. 결론: ASCC전망과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함의
이상에서 ASCC를 중심으로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 비전과 이행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ASCC는 APSC, AEC와 더불어 아
세안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이 세 축의 공동체는 상호의존
적이며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행과정상 상호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 축의 분류는 영역간의 분리를 낳았고 아세안의 시장 중심
적 접근은 AEC로의 집중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아세안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종종 정치안보적 여건에 의해 제약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아세안공동체
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시장중심적’으로 이
해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APSC의 영역은 여전히 ‘국가 중심적’으로 제약된다. 안보공
동체는 구성원간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하다. 즉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정치안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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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공동체의 성사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축이다. 아세
안공동체의 비전과 이행과정에서 제시된 각 공동체의 분류는 이러한 개념적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개념적 한계는 그 비전의 설정과 이행계획에 있어서도 문제를 내포한다.
이행계획의 중복성, ASCC 이행계획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의지 부족,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로의 환원 등은 궁극적으로 ASCC의 이행이 장기적으로 개
별 국가의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ASCC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의 부재도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MTR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스코어카드를 통한 구체적
이행평가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각종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촉진’,
‘강화’를 목표로 ‘성명’, ‘선언’, ‘학술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재원 조
달이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의 구체적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반
면 특정 대화 상대국과 APT와 EAS 등의 다자체제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가중심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관료의 영어기술과 아세안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행위자
의 문제로 지적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정책 또는 정책보조가 더욱 강
화되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비아세안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오히려 아세안의 정체성과 단결력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전격차의 해소와 개별 국가 내 경제격차는 단지 시장자유화의
극대화를 통해 극복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과 고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선도하기보
다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 의무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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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C 이행을 위한 행동라인 중 다수는 이벤트성 활동들이다. 아세안 정
체성 강화를 위한 페스티벌 위주의 행사,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상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집중
등은 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ASCC 청사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항
목들은 그 자체로 향후 사회문화협력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
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아세안은 2015년을 기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아세안공동체를 상정하고 post-ASEAN을 논의하고 있다. 과
정으로의 인식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장기적 접근을 허용하지만 한편으
로는 단기적 재원과 노력 투입의 부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개별국가의 과제로 인식할 경우 아세안차원의 공동노력은
탄력을 잃게 될 것이다.
ASCC는 AEC와 APSC가 선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떠안
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균등한 재원 배분
을 통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공동체가 단지 ‘시장통합’과 ‘전
쟁의 부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
기 위해서는 ASCC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아세안헌장이
주목한 ‘민중중심의 아세안’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동반할 때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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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Ⅰ. 서 론
종교는 사회를 형성하는 제 분야에 폭넓게 편재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요
소 중 하나이자 사회구성원의 세계관과 행위방식을 규정하는 인식체계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인 및 집단의 종교적
신념은 그 결과로서의 종교적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
회적,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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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세계관과 인식의 차이는 자연스
럽게 사회구성원의 생활양식과 경제적 의사결정 등 선택의 기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그 사회의 경제주체의 경
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 또는 종교적 신
념이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의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의 가
장 큰 축제이자 종교적 행위인 라마단(Ramadan)을 포함하는 전후 시기(라마
단기간)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라마단과 같은 종교적 행위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특히 동남아의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진전되고 있는 이슬람화(Islamization) 현상
및 이러한 이슬람화가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동남아 지역연구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동남아지역연구분야의 경우 주로 인
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이
슬람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김형준 2014; 김형준 1997,

1)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의 이름으로 아랍어로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의미한다.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의 창립자이자인 예언자 무하마드가 처음으로 꾸란(Quran)을 계시받은 날이
있었던 9월을 신성한 달로 여겨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 금식 등을 비롯한 경건생활을 해왔
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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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6, 2008a, 2008b, 2009, 2011a, 2011b, 2012, 2013; 양승윤 1993, 제
대식 1998; 소병국 1997; 이경찬 2001; 홍석준 2001).
또한 위 기존연구들은 주로 문화인류학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경제학, 경영학, 보건학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적 차원의 연구는 주로 소비행태 및 이슬람
금융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현호 2008a, 2008b,
2008c, 2008d, 2009; 오명석 1998, 2001, 2012; 강대창 외 2011; 원순구 2010:
마현규 2007).
하지만 동남아의 이슬람 또는 이슬람화의 진전이 경제 전반에, 특히 경제
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량분석을
활용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동남아의 이슬람 또는 이슬람화가 경제주체
의 의사결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 연
구는 시의적이고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우선 동남아 국가들 중 이슬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슬람화가 진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
심으로 이슬람 또는 이슬람화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화의 대리변수로서 라마단을 설정하고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의 변화를 측정한다. 라마단기간 거시경
제변수의 변동성 변화의 증가 또는 감소가 非라마단기간과 비교하여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라마단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종교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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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의 경우는 정부의 지속적인 이슬람화정책2)
등에 힘입어 경제주체간에 이슬람적 담론(discourse) 및 요소가 확산, 강화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의 라마단기간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은 유용한 사례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
해 종교적 행위이자 의례인 라마단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이 지날수록, 즉 이전에 비해 최근에 들어서서 변화되는지, 특히 그 변동성
이 커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최근 들어서 증가한다면 라마단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이슬람화
정책의 결과 이슬람이 사회구성원 또는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
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입증은 경제에 대
한 종교적 영향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라마단은 한 달이라는 다소 장시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일회성 또는 단

2) 양국의 이슬람화(Islamization)의 기원은 1970~80년대 대학생 및 일부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
도된 이슬람부흥운동(말레이어로 dakwah라고 함)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시작된 이슬람부흥운동의 영향은 1980년대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예
를 들어, 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된 이슬람화정책은 무슬림 및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강화된 담론을 촉발시켰다. 또한 은행, 보험,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부문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였으며, 식품산업에서는 할랄(Halal)인증의 도입 및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소비의 급증
을 가져왔다. 이외에도 이슬람 의학, 이슬람 교육, 이슬람 법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적
요소가 채택, 강화되었다. 이슬람화의 강화는 비단 정책과 제도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
니라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에도 다분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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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끝나는 다른 종교들의 축제나 의례에 비해 종교적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라마단의 영
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라마단이 경제주체의 음식료품 소비행태, 판매전
략, 비만도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주로 마케팅, 보건의학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연구에 비해 라마단이 생산,
소비, 수출 등 소위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라마단이 실물, 금융, 대외부문 등 거시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부문의 대표적 변수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슬람 또는 이슬람화의 진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더 나아가 그 정도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간의 분석결과에 대
한 비교도 포함하고자 한다.
이슬람신자에게 있어 라마단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 축제(festival)이자 의
례(ritual) 중 하나로 간단히 말하면 금식성월(禁食聖月)이라고 할 수 있다.
라마단 동안 이슬람신자는 주간시간(일출부터 일몰까지) 음료수를 포함한
식사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도박, 성행위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일몰 후
에는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일몰 후에는 함께 모여 성대한 만찬을 갖
는다. 또한 라마단이 끝난 다음 달인 이슬람력 10월 첫날부터 약 3일간 단식
을 깨뜨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의미의 축제(이둘 피트르, eidul fitr)가 열린다.
라마단 동안 이슬람신자는 사원을 찾아 금식기도를 하고, 특히 단체로 이슬
람성지로 순례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슬람신자 중에는 하루 다섯 차례의
기도(Salat)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금식(Sawm)만큼은 반드시 준수할
정도로 라마단을 중요하게 인식한다(Keenan and Yeni 2003; Rippin 1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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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라마단은 문화, 자선, 소비 등을 포함하는 이슬람신자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라마단이 생산, 소비, 무역, 금융 등 주요 경제활동 영역에서 경제주
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라마단에 관련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라마단과 관련된 음식, 의류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의 판매는
라마단 동안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라마단기간에 행하는 금
식을 비롯한 금주, 금연, 금욕 등의 경건생활은 非라마단 시기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무슬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라마단의 절제되고 경건한 생활은 생산 및 소비를 비롯한
관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
제주체의 경건, 금욕생활은 가계차원의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활
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즉 라마단과 라마단 전후의 시기를
포함하는 라마단기간에 경제활동의 확장과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라마단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
로 본 논문에서는 라마단의 경제적 영향의 존재를 예상하고 라마단기간과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
3)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의무는 신앙고백(Shahada), 기도(Salat), 단식 또는 금식
(Sawm), 자선 또는 종교세(Zakat), 메카순례(Haji)이다. 이 중 금식은 라마단기간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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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경제주체는 라마단과 라마단을 전후로 한 시기(라마단기간)에 일상
에 비해 확장 또는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을 다시 일상적 또는 평균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재조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라마단
기간 경제활동의 변동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라
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非라마단기간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라마단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나 추수감사절, 불교의 부처탄신일, 송크란 축제 등에 비해 종교적 의사결정
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
공한다고 여겨진다.4)
본 논문은 시계열변수의 변동성 추정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일반화된 자기
회귀적 조건부 이분산(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GARCH) 모델을 사용하여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하고자 한다. 만약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非라마단기
간의 변동성에 비해 크다면 이는 라마단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변동성의 비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의 이슬람화가 시간
이 지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양국의 크리스마스를 포함하는 연
말연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라마단과 크리스마스
4) 본 논문에서 거시경제변수의 확보가 가능한 최대한의 기간은 1990~2013년으로 이 기간에 있
어서의 연도별 라마단기간은 <Appendix1>의 [표 A-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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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연구 분
야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동남아 이슬람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
들이 이슬람화가 진전되고 있는 양국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 시장분석 및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 이외
에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 산재해있는 이슬람커뮤니티
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이들에 대한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및 마케팅 전략에
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소비, 의료,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라마단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한다. 3장에서는
GARCH 모델에 대한 설명과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및 데이터에 대한 내용
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마
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기술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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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문헌 연구
종교가 개인 및 사회적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의미에 대한 연구들
은 이미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왔다.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다양성은 사
회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종교적 원칙 또는 원리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중심축(ancho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Fam,
Waller, and Erdogan 2004). 또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또는 집단적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Zainul, Osman, and Mazlan 2004;
Fam, Waller, and Erdogan 2004; Saeed, Ahmed, and Mukhtar 2001; Mitchell
and Al-Mossawi 1999; McDaniel and Burnett 1990; LaBarbera 1987; Luqmani,
Yavas, and Quraeshi 1987; Uppal 1986).
라마단이 사회구성원의 관습 또는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
히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라마단 관련 상품소비의 경우 일반적 또는 일상적 소비패
턴에서 벗어나 다분히 종교적 차원의 영향을 받은 소비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dabasi and Argan 2009; Park and Baker 2007). 또한
라마단이 음식료품의 소비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소들에 대해 주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려져 있다(Park 2005; Zinbarg 2005; Toda and
Morimoto 2004; Kadri et al. 2000; Keng et al. 2000; Ahmed 1999).
예를 들어 이프타르(iftar) 라고 불리는 라마단 만찬의 경우 사교적, 사회
적 의례 또는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라마단 ifta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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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음식료품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데(pide)라고
불리는 빵과 라마단에 특별히 소비되는 후식인 굴락(gullac)은 라마단 동안
금식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소비하는 음
식으로 굴락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존연구에서는 관련 통계를 통해 라마단 동안 음식료품의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Abu-Taleb 2003; Kadri et al. 2000). 하지만 이
와는 반대로 오히려 금식으로 인해 라마단 동안 전반적으로는 음식료품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Karaagaoglu and
Yucecan 2000; Roky et al. 2004). 또한 일몰 후 늦은 밤까지의 iftar를 포함한
사교적, 종교적 행사·활동 및 관련 상품 쇼핑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소
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eyyed, Abraham, and Al-Hajji 2005).
라마단 동안 종교적 행사 및 활동의 증가는 라마단과 관련된 상품의 소비
및 매출 증가로 인한 관련 기업 및 산업의 수익증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Ahmed 1999). 심지어 라마단은 쇼핑의 계절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있다.
이러한 소비성향에 편승하여 일부 기업들은 라마단에 광고비의 절반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Fattah 2005). 최근 들어서는 라마단 관련 의례
가 보다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이와 관련된 보여주기식 행사의 증가 등 소비
지향적 풍조가 고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라마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
지향적이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라마단이 크리스마
스, 추수감사절, 연말연시 휴가 등과 같은 서구에서 기원하는 종교적 행사
또는 관습과 같이 물신화, 세속화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Sandikci and Omeraki 2007).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집트의 경우 라마단 동안 일반 가계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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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출 행태를 非라마단 시기와 비교해볼 때 라마단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
히 식료품에 대한 예산의 변화가 있음이 알려져있다(Abu-Taleb’s 2003). 또
한, 라마단 동안 산업생산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주간 시간의 금식 및
근로시간의 감축 등으로 인해 생산량 또는 생산성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u-Taleb 2003).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라마단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건수 및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eyyed, Abraham, and Al-Hajji 2005).
이는 라마단이 경제주체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라마단이 생산, 소비, 금융, 무역
등 거시경제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적 신념 또는 행위
가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이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라마단과 관련된
기존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
다. 하지만 라마단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라마단 관련 식료품의
소비 및 쇼핑의 증가, 이와 관련된 기업판매전략 등 미시적 차원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거시경제변수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통
해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편적인 차원의 분석에서 머무르
고 있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계열변수의 변동성 분석에 주
로 사용되는 GARCH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거시경제변수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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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 전반을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실물(real sector), 금융(financial sector),
대외부문(external sector)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실물부문의 경우 생산, 소비, 물가 관련 변수를, 금융부문의 경우 주가지
수와 통화량, 그리고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 수입 및 환율변수를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출처는 아래
3장에서 논의한다.

Ⅲ. 모델 및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실시한다. 우선 라마단
이 거시경제변수의 평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ARCH모델
의 평균방정식(mean equation)의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그 통계적 유의
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와 마찬가지로 GARCH모델의 분산방정식(variance equation)의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다.5)
평균과 분산(변동성)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라마단기간 경제주
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마단기간 생산, 소비 등의 경제활동의 위축(contraction) 또는 감
소(reduction)는 라마단 이전 또는 이후 시기에 이를 보상받기 위한 과대
5)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거시경제변수의 경우 수준변수 데이터 대신 단지 변화율 또는 증가율
로 환산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 258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라마단의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를 중심으로

(excessive) 또는 확장적(expansionary)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6)
이러한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라마단기간 및 非라
마단기간에 있어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의 크기 변화를 라마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의 증가는 라마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경제주체는 라마단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축소 또는 확장과
같은 비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라마단 전후 시기 장기적 평균
수준으로의 복귀를 위한 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조정은 라
마단을 포함한 라마단 전후의 시기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과 예상을 전제로 본 논문에서는 라마단기간
의 거시경제변수 변동성 및 그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라마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마단기간’을 라마단을 포함하여 라마단을 전후로 한 3
개월 동안의 시기로 정의한다. 라마단 전과 후의 1~2개월의 시기가 경제활
동의 장기적 평균으로 복귀 또는 회귀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시기라고 가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거시경제변수로는 우선 실물, 금융, 대외 부문의 세 가지로 분류

6) 이러한 경제적 행위는 결국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평균으
로의 회귀의 대표적 사례는 평균소득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의 소비는 해당 시기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예상되는 평생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
정한다. 이러한 평생소득가설은 다수의 실증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상당부분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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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부문 별로 추정이 가능한 대리변수를 설정하였다. 실물부문에서는
생산, 소비, 물가 관련 시계열데이터를, 금융부문에서는 주가, 통화량 관련
시계열데이터를, 대외부문에서는 수출, 수입, 환율 관련 시계열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위의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거
시경제변수들의 평균과 분산(변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GARCH모델
을 활용하고자 한다(Engle 1982; Bollerslev 1986). GARCH모델은 과거의 어
떤 외부적 충격(변동성)이 현재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합한 모델
로서 시계열 변수를 활용한 변동성 측정모델로 많이 활용된다.
또한 이 모델은 변동성이 시간 가변적(time varying)이고 이전 기간의 변동
성에 의존하는 시계열 변수의 평균 및 분산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다수의 시계열 분석 관련 연구에서 경제변수의 통계적 특성이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있고, 이러한 통계적 특성은 자기회귀적(autoregressive)
분산을 포함하고 있는 GARCH모델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Salman and Salih 1999; Gouriéroux 1997; Makenzie 1997; Heynen and
Kat 1994; Noh and Kane 1994). 일반적인 GARCH모델, 즉 GARCH(  ,  )의
평균 및 분산방정식은 각각 [식 3-1] 및 [식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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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 [식 3-2]의 GARCH(  ,  ) 모형은  시차까지의 잔차제곱(square of
residuals)뿐만 아니라  시차까지의 조건부분산(conditional variance)을 포함
한다. 이 모델의 제약조건은 첫째, 조건부 분산  가 비음수이어야 하고
      는 각각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잔차항   가 일정한 무조건부


분산을 갖기 위해서는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와  는

우도비검정(Maximum Likelihood Test),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and Schwarz’s information criterion (SIC) 등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식 [3-1]에서 잔차항  는 
   로 정의되었는데(   는 평균이 0이고 분산
이 1인 백색잡음) 이는 GARCH모델이 적절하게 추정해준다면 표준화된 시
계열인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갖는 백색잡음
이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과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모델을 활용하여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위한 최대한의 월별 시계열을 확보하고 라마단기간을 더미
(Dummy) 변수로 설정, 더미변수 계수의 크기, 부호 및 그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관심이 있는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식 3-2]의 분산방정식에 라마단기간을 더
미변수로 포함할 수 있다. 만약 더미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라마단이 경제적 변수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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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GARCH모델을 활용하여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식 3-3]은 GARCH모델에서의 각 변수의 평
균(mean)을 추정하는 평균식(mean equation)을 나타낸다. 또한 [식 3-4]
GARCH (  ,  )를 전제로 한 시간변화에 따른 각 변수의 시간가변적 변동성
(time-varying volatility)을 나타내는 분산식(variance equation)이다. 특히 [식
3-5]에 라마단 더미변수(       )를 추가하여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d)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존재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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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4]

여기서 라마단과 라마단 전후를 포함한 3개월에 해당하는 시기의 경우는
라마단 더미변수(       )를 1로 그렇지 않은 다른 월(month)의 경우에
는 0으로 처리한다.8) 조건부 분산  에서의  와  는 각각 과거시차의 오차
제곱항(     )의 선형함수 및 과거시차(lagged)의 조건부 분산(    )의 선형
함수의 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식 3-4]에서      는 각각 음수가 아

7) 실제로 라마단 더미를 평균방정식인 [식 3-3]에 추가하여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평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도 확인하였으나 모든 경우에서 그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라마단이 경제변수의 평균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
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8) 라마단더미의 상세내용은 <Appendix 1>의 [표 A-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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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계수이고, 특히 라마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인 
값은 최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procedure)을 통해 추정
할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조건부 분산인  가 안정적(stationary)이기 위해서
는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또는 거의 1에 가
깝다면 현 시점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항구적일 것이므로 변동성
변수는 비안정적 성격을 갖게 되며 시계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항구적이
게 된다. 하지만      이 충족되면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충격은 일시
적이며 변동성 변수는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게 된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종교적 축제로서 라마단과 대별되는 크
리스마스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분
석방법은 라마단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식 3-4]를 활용하여 라마
단 더미(       ) 및 크리스마스더미(     )를 포함하여 각각의
더미변수가 조건부 분산인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한다. 이 경우 조건부 분산  의 추정식은 [식 3-5]와 같다. 크리스마스더
미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인 12월과 1월을 1로, 그렇지 않은
다른 월의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식 3-5]

한편 거시경제의 전반적 차원의 분석을 위해 경제변수를 실물, 금융, 대외
부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실물부문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경제변
수로 생산, 소비, 물가를 나타내는 제조업생산증가율(Industrial/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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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Growth Rate), 소매 매출증가율(Retail Sales Growth Rate), 소비자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Rate)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의 경우
에는 전산업 평균주가지수 증가율(Composite Stock Price Index), 금융기관
평균주가지수 증가율(Financial Stock Price Index), 통화(M2) 증가율(Growth
of Broad Money)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품수출 증가율(Merchandise Export Growth Rate), 상품수입 증가율
(Merchandise Import Growth Rate), 환율지수의 변화율(Exchange Rate Index)
을 활용한다.9) [표 3-1]에서는 위의 경제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
다. 또한 <Appendix 4>의 [그림 A-3] 및 [그림 A-4]는 각 경제변수들의 시계
열을 나타내고 있다.10)

9) 전반적으로, 본 논문이 활용하는 경제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좌측편의(negatively
skewed)와 정규분포에 비해 더 큰 첨도(leptokurtic)를 나타낸다. 또한 정규분포여부를 검정하는
Jarque-Bera검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정규분포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Q-Statistics,
또는 Correlogram 등 시차변수에 자기상관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정의 경우에도 1% 유의수
준에서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특성을 보이는 시계열에
대한 분석의 경우 본 논문의 GARCH모델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통계적 특성에 대한 검정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10) 전산업 평균주가지수(composite stock price index) 및 금융기관 평균주가지수(financial stock
price index)을 제외한 모든 경제변수는 안정적인(stationary) 시계열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개의 주가지수의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환하기 위해 1차 차분된(1st
differenced) 시계열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위의 시계열 안정성 검정인
ADF 검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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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

Merchandise Import
Growth Rate

Exchange Rate Index

Import

Exchange rate

EX

EXP

Merchandise Export
Growth Rate

Export

1991. 5~2013. 9

1991. 5~2013. 9

1998. 7~2013. 10 1998. 7~2013. 10

1991. 5~2013. 9

3-month moving
average,
y-o-y, %
monthly average,
January 2006 = 100,
$/local currency

1991. 5~2013. 9

2005. 7~2013. 11 2005. 7~2013. 11

1991. 4~2013. 11 1990. 5~2013. 12

3-month moving
average,
y-o-y, %

y-o-y, %

change in monthly
average, January
2007=100

자료: 위 데이터는 website http://aric.adb.org/aric-website(검색일: 2015. 4. 30)참고.

External
Sector

M2

Growth of Broad Money

FSTOCK

M2

Financial Stock Price
Index

CSTOCK

1991. 4~2013. 11 1990. 5~2013. 12

Composite Stock Price
Index

Stock price
overall

1991. 3~2013. 10 1991. 2~2013. 9

-

2001. 3~2013. 8

Malaysia

y-o-y, %

Headline Inflation Rate

Price level

2002. 12~2013. 10

1994. 3~2013. 9

Indonesia

Time series(monthly)

change in monthly
average, January
2007=100

y-o-y, %

RS

Retail Sales Growth Rate

Consumption
INF

y-o-y, %

PR

Industrial/Manufacturing
Production Growth Rate

Production

Definition, Unit

Abbreviation

Proxy Variables

Variables

Financial
Stock price of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Real
Sector

Sector

표 3-1. 데이터 관련 상세 사항

〃

〃

〃

〃

〃

〃

〃

〃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Dat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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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및 결과
[표 4-1]~[표 4-5]는 위에서 언급한 GARCH모델을 사용하여 각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조건부 분산)을 추정하는 한편 라마단 및 크리스마스 기간의
거시경제변수 변동성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본 논문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식 3-4]와 [식 3-5]의 라마단더미
(       ) 및 크리스마스더미(     )의 계수인  와  의 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는 [식 3-4]에서와 같이 라마단더미를
포함한 GARCH모델을 활용하여 1990~2013년 데이터가 가용한 전체기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각 거시경제변수의 분산방정식을 도출하고 라
마단더미의 계수인  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추정한 것이다.11) 우선 실물
부문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업생산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소비
자물가상승률의 세 가지 모든 변수에 있어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이 양
수(+)이고 또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
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에만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이 양수(+)
이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라마단기간 실물
부문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비자물
가상승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값도 0.082로

11) 관련 평균방정식, 분산방정식 및 모형의 진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분석결과는
<Appendix 2>의 [표 A-2]~[표A-1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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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1.300에 비해 작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비
해 라마단기간 실물부문의 변동성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2]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에는 라마단이 실물부문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가지수변화율 및 통화량
증가율 모두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이 양수(+)이고 또한 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 가지 변수 모두에서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주가지수변화율의 경우 오히려  값이 음수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앞의 실물부분에서와 같
이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라마단기간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라마단기간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인
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라마단이 금융부문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
면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출 및 수
입증가율에서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이 양수(+)이고 또한 10%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환율변화율의 경우  값이 음수(−)이고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 가지의 대외부문 경제변수 중
수출, 수입의 두 가지 경제변수에서 라마단이 그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 가지 대외부문의 변수 모두에서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이 양수(+)이고 또한 각각 1%, 10%,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부분에서 두 국가의 경우 모두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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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단기간 대외부문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라마단이 대외부문의 변동성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라마단기간에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앞에서 제기한 경제주체가 라마단의 종교적 행위로 인
한 경제활동의 축소 또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라마단 전후의 시기에 장기
적 평균수준으로 복귀 또는 회귀를 위한 경제활동의 조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가

표 4-1. 라마단더미를 포함한 분산방정식  값 추정 및 유의성 검정(1990~2013)
p

Variance equation

ht  ν0  βt DRAMAMDAN 

∑
i 1

Sector

Variables
PR
Real
RS
Sector
INF
CSTOCK
Financial
FSTOCK
Sector
M2
EXP
External
IMP
Sector
EX

Indonesia

Value of  Significance level
23.312
***
32.588
***
1.300
***
29.313
***
57.291
***
0.980
***
2.746
*
4.356
*
−0.214
-

q

γi εt2 i 

∑δ h

j t j

j 1

Malaysia

Value of  Significance level
0.202
0.082
***
−0.009
−1.249
0.104
6.544
***
2.539
*
0.161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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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외부문을 제외하면 이
러한 가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라마단이 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커지고(강화되는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라마단기간의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는 이슬람적 신념 그리
고 이에 따른 행위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분석대상 기간
인 1990~2013년을 1990~2000년 기간과 2001~13년 이 두 개 기간으로 나누
고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라마단더미를 활용하
여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 4-2]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정결과를, [표 4-3]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추정결과를 각각 보여준다.12) 시계열의 부족으로 인해 9개 거시경제변
수 모두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어려웠지만 위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대체
적으로 1990~2000년의 기간에 비해 2001~13년의 기간에 라마단더미의 계수
인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산업 주가지수변화율의 두 거시경제변수에서 라마단더미 계수  값이
1990~2000년 기간에 비해 2001~13년 기간이 더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산업 주
12) 이에 대한 평균방정식 및 분산방정식의 통계적 추정결과는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보
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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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두 기간의 라마단더미를 포함한 분산방정식의  값 추정 및 유의성 검정(인도네시아)
p

Variance equation

ht  ν0  βt DRAMAMDAN 

∑
i 1

Sector

Variables
PR
Real
RS
Sector
INF
CSTOCK
Financial
FSTOCK
Sector
M2
EXP
External
IMP
Sector
EX

1990~2000

Value of  Significance level
38.946
*
..
0.548
−1.318
**
..
..
0.383
6.840
−36.920
-

q

γi εt2 i 

∑δ h

j t j

j 1

2001~13

Value of  Significance level
18.793
***
N/A
3.091
***
24.886
***
N/A
N/A
−1.230
−12.568
−0.109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는 자료미비를 의미. N/A는 1990~2000의 자료미비로 인해 비교분석의 불가능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가지수변화율, 통화량증가율, 수입증가율 등 모두 네 가지의 거시경제변수
에서 라마단더미 계수  값이 1990~2000년 기간에 비해 2001~13년 기간에
더 커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비해 말레이시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 변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
로 이슬람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이슬람화정책의 강화에 따라 말레
이시아 이슬람신자의 이슬람적 사고 및 종교적 신념이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식 3-5]에 크리스마스더미를 추가하여 분산방정식을 추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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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두 기간의 라마단더미를 포함한 분산방정식의  값 추정 및 유의성 검정(말레이시아)
p

Variance equation

ht  ν0  βt DRAMAMDAN 

∑
i 1

Sector

Variables
PR
Real
RS
Sector
INF
CSTOCK
Financial
FSTOCK
Sector
M2
EXP
External
IMP
Sector
EX

q

γi εt2 i 

∑δ h

j t j

j 1

1990~2000
2001~13


Value of  Significance level Value of  Significance level
..
N/A
..
N/A
−0.006
0.092
***
−6.839
**
3.609
*
..
N/A
0.524
1.247
**
9.521
**
4.023
**
0.486
2.570
*
..
N/A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는 자료미비를 의미. N/A는 1990~2000의 자료미비로 인해 비교분석의 불가능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써 라마단과 크리스마스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
석할 수 있다.13) [표 4-4]와 [표 4-5]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라마단
더미 계수인  와 크리스마스더미의 계수인  의 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분석결과인 [표 4-4]를 보면 라마단더미와 크리스마스
더미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체
적으로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크
리스마스기간의 경우에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13) 위의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기간을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이 중복되는 1996~2003년을 제외한
나머지 2004~13년을 대상으로 한다. 라마단기간은 <Appendix 1>의 [표 A-1]을 참고할 것.

2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표 4-4. 라마단 및 크리스마스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인도네시아, 2004~13)


Variance equation

Sector

Variables
PR
Real
RS
Sector
INF
CSTOCK
Financial
FSTOCK
Sector
M2
EXP
External
IMP
Sector
EX

       


Value of  Significance level
8.635
***
82.610
***
3.977
***
62.527
***
30.770
*
1.825
***
−0.818
21.608
*
0.654
-

 

 


 





 



 


Value of  Significance level
−0.044
6.245
0.010
−8.896
2.547
−2.323
***
15.510
49.312
−1.216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4-4]에서 라마단더미의 계수인  값
을 보면 실물부문의 세 가지 변수 모두에서 양수(+)인 동시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크리스마스더미의 계수인  의 경우 산업생산증
가율의 경우 음(−)의 값을 보였고 세 가지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실물부문에 있어서 라마단
기간 동안 非라마단기간에 비해 변동성이 커지는데 비해 크리스마스의 경우
에는 다른 기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의 경우에도 실물부문의 경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라마단
더미의 계수인  값을 보면 금융부문의 세 가지 변수에서 양수(+)인 동시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크리스마스더미의 계수인  의 경
우 통화량증가율의 경우만 오히려 음(−)의 값을 보이는 동시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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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라마단 및 크리스마스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말레이시아, 2004~13)


Variance equation

Sector

Variables
PR
Real
RS
Sector
INF
CSTOCK
Financial
FSTOCK
Sector
M2
EXP
External
IMP
Sector
EX

       


Value of  Significance level
2.448
..
−0.321
***
−0.623
1.656
1.055
6.233
***
4.739
***
1.742
-

 

 


 





 



 


Value of  Significance level
10.663
***
..
−0.051
***
−1.982
−11.546
***
−0.469
2.548
9.695
**
−0.590
-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도 유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부문에 있어서 라마단기간 非라마단
기간에 비해 변동성이 커지는데 비해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통화량증가율
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른 변수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과 큰 차이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의 경우를 보면 라마단기간 수입증가율에서  값이
양수(+)인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크리스마스의 경우에
는 환율의 변화율에서  값이 음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대외부문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에 비해 명
확하지는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체적으로 라마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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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반면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과 기독교의 중요한 종교적
의례이자 행사인 라마단과 크리스마스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4-5]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
아와는 달리 라마단과 크리스마스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확
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금융부문의 경우 세 가지 변수 모두에 있
어 라마단과 크리스마스더미의 계수인  와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마단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있어서 
값이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산업생
산증가율에 있어서  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크리스마스
의 경우에는 산업생산증가율에 있어서  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값은 음수(−)이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한편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 주가상승률의 경우만 크리스마스더미의
계수 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 및 수
입증가율의 경우에 있어서 라마단더미 계수 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크리스마스더미의 경우 수입증가율에서만 계수 값이 양수(+)이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라
마단 및 크리스마스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
고, 또 인도네시아와 같이 양 종교행사간에 대칭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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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예상외로 인도네시아에 비해 이슬람화의 진전이
빠르다고 여겨지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라마단이 경제변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두 가
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지만 인구 및 경제에서 이슬람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활동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
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말레
이시아의 경우 이슬람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되어 경제주체가 이를 이미
내재화 또는 상수화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인식과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을 모든 시기에 걸쳐 분산시
킨다면 라마단기간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V. 결 론
종교와 경제 간 상관성의 존재, 또는 종교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통념적,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도
정성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현상과 그 경제적 영향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데이터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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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고 대리변수의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주제와 관련한 정량적, 계
량적 연구는 결코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종
교적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실증적 분석은 그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 영역을 경제학적인 차원으로 확장한
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 학술적 의미와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어떠한 방법론과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교적 현상이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종교적 의례이면서 한 달여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슬람의 라마단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로 이슬람이 대중적 종교로 자리 잡
고 있고, 정부의 이슬람화정책이 1970~8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
로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을 선택하였다. 거시경제를
실물, 금융, 대외 부문 등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다시 세
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시계열변수의 변동성(volatility) 추정
을 위해 활용되는 GARCH모델을 활용하여 라마단기간 각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의 크기, 변화의 존재여부 및 그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
우 그 변동성의 증가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행위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 라마단이 해당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
정과 행위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음
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라마단기간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증가는 경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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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라마단 동안 생산, 소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효
용의 감소를 라마단 이전 및 이후 장기적 평균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과도한 또는 확장적 경제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라마단기간 경제활동의 위축(contraction)과 팽창
(expansion)이 거시경제변수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마단
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레
이시아 정부의 이슬람화정책의 지속적인 강화, 이슬람단체에 대한 지원 및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이슬람에 근거한 의식체계 및 이슬람율법에 기속된
경제행위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라마단 외에 기독교의 대표적 행사인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외부문의 변동성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
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라마단과 크리스마스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대칭적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라마단과 크리스마스 모두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모호하거나 불확
실한 경향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라마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례는 해당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거시경
제변수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슬
람화정책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거시경제 변동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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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아울러 라마단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할 때 이슬람화의
진전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우
리나라 기업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양국을 포함한 동남
아의 이슬람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투자 및 진출을 위해서는 이슬람화의 진전
또는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방안 및 마케팅전략 등을 선제
적(preemptive)이고 적극적으로 수립, 수행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주제로는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분석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방
법론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외에 중동 및 아프리카 등 다른 이슬람 국
가들로 확대하여 본 논문이 제시한 가설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100% 이슬람신자
로 구성되어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이슬람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비교, 분석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주제는 오히려 실험(experiment)을
통해서 보다 유의미한 추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교와 경제 간 상관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정량적인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힐 수 있고 종교가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라마단 외에 다른 종교적 의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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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1]
표 A-1. 라마단기간(1990~2013)

Year

Ramadan
Period

Overlapping with Christmas
and New Year Holidays

Months for = 1

1990

3.28~4.27

N

March, April, May

1991

3.17~4.16

N

March, April, May

1992

3.5~4.4

N

Feb, March, April

1993

2.23~3.25

N

February, March, April

1994

2.12~3.14

N

January, February, March

1995

2.1~3.3

N

January, February, March

1996

1.22~2.21

Y

January, February, March

1997

1.10~2.9

Y

December 1996, January, February

1998

12.20~1.19

Y

December, January, February

1999

12.9~1.7

Y

November 1998, December, January

2000

11.28~12.28

Y

November, December, January

2001

11.17~12.17

Y

November, December, January

2002

11.6~12.4

Y

October, November, December

2003

10.26~11.24

Y

October, November, December

2004

10.15~11.13

N

October, November, December

2005

10.4~11.2

N

September, October, November

2006

9.24~10.22

N

September, October, November

2007

9.13~10.12

N

August, September, October

2008

9.1~9.30

N

August, September, October

2009

8.22~9.19

N

August, September, October

2010

8.11~9.9

N

July, August, September

2011

8.1~8.29

N

July, August, September

2012

7.20~8.18

N

July, August, September

2013

7.9~8.7

N

June, July, August

Note: Months for    = 1 are December and January of next year for the whole time set.

283 ∙

∙

284

+

i t i

2.116*(1.116)
0.416***(0.076)
0.370***(0.070)
23.312***(4.641)
0.786
6.055
6.158
2.508
0.481
1994.3~2013.9
235

 ut

,

p

2
i t i

31.891***(5.068)
0.432***(0.122)
−0.090*(0.049)
32.588***(16.466)
0.342
7.010
7.142
2.367
0.475
2002. 12~2013. 10
131

i 1

∑γ ε


Inflation

  

Headline Inflation
Rate

j t j

0.069***(0.025)
0.381***(0.067)
0.471***(0.034)
1.300***(0.085)
0.852
3.126
3.219
1.452
0.979
1991. 3~2013. 10
272

j 1

q

∑δ h

0.581***(0.082)
1.483***(0.068)
−0.557***(0.064)

u t  ht εt

3.021***(0.613)
0.741***(0.054)
-

i 1

∑φ Y

ht  ν0  βt DRAMADAN 

0.493 (0.308)
0.540***(0.308)
0.341***(0.069)

Yt  μ0 

k

Production
Consumption
Industrial/Manufact
Retail Sales Growth
uring Production
Rate
Growth Rate

 

 
γ+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Financial
sector

i t i

25.541***(3.218)
0.470***(0.108)
29.313***(4.131)
0.470
5.912
5.991
1.952
0.118
1991. 4~2013. 11
272

 ut

,

2
i t i

12.000***(2.058)
0.819***(0.221)
57.291***(7.195)
0.819
6.681
6.774
2.223
0.008
2000. 3~2013. 12
166

i 1

p

∑γ ε



M2
Growth of Broad
Money (M2)
  

j t j

0.519**(0.212)
0.051(0.074)
0.881***(0.080)
0.980***(0.345)
0.932
3.834
3.989
1.947
0.588
2005. 7~2013. 11
101

j 1

q

∑δ h

3.991***(1.181)
0.745***(0.074)
-

u t  ht εt

0.064(0.359)
0.483***(0.063)
-

i 1

k

∑φ Y

ht  ν0  βt DRAMADAN 

0.541**(0.264)
0.366***(0.041)
−0.098**(0.041)

Yt  μ0 

Stock Price
Stock Price of
Overall
Financial Institutions
Composite Stock Financial Stock Price
Price Index
Index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Real sector

표 A-2.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표 A-3.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real sector variables(Indonesia)
financial sector variables(Indonesia)

<Appendix2> GARCH 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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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t i

−0.118(0.574)
0.110**(0.051)
0.842***(0.064)
2.746*(1.622)
0.952
5.545
5.638
1.908
0.941
1991. 5~2013. 9
269

 ut

,

2
i t i

0.423(0.928)
0.103***(0.041)
0.835***(0.053)
4.356*(2.509)
0.938
6.240
6.334
2.477
0.955
1991. 5~2013. 9
269

i 1

∑γ ε

p

Exchange Rate
Exchange Rate
Index
 


j t j

0.523**(0.231)
0.579***(0.124)
0.542***(0.053)
−0.214(0.430)
1.021
5.026
5.130
1.330
0.831
1998. 7~2013. 10
184

j 1

q

∑δ h

10.594***(2.535)
0.897***(0.025)
-

u t  ht εt

0.481***(0.370)
1.605***(0.050)
−0.663***(0.049)

i 1

∑φ Y

ht  ν0  βt DRAMADAN 

0.561**(0.245)
1.502***(0.053)
−0.569***(0.051)

Yt  μ0 

Export
Import
Merchandise Export Merchandise Import
Growth
Growth
  
 

 
γ+ δ
AIC
SIC
D-W
Adj. R2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Real sector

-

i t i

8.140(8.110)
0.123(0.113)
0.249(0.669)
0.202(2.106)
0.372
5.492
5.633
2.003
0.662
2001. 3~2013. 8
150

-

ht  ν0  βt DRAMADAN 

0.634*(0.364)
0.545***(0.102)
0.296***(0.089)

i 1

∑φ Y
,

i 1

  

2
i t i



j t j

0.153***(0.012)
0.965***(0.078)
−0.044**(0.019)
0.082***(0.019)
0.921
1.236
1.305
1.440
0.893
1991. 2~2013. 9
272

j 1

q

∑δ h

0.109**(0.049)
0.958***(0.015)
-

u t  ht εt

∑γ ε

p

 ut

 

Headline Inflation
Rate

Retail Sales Growth
Rate

k

Inflation

Consumption

Yt  μ0 

Production
Industrial/Manufac
turing Production
Growth Rate


표 A-5.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real sector variables(Malaysia)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Durbin-Watson statistic.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Eternal sector

표 A-4.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external sector variables(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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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0.481)
0.182***(0.052)
0.791***(0.050)
−0.009(1.033)
0.973
5.374
5.464
1.964
0.139
1990. 5~2013. 12
284

 ut

,

2
i t i

1.173*(0.697)
0.197***(0.075)
0.759***(0.065)
−1.249(1.169)
0.956
5.503
5.616
2.036
0.072
2000. 3~2013. 12
166

i 1

∑γ ε

p


0.005(0.039)
0.053*(0.029)
0.929***(0.037)
0.104(0.162)
0.982
3.352
3.431
1.876
0.948
1991. 2~2013. 11
101

j 1

j t j

∑δ h

q

0.271(0.174)
0.976***(0.015)
-

u t  ht εt

0.296(0.289)
0.372***(0.078)
-

i 1

ht  ν0  βt DRAMADAN 

0.339*(0.193)
0.396***(0.067)
−0.013*(0.072)

i t i

∑φ Y

k

Stock Price of
M2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Stock Price Growth of Broad
Index
Money (M2)
 
  

Yt  μ0 

Composite Stock
Price Index
 

Stock Price Overall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Adj. R2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Financial
sector

표 A-6.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financial sector variables(Malaysia)

i t i

+

1.267 (0.808)
0.273***(0.090)
0.517***(0.105)
6.544***(1.427)
0.790
5.387
5.467
1.248
0.917
1991. 4~2013. 9
270

+

 ut

,

2
i t i

2.829**(1.395)
0.282***(0.101)
0.486***(0.144)
2.539*(1.476)
0.768
5.471
5.565
2.361
0.950
1991. 5~2013. 9
269

i 1

∑γ ε

p

Exchange Rate
Exchange Rate
Index
 



j t j

0.005(0.007)
−0.035***(0.003)
1.029***(0.014)
0.161***(0.049)
0.994
3.443
3.619
1.807
0.967
2005. 1~2013. 10
184

j 1

q

∑δ h

1.551(1.580)
1.300***(0.977)
−0.315***(0.099)

u t  ht εt

0.493*(0.275)
1.417***(0.068)
−0.469***(0.068)

ht  ν0  βt DRAMADAN 

0.178(0.291)
0.967***(0.017)
-

i 1

∑φ Y

k

Import
Merchandise Import
Growth
 

Yt  μ0 

Export
Merchandise
Export Growth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Adj. R2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Eternal sector

표 A-7. Results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effect on
external sector variables(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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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96(0.735)
0.110*(0.063)
0.678***(0.143)
8.635***(2.511)
−0.044(2.561)
0.788
5.287
5.478
2.116
0.313
2004. 3~2013. 9
115

  

2
i t i

2.083(1.820)
0.609***(0.082)
82.610***(22.239)
6.245(17.505)
0.609
6.815
6.957
2.409
0.488
2004. 2~2013. 10
117

i 1


j 1

q

j t j

∑δ h

0.268***(0.073)
0.474***(0.173)
3.977***(0.406)
0.010(0.113)
0.474
2.849
2.990
1.591
0.874
2004. 2~2013. 10
117

∑γ ε

p

0.387**(0.169)
0.954***(0.021)
-

u t  ht εt

2.059***(0.595)
0.755***(0.040)
-

 ut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0.944**(0.395)
0.415***(0.103)
0.266***(0.088)

i 1

∑φ Y
i t i

 

Headline Inflation
Rate

Retail Sales Growth
Rate

k

Inflation

Consumption

Yt  μ0 

Production
Industrial/Manufact
uring Production
Growth Rate


 
 
γ+ δ
AIC
SIC
D-W
Adj. R2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Financial
sector

k

i t i

 ut

,

52.577***(14.801)
−0.539**(0.237)
62.527***(15.830)
−8.896(8.456)
−0.539
6.622
6.764
1.863
0.096
2004. 3~2013. 11
117

59.715***(12.074)
0.061***(0.004)
30.770*(17.244)
2.547(18.615)
0.061
7.127
7.268
1.875
0.053
2004. 3~2013. 12
118



j 1

q

j t j

∑δ h

5.615***(1.224)
−0.579**(0.268)
1.825***(0.695)
−2.323***(0.454)
−0.579
3.803
3.959
1.914
0.588
2005. 7~2013. 11
101

i 1

2
i t i

4.249***(1.039)
0.730***(0.069)
-

∑γ ε

p

M2
Growth of Broad
Money (M2)
  

u t  ht εt

1.679*(0.907)
0.238***(0.089)
-

i 1

∑φ Y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1.416***(0.531)
0.280***(0.023)
-

Yt  μ0 

Stock Price
Stock Price of
Overall
Financial Institutions
Composite Stock
Financial Stock
Price Index
Price Index
   

표 A-9.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Christmas effect on financial sector variables (Indonesia,
2004~13)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Real sector

표 A-8.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Christmas effect on real sector variables (Indonesia,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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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i

,

9.738***(3.477)
0.616**(0.244)
−0.818(3.736)
15.510(15.249)
0.616
6.062
6.204
0.650
0.906
2004. 2~2013. 9
116

 

35.499***(11.052)
0.580***(0.209)
−0.184***(0.004)
21.608*(11.119)
49.312(34.505)
0.396
6.685
6.851
0.826
0.912
2004. 2~2013. 9
116

γi εt2i 
j 1

∑

q

δ j ht  j

1.066***(0.370)
0.496***(0.123)
0.372***(0.105)
0.654(0.649)
−1.216***(0.342)
0.868
4.159
4.324
1.480
0.867
2004. 2~2013. 10
117

i 1

∑

p

3.305(2.438)
0.964***(0.025)
-

u t  ht εt

0.483(0.708)
0.941***(0.013)
-

i 1

 ut

 

∑φ Y

k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0.037(0.648)
0.920***(0.027)
-

Yt  μ0 

  

 
 
γ+ δ
AIC
SIC
D-W
Adj. R2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i 1

-

i t i

 ut

 

∑φ Y

k

,

+

−1.023(1.932)
0.820***(0.151)
2.448(1.944)
10.663***(3.811)
0.820
5.343
5.486
2.443
0.640
2004. 2~2013. 8
115

-

  

2
i t i



j 1

q

j t j

∑δ h

0.362***(0.050)
0.344***(0.086)
−0.321***(0.046)
−0.051***(0.003)
0.344
1.685
1.827
1.146
0.860
2004. 2~2013. 9
116

i 1

∑γ ε

p

0.185***(0.059)
0.916***(0.022)
-

u t  ht εt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0.707** (0.359)
0.821***(0.060)
-

Yt  μ0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표 A-10.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표 A-11.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Christmas effect on real sector (Malaysia, 2004~13)
Christmas effect on external sector variables (Indonesia,
2004~13)
Real sector
Production
Consumption
Inflation
Industrial/Manufact
External sector
Export
Import
Exchange Rate
Retail Sales Growth Headline Inflation
Variables
uring Production
Merchandise Export Merchandise Import
Exchange Rate
Rate
Rate
Variables
Growth
Rate
Growth
Growt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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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1.276)
0.165*(0.098)
0.767***(0.100)
−0.623(1.726)
−1.982(1.687)
0.932
5.335
5.499
2.064
0.006
2004. 3~2013. 12
118

23.903***(3.687)
0.634***(0.098)
1.656(1.478)
−11.546***(2.885)
0.634
5.512
5.676
2.208
0.047
2004. 3~2013. 12
118

i 1

+

2
i t i
j 1

q

j t j

∑δ h

1.850(1.363)
0.173(0.139)
0.046(0.508)
1.055(0.860)
−0.469(0.748)
0.219
3.878
4.043
1.772
0.942
2004. 2~2013. 11
118



0.682 (0.432)
0.962***(0.024)
-

∑γ ε

p

M2
Growth of Broad
Money (M2)
M2Malaysia

u t  ht εt

0.581***(0.205)
0.400***(0.043)
-

i 1

 ut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0.460(0.341)
0.301***(0.095)
-

i t i

∑φ Y

k

Stock Pr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Stock
Price Index
FSTOCKMalaysia

Yt  μ0 

Composite Stock
Price Index
CSTOCKMalaysia

Stock Price Overall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External sector

Import

i t i

 ut

,

1.107 (0.726)
0.313**(0.144)
0.440***(0.132)
6.233***(1.844)
2.548(3.412)
0.753
5.477
5.643
0.819
0.916
2004. 2~2013. 9
116

+

Exchange Rate
Index
EXMalaysia

Exchange Rate

0.266(0.686)
0.286**(0.137)
0.393**(0.161)
4.739***(1.259)
9.695**(4.699)
0.679
5.297
5.463
0.840
0.928
2004. 2~2013. 9
116

p

i 1



j 1

q

j t j

∑δ h

1.731**(0.725)
0.148(0.161)
0.011(0.277)
1.742+(1.131)
−0.590(0.639)
0.159
3.812
3.988
1.350
0.964
2005. 1~2013. 10
106

2
i t i

∑γ ε

2.234(2.487)
0.983***(0.022)
-

u t  ht εt

0.498(0.429)
0.933***(0.026)
-

i 1

k

∑φ Y

ht  ν0  αt DRAMADAN  βt DCHRISTMAS 

0.074(0.447)
0.988***(0.029)
-

Yt  μ0 

Merchandise Export Merchandise Import
Growth
Growth
EXPMalaysia
IMPMalaysia

Export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Notes: Significance levels are 15% +, 10% *, 5% **, and 1% ***. ε  and   denote error terms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and conditional standard deviation at time  , respectively. AIC is fo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Information criterion; SIC is for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and D-W is for
Durbin-Watson statistic.
Durbin-Watson statistic.

 
 
γ+ δ
AIC
SIC
D-W
2
Adj. R
Time series
Obs.

γ
δ

C

Variance
equation

Abbreviation
Mean equation
(  represents
each variable)
C
L(1)
L(2)

Variables

Financial
sector

표 A-12.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표 A-13. Comparison of the GARCH process of Ramadan and
Christmas effect on financial sector (Malaysia, 2004~
Christmas effect on external sector (Malaysia, 2004~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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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Retail Sales Growth Rate (y-o-y, %)

그림 A-5. Financial Stock Price Index (monthly change)

그림 A-8. Merchandise Import Growth Rage (y-o-y, %)

그림 A-1. Industrial/Manufacturing Production Growth Rate(y-o-y, %)

그림 A-4. Composite Stock Price Index (monthly change)

그림 A-7. Merchandise Export Growth Rate (y-o-y, %)

<Appendix3> Time series of Indonesia

그림 A-9. Exchang e Rate Index (monthly averag e, January 2006=100)

그림 A-6. Growth of Broad Money (y-o-y, %)

그림 A-3. Inflait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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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 Inflation Rate (%)

그림 A-14. Growth of Broad Money (y-o-y, %)

그림 A-17. Exchange Rate Index (monthly average, January 2006=100)

그림 A-10. Industrial/Manufacturing Production Growth Rate (y-o-y, %)

그림 A-13. Financial Stock Price Index (monthly change)

그림 A-16. Merchandise Import Growth Rage (y-o-y, %)

<Appendix4> Time series of Malaysia

그림 A-15. Merchandise Export Growth Rate (y-o-y, %)

그림 A-12. Composite Stock Price Index (monthly change)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라마단의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변화를 중심으로

베트남 국민의 한국기업 사회공헌활동,
국가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하노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1)서 운 석 (보훈교육연구원)

차례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 인식 분석
Ⅴ. 결론

Ⅰ. 서 론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
를 규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여러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기업의 사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공공사회연구, 제5권 2호(2015년 5월)에 게
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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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에 따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 이외
에 국내외적인 법령과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등 기업과 관련된 이
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부로서 사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
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거나 더욱 확장하여 기업이 사회에 대해 져
야 하는 의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oter and Kramer 2002). 특히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특징 중 하나로 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역에
서 기업의 자원을 사회를 위해 투입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보면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경영철학이나 비전 등을 거시적으로 보여주
는 한 방식이라고도 하겠다(Meenaghan and Shipley 1999; 김성수 2003; 최은
섭 2008).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 혹은 이미지와 관련되는 다양
한 대외관계 활동이라고 판단된다(문철수 2004; 김봉철 2006).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기업들은 세계화를 통하여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 나라의 소비자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점점 더 격심한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 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우월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제품의 자체적인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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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또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었다(하수경, 신철호 2011, p. 148).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다하더라도
소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
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제품
을 생산한다는 명성을 가진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이미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국가의 브랜드에 그
국가의 이미지가 투영되는 원산지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Huber and McCann 1982; Insch and Mcbrige 1998). 즉 소비자
는 제품을 평가하는 외적인 단서로 국가이미지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 등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제2도
약’을 위해 해외로 더욱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내수시장 규모나 경제구조, 취업여건 등을 감안하면 경제회복의 활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해보인다. 그
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특히 관심을 갖는
국가 중의 하나가 베트남(Vietnam)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5
년 현재 국교 수립 23주년을 맞고 있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1992년 12월 수
교한 이래 경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인적 교류 부문에서도 급속히
확대되었다(이한우 2013, p. 109).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9년 95억 달러를 기
록한 이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달성하면서
2012년 217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에는 303억 달러에 달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기도 하
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p. 11).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TV 드라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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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부터 베트남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한류를 일으켰고, 이
흐름은 영화, 음악, 음식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베트남
내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민은 각 13~14
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베트남인 여성은 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한국 내 외국인 배우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양국 관
계가 20여 년 만에 이 정도로 밀접해진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된다(이한우 2013, p. 110). 이에 더해 한-베트남 FTA
발효로 베트남 상품시장 빗장이 더욱 활짝 열림에 따라 소비재·내수시장 및
서비스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박지은 2015).
이 연구는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리나라의 국
가이미지를 다른 주요 경쟁 국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노이(Hanoi) 청년층을 대상으로 베트남 국민의 한국기업
사회공헌활동 및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한국기업의 브랜드 신뢰도와 제
품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현황을
먼저 알아보고 이 인식이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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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요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생산주체
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요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김기선, 김종무 2014, p. 157).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
한 핵심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노출되어왔고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자체에 대
한 소비자와 사회의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
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권구민, 조수영
2011, p. 208). 즉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은 진출국가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그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보다 용
이하게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해당 사회에 대
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진출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특정 자선단체나 사회문제에 기업이 직접 기부하
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현금 기부 또는 기업의 특정 노하우나 기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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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참여
유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담당
하는 공익기관, 교육, 예술, 환경 관련 단체에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이철한, 권선희 2011, p. 251). 이러한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근거하는 기준과 주요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으로 캐롤
(Carroll)의 구분을 보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
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인류애적 책임
이라고 할 수 있다(Carroll 1999). 이 중에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좋은 직장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법적 책임은 기업에게 주어진 법과 공공질서에 따른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
하며,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도덕적인 방식으로 수행하
며, 올바르고 공정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류애적 책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
헌하며,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에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나 명칭을 경제
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하여 더욱 현실성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
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rown and Dacin 1997;
Forehand and Grier 2003).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과거 연
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노력이 제품 및 기업평가, 나아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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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해왔다(윤각, 서상희 2003; 한은경, 류은
아 2003; 안주아, 황경아, 윤석년 2011; 임순이, 박종철 2012; Ross, Patterson,
and Stutts 1992; Brown and Dacin, 1997). 이와 관련하여 사회공헌활동이 기
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은 대체로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기업구성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ntos 2001; 이려정 2007). 그리고 이
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미지뿐 아니라 해당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상
및 소비자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own and Dacin
1997; Folkes and Kamins 1999; 임석준, 최성호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소비자들은 경쟁 브랜드간 제품 속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는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브랜드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
가이미지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먼저 국가이미지는 이미지 개념을 국
가 차원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는 어떠한 국가 또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 인상 등의 집합이며, 인지
적, 감정적, 행동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마케팅 시각에서
의 국가이미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여하는
심상, 명성, 고정관념 등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웅, 진용주 2010, p.
303). 즉 국가이미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미지 정의와 더불어 국가이미지 형성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국가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대표 상품, 국가 특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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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 역사와 전통 등 여러 변인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국가이미지는 어떤 국가를 연상할 때 기억나
는 속성의 집합으로서 그 국가의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등의 요소와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이미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웅, 진용주 2010, p. 303). 즉 국
가이미지 형성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인식이나 국가 경쟁력 등 국가이미지가 어떤 기대하는 상황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논의하는 것들이 많다. 즉 국가이미지는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다양
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가 유발하는 효과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인지,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 조직이나 단체
차원, 개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국가와 관
련된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효과와 해당 국가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
심, 만족감 등 대내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로서
국가이미지가 외국인투자 증가와 관광객 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직접
적으로 기여하며, 비경제적 효과로서 원산지 효과 획득과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 강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기업과 상품 브랜
드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
업정책연구원 2007).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로 형성되는 국가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l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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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ler 1994). 즉 국가이미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이미지는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평가는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 및 구매의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고 있다고 보고 있다(Bilkey and Nes 1982; 한충민 1994; 웅건용, 무연연, 김
원겸 2010; 하수경, 신철호 2011; 김시월 2012). 이러한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국가이
미지와 이에 따른 베트남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이제홍 2012).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이미지는 기업 및 국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고 연장선상에서 해당 국가 상품구매
의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베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
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이미지에 대한 영향은 특히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
도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사회공헌활동 및 국가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더
불어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베트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베트남은 인
도차이나(Indochina)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
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베트남의 경제상황을 보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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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영기업과 은행부문 부실화 문제로 최근 경제성장
률이 5%대에 머물러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p. 2).

표 2-1.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6.4

6.2

5.2

5.4

5.5

재정수지/GDP

-2.8

-1.1

-6.8

-5.6

-6.6

소비자물가상승률

9.2

18.7

9.1

6.6

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p. 2.

특히 베트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
수시장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
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당
분간 3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4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보면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
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p. 5).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소비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베트남은 소득수준 향
상에 따른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동남아국가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국민의 일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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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3년 기준 베트남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약 4,000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3%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9년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
는 약 5,9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리고 일인당 소득 향상은 저소득층 감
소와 중산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을 보면, 가구별 가처
분소득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09년 6,890만 명에서 2020년 3,5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만 5,000달러
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가처분소득 3만 5,000달러 이상의 고
소득층 규모 또한 2009년 60만 명에서 2020년 270만 명으로 4.5배 증가가
예상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p. 4).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관계는 이제 400억 달러 교역액 달성
을 목표하고 있는 등 우리의 제10대 수출대상국이며 4위 투자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활약과 이를 통한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가 그 어느
곳보다 기대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지난 20년간 정
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관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폭넓고 굳건히
해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친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하며, 그 기반이 되는 학술연구도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베트남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일반인의 인
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으로 지금은 베트남 연구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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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다(이한우
2013, p. 133).

표 2-2.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베트남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 품목

수출

15,946

21,088

22,333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입

5,719

7,175

7,989

의류, 신발, 목재류

합계

21,665

28,263

30,322

n.a.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1.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사회공
헌활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주로 청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베트남 진출 기
업의 국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대만으로 하였고 이 외는 기
타국가로 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설명
이 연구는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의 영향에 관한 현지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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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대상은 베트남의 수도이자 베트남에서 둘째로 큰 규모의 도시인
하노이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이다. 연령층은 20~30대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14년 9~10월 두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해당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총 400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설
문지를 제시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1) 이들 중 314부를 회수하였고,
답변이 부실한 3부를 제외한 31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은 86명으
로 전체 대상의 27.7%를 차지하며, 여성은 225명으로 전체 대상의 72.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학력을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은 14.5%,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77.5%,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은 8.0%를 각각 차지한다. 소득수준
은 주관적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수준 현황을 보면, 상층은 12.2%, 중층
은 66.9%, 하층은 20.9%를 각각 차지한다. 이 연구의 설문대상은 주로 여성
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중층 정도의 소득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1. 설문대상의 학력 및 소득수준 현황
(단위: 명, %)

학력 분야

소득수준 분야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중학교졸업이하

45

14.5

상

38

12.2

고등학교 졸업

241

77.5

중

208

66.9

대학재학이상

25

8.0

하

65

20.9

자료: 저자 작성.

1) 설문대상자의 선정에서 무작위 400명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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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구성 항목 및 분석방법
베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리
나라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현지 소비자 인식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이 연구
는 크게 네 개 영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영역은 베트남 진출 해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영역이다. 여기에서
는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 사회공헌활동
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사회공헌활동 희망 분야, 사회공헌활동 희망 방
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영역이다. 여기에서는 한국기업 등 5개 비교국가 기업을
제시하고 사회공헌활동 중 경제적 책임 분야, 법적 책임 분야, 환경적 책임
분야, 자선적 책임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비교국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도
록 하였다. 셋째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이에는 국
가호감도, 호감도 요인, 정치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등을
확인해 보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은 브랜드 신뢰도 및 제품 구매의
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이에는 사회공헌활동/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브랜드 신뢰 국가기업, 상품구매 희망
국가기업 등을 확인해 보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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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구성 항목

구분

항목

비고

사회공헌활동 인지도
기본인식

사회공헌활동 필요성
사회공헌활동 희망 분야

명목척도

사회공헌활동 희망 방식
사회공헌활동

경제적 책임 분야
법적 책임 분야
국가비교

환경적 책임 분야

5개 국가기업 비교

자선적 책임 분야
전반적 평가 분야
국가호감도
호감도 요인
국가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5개 국가 비교

경제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
브랜드 신뢰/구매의도

브랜드 신뢰 국가기업
상품구매 희망 국가기업

인구통계학적 변수

명목척도
4개 국가기업 비교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자료: 저자 작성.

설문분석 방식은 주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
적 변수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성별,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
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베트남 진출 해
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답변문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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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른다’에서 ‘많이 알고 있다’ 순으로 1점부터 5점까지 가중치를 부여
하여 연속변수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분석은 실제 답
변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항목에 따라 실제 사례수에서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Ⅳ.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 인식 분석
1.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본 인식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자국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귀하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
해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고, ‘조금 알고 있다’고 답
한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27.1%, ‘잘 모른다’
라고 답한 비율은 29.6%,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비율은 4.1%로 각각 나타
났다. 정도의 차이를 떠나 ‘알고 있다’고 한 비율이 약 4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국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인구통
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평균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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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와는 별도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귀하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비율을 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 비율은 29.6%, ‘필요하
다’는 답변 비율은 52.6%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의 약 82%가 해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보면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들은 비록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이 기업이 베트남 사회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평균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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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회공헌활동 인지 및 필요성 인식 정도
(단위: 명, %)

사회공헌활동 인지
구분

사회공헌활동 필요성 인식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4

4.8

4.8

매우필요하다

86

29.6

29.6

조금알고있다 100

34.4

39.2

필요하다

153

52.6

82.1

보통

79

27.1

66.3

보통

47

16.2

98.3

잘 모른다

86

29.6

95.9

거의필요없다

4

1.4

99.7

전혀 모른다

12

4.1

100.0

전혀필요없다

1

0.3

100.0

많이알고있다

자료: 저자 작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으로는 기대하는 사회공
헌활동 분야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공
헌활동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분야는?”이라는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7.1%, ‘체육진흥 지원’이라고 답
한 비율은 6.1%, ‘교육(장학금 및 학교)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9.5%, ‘지
역사회 공공기반시설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 ‘환경보호활동 지원’
이라고 답한 비율은 16.7%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장학금 등을 통한 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희망 분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대하는 사회공헌활동 분야와 더불어 해외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
회공헌활동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방식은?”이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 310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기업 사회공헌활동, 국가이미지, 브랜드 신뢰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답변 비율을 보면, ‘현금/현물 기부’는 17.7%, ‘컴퓨터, 청소년, 장애인 등 분
야에 대한 기업 자체 프로그램 개발 활동’이 42.1%, ‘정부/지방정부 활동과
연계한 지원 형식’이 13.2%, ‘기업 임직원의 직접참여’ 방식이 15.1%, ‘회사
의 전문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봉사활동의 전문화’ 방식이 11.9%로 각각 나
타나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식으로
다른 유형보다는 컴퓨터, 청소년, 장애인 등 분야에 있어 해외기업이 자체적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해당 기업 임직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사회
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이 해외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사회공헌활동 프
로그램을 베트남 사회에 이식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표 4-2. 사회공헌활동 분야 및 방식 지향 정도
(단위: 명, %)

사회공헌활동 분야

사회공헌활동 방식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지원

22

7.1

현금/현물기부

55

17.7

체육진흥지원

19

6.1

기업자체프로그램개발활동

131

42.1

교육지원

123

39.5

정부/지방정부연계지원

41

13.2

지역사회공공기반시설지원

95

30.5

기업임직원직접참여

47

15.1

환경보호활동지원

52

16.7

기업기술이용활동전문화

37

11.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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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국가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비교국가를 상대로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살펴
보았다.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책임 분야와 법적
책임 분야, 환경적 책임 분야, 자선적 책임 분야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 이를 통합된 인식으로 상정한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중에서 경제적 책임 분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
여 베트남 경제의 빠른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
의 기업은?”이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8.6%로 나타났고,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6.0%, 중국기업
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9.6%,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9.6%, 기타 국
가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1%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기업이라
고 답변한 비율이 다른 국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기업 다음으로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약 18~19%로 비슷
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일본기업의 사회공
헌활동이 다른 국가 해외기업에 비해 베트남 경제성장에 보다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책임 분야에 이어 법적 책임 분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국가 해외기업 중 부정, 부패 없는 경영과 충실한 세금 납
부 등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은?”이라는 형식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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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3.5%로 나타났고, 일
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9.8%,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1%,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2%, 기타 국가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7.4%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적 책임 분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이 약 60%로 다른 국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수준으로는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결과
는 중국 등 다른 비교국가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베트남 청
년층 소비자는 일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베트남 사회의 법적 책임과 관련
한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점에서는 한국기업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3. 사회공헌활동 중 경제적 및 법적 책임 분야 인식
(단위: 명, %)

경제적 책임 분야

법적 책임 분야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기업

58

18.6

한국기업

73

23.5

일본기업

143

46.0

일본기업

186

59.8

중국기업

61

19.6

중국기업

16

5.1

대만기업

30

9.6

대만기업

13

4.2

기타국가기업

19

6.1

기타국가기업

23

7.4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중에서 환경적 책임 분야
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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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상품을 제조하여 베트남 사회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
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은?”이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0.9%로 나타났고, 일본기업이라고 답변
한 비율은 59.2%,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5%, 대만기업이라고 답변
한 비율은 3.9%, 기타 국가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1.6%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법적 책임 분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이 약 60%
로 다른 국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수준으로는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다음으로는 기타 국
가기업이라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기업이나
대만기업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다른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중국이나 대만기업이 일본이나 한국기업에 비해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중에서 자선적 책임 분
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
련하여 베트남의 어려운 계층을 돕는 자선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업은?”이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1.2%로 나타났고,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2.4%,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8%,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2%, 기타 국가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5.4%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일본기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기업과 기타 국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기업이나 대만기업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분야 중에서 경제적 책임 이외
에서는 공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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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사회공헌활동 중 환경적 및 자선적 책임 분야 인식
(단위: 명, %)

환경적 책임 분야

자선적 책임 분야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기업

65

20.9

한국기업

66

21.2

일본기업

184

59.2

일본기업

163

52.4

중국기업

14

4.5

중국기업

21

6.8

대만기업

12

3.9

대만기업

13

4.2

기타국가기업

36

11.6

기타국가기업

48

15.4

자료: 저자 작성.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들의 해외기업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경제적, 법적,
환경적, 자선적 책임이라는 4가지 분야를 통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기업의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 평가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다음 국가기업 중 귀하께서는 어느 국가의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비율을 보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4.8%,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4.7%,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8%,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 기타 국가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8.4%로 각각 나타
나고 있었다. 전반적인 평가 수준을 보면 일본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기업은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
비자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일본기업을 가장 높게 평가하
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비교국가 사회공헌활동 인식 정도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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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비교국가 사회공헌활동 인식 정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2.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자국 진출 해외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해당 기업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
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가에 대한 호감도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
해서 “다음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국가에 대
한 호감도가 가장 높습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5.1%로 나타나고 있었고, 일본은
57.2%, 중국은 4.2%, 대만은 6.4%, 기타국가 7.1%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일본을 지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위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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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
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국가 호감도에 이어 국가이미지를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이미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외교적
친밀도가 베트남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라는 형식
으로 질문을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8.6%로 나타나고 있었고, 일본이라는 답변 비율은 44.1%, 중국은 13.8%,
대만은 11.3%, 기타국가 12.2%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외교적 친밀도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빌려 살펴본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님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은 중국이나 대만 또는
기타국가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제뿐 아니라 국방·안보 분야 및 방위산업, 문화·관광·스포츠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정치적 이미지가 앞에서 본
국가 호감도보다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분
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본다.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음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
하여 대표적으로 “제품에 대한 제조기술 수준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
는 어디입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0.9%로 나타나고 있었고, 일본이라는 답변 비율은
71.4%, 중국은 10.0%, 대만은 2.6%, 기타국가 5.1%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제품 제조기술 수준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빌려 살펴본 베트남 청년층 소비
자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미지 역시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제조기술 수준에 대한 이미지는 일본에 비해서는 절대

3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적으로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중국과는 동일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2014년 말 타결된 한-베트남 FTA에 따른 경제협력 강화 효과
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위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베트남에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정은 매
우 실망스러운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ASEAN의 리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미지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대해
서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한국의
불리한 경제적 이미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 이어 문화적 측면에서의 현황을 살
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문화발전 수준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3.9%로 나타나고 있었고, 일본이라는 답변 비율은
50.3%, 중국은 11.0%, 대만은 3.5%, 기타국가 11.3%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
다. 문화발전 수준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빌려 살펴본 베트남 청년층 소비
자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는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미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권에 속하여 조상을 섬기고 가족을 중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동남아
시아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전체 인
구 중 30대 이하 젊은 층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나라이고
이들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볼 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이미
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여력은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비록 다른 측
면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기는 하나 베트남사회에서 한국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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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5. 국가이미지 인식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가호감도

정치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한국

78

25.1

58

18.6

34

10.9

74

23.9

일본

178

57.2

137

44.1

222

71.4

156

50.3

중국

13

4.2

43

13.8

31

10.0

34

11.0

대만

20

6.4

35

11.3

8

2.6

11

3.5

기타

22

7.1

38

12.2

16

5.1

35

11.3

자료: 자저 작성.

베트남 국민의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국가호감도
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미지를 단편적이나마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국가호감도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미지가 정치적, 경제적 측면
의 이미지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한 국가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이미지는 종합적으로 국가호감도로 반영된다고 본다. 베트남사회에 대해 이
런 가정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당 국가의 호감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미지 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문
항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적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8.0%로 나타났고, ‘경제적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29.3%, ‘문화
적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51.8%, ‘기타 이유’라는 답변 비율은
10.9%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베트남 국민 특히 청년층 소비자에게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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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호감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영
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추측은 이
번 분석결과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가이
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먼저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한류를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이런 한류 분위기를 적용한 기업 및 제품 마케팅을 펼
쳐나가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4-2. 국가이미지 인식 정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인식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
하여 먼저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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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베트남 국내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브랜드 신뢰(상표
에 대한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
로 나타나고 있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로 나타나고 있
다. 베트남 국내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고 보는 비율이 약 86%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
남 청년층 소비자은 자국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바로 해당 기업
의 브랜드 신뢰와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평균에서는 특별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
대적으로 더욱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정도였다.

표 4-6.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도움 됨

118

37.9

37.9

다소 도움 됨

148

47.6

85.5

보통

37

11.9

97.4

거의 도움 안 됨

6

1.9

99.4

매우 도움 안 됨

2

0.6

100.0

자료: 저자 작성.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
하여 다음으로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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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베트남 국내 진출 해외기업의 국가이미지가 브랜드 신뢰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나타나고 있
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2%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국내
진출 해외기업의 국가이미지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비율이 약 88%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식보다도 해당 기업의 국가이미지가 브랜드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즉 국가이미지는 해당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
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평균에서
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7. 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성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도움 됨

122

39.2

39.2

다소 도움 됨

153

49.2

88.4

보통

29

9.3

97.7

거의 도움 안 됨

7

2.3

100.0

자료: 저자 작성.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들의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인식과 관
련하여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동종 상
품일 경우 4개 국가기업의 브랜드(상표)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어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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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8.1%,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77.1%,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5%,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3%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
국기업은 약 18%로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체로 나타나고 있었
다. 중국이나 대만기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또
한 볼 수 있었다.
브랜드 신뢰도와 관련하여 다음으로는 “동종 상품일 경우 4개 국가기업의
브랜드(상표) 중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기
업은 무엇입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8.6%,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7.5%,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0.9%,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
은 2.9%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위에서 본 결과와 유사하게 일본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기업은 비슷한 수준인 약 18%로 나타나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역시 약체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기업은 위에서 본 브랜드 신뢰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향후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
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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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브랜드 신뢰도 관련 인식 현황
(단위: 명, %)

브랜드 신뢰도 분야
구분

빈도

소비자 신뢰 브랜드 분야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기업

56

18.1

한국기업

58

18.6

일본기업

239

77.1

일본기업

210

67.5

중국기업

11

3.5

중국기업

34

10.9

대만기업

4

1.3

대만기업

9

2.9

자료: 저자 작성.

브랜드 신뢰와 더불어 상품 구매 의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상태에서의 상품 구매 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격, 포장, 품질
등이 같을 때 귀하는 어느 국가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습니까?”라는 형
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
한 비율은 19.6%,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9.8%, 중국기업이라고 답
변한 비율은 5.5%,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1%로 각각 나타나고 있
었다. 브랜드 신뢰와 상품 구매 의도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이나 중국, 대만기업은 브랜드 신뢰
에 비해 상품 구매 의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에 일본기업은 이와 달리 브랜드 신뢰에 비해 상품 구매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도 눈에 띄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상품
구매 행위에서는 이러한 가격, 포장, 품질 등의 직접적 조건 외에도 또 다른
요인이 일정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는 해당 기업의 국가이미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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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의도와 관련하여 다음으로는 미래의 상품 구매 의도를 살펴보
기 위하여 “향후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귀하는 어느 국가기업의 상품을 구
매하고 싶습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7.0%, 일본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6%, 중국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3.5%, 대만기업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4.8%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기업 상품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기
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일본기업 등 다른 국가기업은 한국기업에 비해 장래에 출시될 상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더라도 한국기업들
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역할을 다시 강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들의 한국기업 상품에 대한 기대를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배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8. 상품 구매 의도 인식 현황
(단위: 명, %)

현재 상품 구매 의도

미래 상품 구매 의도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기업

61

19.6

한국기업

84

27.0

일본기업

217

69.8

일본기업

201

64.6

중국기업

17

5.5

중국기업

11

3.5

대만기업

16

5.1

대만기업

15

4.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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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올해 들어 베트남으로 우리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만 해
도 우리 수출 대상국 가운데 6위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다. 게다가 우리 전체 수출이 감소 추세인데 베트남
쪽 수출만 유독 성장하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베트남 수출이 떠오른 가
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대
한 기존 인식은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섬유나 의류 생산을 주로 하는 나라
였으나,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한겨레신문 2015).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더
욱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 연구는 베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등을 현
지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보면 정도의 차이를 떠나 알고 있
다고 한 비율이 약 4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국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를 확인
해 보면 응답자의 약 82%가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비록 해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이 기업들이 베트남 사회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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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식으로 다
른 유형보다는 컴퓨터, 청소년, 장애인 등 분야에 있어 해외기업이 자체적으
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베트남 사회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이 해외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베트남 사회에 이식해서 실행해 주기를 바
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비교국가 해외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본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기업이 차지
하고 있었다. 중국기업은 다른 국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
련하여 일본기업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기업에 대해서
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국가 호감도를 중심으로 한 현황을 보
면, 한국은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위국
가인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
의 국가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공헌활동·국가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및 구매 의도와의 관련성에 관
한 인식을 보면 베트남 국내 진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브랜드 신뢰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비율이 약 86%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
이미지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비율은 약 88%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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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는 자국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
동과 국가이미지를 바로 해당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
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즉 베트남 진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이미지
는 해당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연관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신뢰 기업의 소속 국가를 살펴보면 역시 일본기업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기업은 약 18%로 일본기업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약체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이나 대만기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저
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신뢰
와 상품 구매 의도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
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통해 보면
소득수준이 다른 특성에 비해 영향력이 있는 변수일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브랜드 신뢰와의 관련
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서 공히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간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의 청년층 소비자
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베트남 진출 해외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브랜드 신뢰나 구매 행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향
을 받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청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등을 살펴본 이 연구결과는 베트남 사회에서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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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개연적인
가능성에 한정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해당기업
의 브랜드 신뢰와 상품구매 의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이후 진출하려는 기업에 어느 정
도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즉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회공헌활동
과 국가이미지는 해당기업의 현지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
러므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은 베트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와 방식을
정확히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이런 경향은 반대로 베트남에 진
출한 우리 기업이 만약 미흡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 해당기업 경영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기업의 이미지와 국가이미지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른 분야 시장개척이나 현지 생산 활동에 심각한 애
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조처를 제안한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는 사회공헌
활동과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베트남시장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이
미지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시장지위를 유지 또는 증대시켜 결과
적으로 이들 상품이 베트남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바탕에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출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향상하고 이를 통하
여 국가브랜드 등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부문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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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작동하게 된다. 즉 베트남 진출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기업의 개별적 비용에 비해 한국기업 일반이나 국가
가 얻는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는 진출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민관 협의체 형식으
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과 국
가이미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개별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
게 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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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형태를 비롯한 정치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업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975년
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발견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
욱 높게 나타난다. 둘째, 지방정부가 비교적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국가
에 비하여 중앙정부가 강력한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다. 본 연구
는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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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제성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Ⅰ. 서 론
왜 어떤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
인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국가간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산업구조의 특징이나 산
업정책의 효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적 차원의 요
인들에 주목한다. 산업구조의 성격이 산업별 수출입량의 변화 및 투자와 기
술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긴밀히
간여한다는 주장(Feldman, McClain, and Palmer 1987; Martin and Holland
1992; Miller and Blair 2009), 특정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지원이 투자와 고
용의 확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주장
(Feenstra et al. 1999; Madani 1999; Criscuolo et al. 2012), 다른 나라와의 경
제교류 협정 체결은 생산과 수출 증가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고
도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논의(Saxenian 2002)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개별 국가의 정치제도적 요인을 통한 국가
별 경제성장률의 상이성에 대한 분석은 활성화되지 못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이 간과한 정치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
추어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정치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의 형태를 비롯한 정치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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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국가(unitary state)에 비하
여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연방국가(federal state)에서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부의 정책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익을 더
욱 중시하는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 선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연방제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반대하
거나, 지방정부가 자기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Wibbels 2000).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비하여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경제성장
을 더욱 촉진한다. 민주주의의 경쟁적 선거시스템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유권자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Neshkova 2014; Bueno de Mesquita et al. 2003). 따라
서 민주주의 정치지도자는 권위주의 지도자에 비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유인
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고, 이는 성장률을 보다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
이다. 둘째, 연방국가에 비하여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다. 단일국가의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는 지역 개발을 명목
으로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Wibbels 2000).
본 연구는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위의 주장들을 동남아
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뒷받침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동남아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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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동남아시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신흥 지역이기 때문
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한국의 둘
째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하였다.
둘째, 동남아시아는 국가간 비교 연구에 적합한 사례들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볼 때, 역내 국가들의 경제력은 상
당한 편차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2013년 1인당 국민총생산
(constant 2005 US$)이 3만 6,000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반면,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극심하게 가난한 국가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간에 이러한 차이
를 초래한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경제성장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
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체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대개 하나의 국가만을 연구하는 단일 사례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예, Jomo and Edwards 1995; Rock 1999;
Tremewan 1994).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서 이
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
는 예외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Lijphart 1971).
그러나 이러한 단일 사례 분석은 특정 사례에서 관찰된 현상이 다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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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
한 판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 결과 기존의 동남아시아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국가나 사례를 넘어 일반화가 가능한 이론을 생산하는 데에
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각 국의 경험이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보
다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기
존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1975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횡단면(time-series-cross-sectional) 분석(양적
방법론)과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질적 방법론)를 이용하여 뒷받침한다. 양적
방법론은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변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질적 방법론은 특정 사례에서 나타나는 변수들간의 관계가 그 사례를 넘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King, Keohane,
and Verba 199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적, 질적 방법론을 융합하여 각각
이 지닌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논문의 주장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근거를 제
시한다.
본 연구가 심층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인도네
시아가 시기별로 정치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1999
년에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거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정치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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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신생 민주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선심정치와 금권선거를 부추겨 정치부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즉 강력한 지방분권화라는 정치제도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정치부패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Chen, Hillman, and Gu
2002; Ufen 2006). 따라서 정치제도적 차원에서의 역동적 변화를 거친 인도
네시아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은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Ⅱ. 경제성장의 정치제도적 요인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차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산업구조의
특징, 산업별 수출입량의 변화, 산업기술의 혁신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요인들에 주목한다(Feldman, McClain, and Palmer 1987; Martin and Holland
1992; Miller and Blair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을 분석
한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무역과 투자구조의 변화
를 야기한 외자도입정책, 관세정책, 수입대체산업화전략, 경제개발계획, 농
업 부문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지원, 국가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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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각종 경제적 지원책,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같은 거시경
제정책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 혹은 후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
로 언급되고 있다(안승국 2009; Pauker 1980; Hainsworth 1990; Dixon 1991).
따라서 경제적 발전에 간여하는 정치적 요인,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치
제도적 요인이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상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활성화되지 못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학문적 연구
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요인이 정
치제도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물을 축적하
여 왔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흥미롭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
주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다는 립셋의 연구(Lipset 1959)나 경제발전이 일
정수준에 도달하면 정치적 발전이 전개된다는 일련의 주장들(Jackman 1973;
Bollen 1979), 근대화의 결과 민주주의의 일시적 쇠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헌팅턴의 논의(Huntington 1991)
등 이른바 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발전 간의 상
관관계에 대한 학계의 오랜 관심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경제발전과 정치적
발전의 상관성이 없을 수는 있으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민주
주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한 쉐보르스키와 리몽기(Przeworski
and Limongi 1997)의 연구, 그리고 근대화론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경제발전
과 정치발전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상관성이 없음을 주장한 일련의 연구들
(Cutright 1963; Landman 1999) 역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한 학계의 오랜 노력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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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이상의 주류
연구경향과 반대로, 정치제도적 차원의 요인이 개별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밀접하게 간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도란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통제하
는 일련의 규칙(rule)을 의미한다. 규칙은 행위자에게 유인(incentive)을 제공
하는데, 행위자가 지닌 유인에 따라 그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
제도는 개별 행위자의 행동 및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양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적 특징이 정부의 업적, 특히 경제적 실적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지도자는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에 비하여 경제성
장을 추진할 유인을 더욱 크게 갖는다. 민주주의의 경쟁적 선거시스템하에
서 정치지도자들은 유권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
응할 수밖에 없다(Neshkova 2014).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선거는 유권자들
의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를 통하여 업적이 휼륭한 정치인은 재신
임을 해주나 그러하지 않은 정치인은 퇴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선거의 과정
은 정치인에 대한 상과 벌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자기이익 추구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공익을 추구할 유인을 갖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은 정치지도자는 정권
획득과 유지를 하여 필수적으로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에 속한 이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보다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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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일수록 승리연합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 연합을 위한 보
다 광범위한 혜택을 마련하게 됨을 주장한다(Bueno de Mesquita et al. 2003).
따라서 민주정부는 특정 소수집단을 겨냥하는 선심(pork and patronage)보다
다수를 만족시킬 좋은 정책(policy)을 제공할 유인이 강하기에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민주적 포섭(inclusion)의 원칙—특정 정치체제에서
의 개별 행위자는 토론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대리인인 정치인과 주인인 국민 간의 수직
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구한다(Young 2000). 따라서 민주주
의 국가에서 정책형성과 집행의 전 과정은 정부조직에 속한 소수의 정책결
정가들에 의하여 관리, 감독되지만(Dror 1971),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 행
위자들의 정책 활동 역시 존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적 이슈 제기,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 대안 제시, 정책
수단 평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정책형성에 직, 간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다양
한 사회경제적 행위자들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Heo 2013). 이는 민주국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의 당면 과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대
라는 정책 본연의 목표에 다가감으로써 경제적 성장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상의 주장은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적 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반한
다. 권위주의와 경제성장 간의 친화성을 주장하는 소위 ‘권위주의적 자본주
의론’(authoritarian capitalism)에 의하면 가난한 다수가 투표권을 갖는 민주
주의는 정치인들에게 성장보다는 분배와 소비 위주의 정책을 펼칠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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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제공함에 따라, 저축의 감소, 투자 감소, 정부예산의 팽창, 재정적자
확대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Lingle 1996). 따라서 이 이론은 권
위주의 체제, 즉 근시안적인 민중으로부터의 재신임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들의 저축을 강제하며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일관된 경제정책 수행이
가능한 체제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Rao 1984). 또한 대부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정치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민주적 정통성 대신 경제적 성과를 통한 정통성
확보 노력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론을 뒷받
침하는 주요 논거로 제시된다(Maravall 1997).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항상 경제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
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난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과정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데, 권위주의는 단기적
으로는 강압을 통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장
기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발전을 제약한다는 점에
서 갈등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권위주
의 체제의 정치엘리트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양동훈 2002). 일반적으로 ‘부패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자산을 남용, 오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 따라서 부패한 정치
인과 관료들은 정실주의(cronysm)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그 결과 기업의

1)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검색일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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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실적은 향상되기 어렵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은 감소할 수밖에 없
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개혁
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경우는 싱가포
르와 같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권위주의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보편적 이해를 수호하는 수호자
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사적기구를 오용, 남용하는 약
탈자(predator)가 됨으로써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국가인 약탈국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에 비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논거는 약하다.

2. 연방제와 경제성장
연방제(federalism)란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치제도로서
지방정부가 하나 이상의 정책 영역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Clark, Golder, and N. Golder 2012).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
와 의회의 대표들을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지방의 정치인들이 법
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 이익이 보다 충실하
게 대변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양원제를 채택하여 상원의원은 주(state)나
도(province) 전체를 대표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연방제는 분권화된 정
치체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중앙의 독선적 정책결정과 부패를 견제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연방제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선 중앙정부만이 주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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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국가에 비하여 지방정부 역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제 국
가에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과정이 더디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정부의 특정 정책이 지방의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정책의 입안, 집행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다수의 연방제 국가들이 채택하
고 있는 양원제 역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주나 도의 이익을 보다 강력하
게 대변하는 상원에 의하여 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정책과정의 속도
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방제 국가는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치
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Mayhew 1974).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중앙의 정치인과 지방의 정치인의 상이한
정책선호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도자들
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국가 경제발전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
은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선거 승리
를 위해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국가의 지
방정부들에 비하여 강력한 권한을 지닌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들은 지역개발
을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국
가 전체의 성장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Wibbels 2000).
이상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가설들이 가능하다.
[가설 1] 권위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다.
[가설 2] 연방국가보다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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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계열 횡단면 분석
1. 데이터와 모델
위에서 제시한 가설들은 먼저 1975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
의 31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검정(test)하였다.2) 과거 공산주의 계획경제체
제였던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GNI per capita growth, annual %)을 이용하였
다. 이 변수는 -22.72에서 51.14의 범위로 평균값은 4.09, 표준편차는 6.50이다.
[표 3-1]은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과 시기, 그리고 종속변수인 경제성장
률(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 3-1.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

국가

사례수

연도

라오스

15

말레이시아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1999~2013

5.2

2.1

1.3~7.8

39

1975~2013

3.7

3.6

-9.8~8.1

미얀마

30

1975~2004

4.0

5.5

-12.6~13.1

베트남

24

1990~2013

5.2

2.4

-3.6~9.3

브루나이

20

1990~2009

-0.5

2.0

-3.8~2.5

싱가포르

38

1976~2013

4.5

4.6

-5.9~18.0

2) 자료가 미비하여 캄보디아는 1996년부터, 라오스는 1999년부터, 베트남은 1990년부터 포함
하였고, 미얀마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동티모르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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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국가

사례수

연도

인도네시아

39

동티모르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1975~2013

4.0

4.8

-16.9~15.2

11

2002~12

14.1

25.6

-22.7~51.1

태국

39

1975~2013

4.3

4.3

-12.3~11.4

캄보디아

18

1996~2013

5.5

3.1

-1.4~10.9

필리핀

39

1975~2013

1.9

4.0

-11.6~6.3

총

312

1975~2013

4.1

6.5

-22.7~51.1

자료: 세계은행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World Bank, GNI per capita growth, annual %).

가. 민주주의
먼저 경제성장에 미치는 민주정치체제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
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각각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째 지표는 Polity IV 프로젝트 데이터셋의 POLITY2
변수이다.3) 이는 국가별로 매년 선거의 경쟁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된 변수로 -1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높은 숫자일수록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동남아시아의 사례들은
-9와 9 사이의 값을 갖는데, 평균값은 -0.20이고, 표준편차는 6.07이다.
둘째 지표는 Cheibub, Gandhi, and Vreeland(2010)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DEMOCRACY 변수이다. 이는 이항변수로서 권위주의는 0, 민주주의는 1로
코딩되었다. 여기서 민주주의로 분류된 정치체제는 (1) 행정부 수반이 유권

3) 이 데이터셋에는 동남아시아 11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왕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OLITY2 변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측정한 경우 브루나이 왕국은 분석에서 제
외된다.

∙ 348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자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유권자가 선출한 의회나 선거인단으로부터 선출
되고 (2) 의회가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3) 복수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경쟁
하고 (4) 동일한 선거제도하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체제이다(Cheibub,
Gandhi, and Vreeland 2010, pp. 69-70).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사례들
중 27.9%가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셋째는 새로운 지표인 REGIME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DEMOCRACY 변
수에서 권위주의로 분류된 사례들 가운데 준민주주의(semi-democracy)를 민
주주의와 보다 가까운 체제로 분류한 것이다. 준민주주의란 위의 Cheibub,
Gandhi, and Vreeland(2010)가 제시한 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한 네 가지 조
건들 가운데 처음 세 가지 조건들은 충족하지만 마지막 조건, 즉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제를 의미한다. 본 연구 데이터셋에 포함된 동남아시아
사례들 가운데에서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이러한 준민주주
의에 해당한다(전체의 30.5%). REGIME은 다항변수로서 권위주의는 0, 준민
주주의는 1, 민주주의는 2의 값을 갖는다.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이라 예
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세 가지 측정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경제성
장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가설 1).

나. 연방제
다음으로 ‘연방제’ 변수는 세계은행의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2012년 판(DPI2012)4)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 변수는
4) Beck, Clarke, Groff, Keeper, and Wals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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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한 경우부터 강한 경우 순으로 코딩되었다. 지방정부
와 의회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없는 경우 0, 지방정
부의 입법권은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경우 1, 지방정부의 입법
권은 없으나 지방정부와 의회 대표 모두 선출되는 경우 2, 지방정부와 의회
대표 모두 선출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있는 경우 3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 변수의 평균값은 0.80이고 표준편차는 1.13이다.
지방정부가 보다 강한 권한을 가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
서 ‘연방제’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가설 2).

다. 통제변수
이 외에도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의원내각제’ 변수를 추가하였다. 의회가 행정부 수반(수상)을
선출하여 대개 의회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유권
자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혹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부의 정책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분점정부가 형
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부
법안이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
으며, 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실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deadlock)를 야
기하기도 한다(Fernandez-Albertos and Lapuente 2010). 따라서 대통령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하
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Tsebelis 2002). 반면 의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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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제하의 정부는 대통령제하의 정부에 비하여 경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내각제’는 DPI2012의 SYSTEM 변수를 사
용하였다. 유권자나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경우 0,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지만 그를 쉽게 불신임할 수 없는 경우
1,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다수의 결의로 쉽게 불신임할 수 있는 제
도는 2의 값을 갖는다.
또한 국가의 정치 상황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동이나 쿠데
타가 발생한 경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위험(risk)가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
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폭동’과 ‘쿠데타’는 Bueno de Mesquita
et al.(2003)의 데이터셋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이들은 이항 변수로서 해당
연도에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군사쿠데타가 발
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서 ‘폭동’은
평균 0.11, 표준편차 0.32이며, ‘쿠데타’는 평균 0.02, 표준편차 0.15이다.
다음으로 ‘사유재산’ 변수를 추가하였다. 사유재산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
지 않고 국가 기관의 자의에 따라 압류된다면, 자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Claessens
and Laeven 2003). ‘사유재산’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인덱스(Index of
Economic Freedom, 이하 IEF)를 사용하였다. IEF는 1995년부터 시작하였는
데, IEF의 사유재산 항목은 0과 100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며 높은 점수일수
록 사유재산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동남아
사례들에서 ‘사유재산’은 10에서 90까지의 값을 가지며 평균 41.45, 표준편
차 26.49이다.
정치부패 역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가 심하면 투명성이

35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낮아져서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제공하
는 뇌물에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되어 기술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경
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Olken and Pande 2012; Tanzi 1998). ‘정치부패’ 변
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 인덱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사용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CPI는 2011년까지는 0에서 10까지의 범위로, 2012년부터는 0에서 100까지
의 범위로 부패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의 CPI도 0에서
10까지로 변환하였다. 동남아 사례들의 CPI(‘정치부패’)는 1.6에서 9.4까지
의 값을 지니며, 평균값은 3.94이고, 표준편차는 2.30이다.
세계의 경제상황이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를 들어 세계 경제가 호황인 경우 수출이 증가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상황이 침체되면 국가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평균 성장
률’를 포함하였다. 이는 -3.08과 4.39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 1.73, 표준편
차 1.52이다.
끝으로 각국의 한 해 경제성장률은 직전 해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포함하였다. 국민소득 증
가율 대신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사용한 이유는 국민소득 증가율을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와 지나치게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5)

5) 강건성 검토(robustness check)를 위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 대신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경제성장에
관한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종족 다양성(ethnic fractionalization)은 국가 내의 시계열적인 변동

∙ 352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보통 최
소 자승 회귀(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결과
[표 3-2]는 위에서 제시한 회귀 분석의 결과들을 나타낸다. 먼저 (1)부터
(3)은 ‘민주주의’ 변수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지표로 측정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본 연구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보다 민주적인 국가일수
록 경제성장률이 높다. 따라서 ‘민주주의’ 변수의 계수 부호는 측정 방식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양의 값을 나타내며 상당히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다(가설 1). 또한 연방제적인 요소가 보다 강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
다: ‘연방제’ 변수의 계수 부호는 일관되게 음의 값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도 대체로 유의하다(가설 2).
다음으로 (4)에서는 ‘민주주의’ 변수 대신 ‘사유재산’과 ‘정치부패’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변수들을 한 모델에 모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법에
의한 통치가 확립되어 있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보다 용이한 민주주
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 보장이 잘되고 정치부패가 덜 만연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Claessens and Laeven 2003; Treisman 2007), 같은 모델에 포함하였을
때 다중공선선(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
과를 보면 ‘사유재산’과 ‘정치부패’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ariation)의 폭이 미미하여 11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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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1)
(2)
(3)
POLITY2 DEMOCRACY REGIME

(4)

(5)
(6)
(7)
POLITY2 DEMOCRACY REGIME

민주주의

0.15**
(0.07)

2.00**
(0.80)

1.22***
(0.45)

n.a.

0.01
(0.11)

0.43
(1.38)

0.38
(0.77)

연방제

-0.91**
(0.35)

-0.45
(0.30)

-0.57*
(0.31)

-0.13
(0.39)

-0.14
(0.44)

-0.13
(0.40)

-0.17
(0.40)

의원내각제

-0.81
(0.44)

-0.03
(0.42)

-0.45
(0.41)

0.15
(0.66)

0.16
(0.67)

0.29
(0.81)

0.28
(0.72)

폭동

-4.56***
(1.33)

-4.32***
(1.30)

-5.73***
(1.93)

-5.73***
(1.91)

쿠데타

-0.75
(2.80)

-0.43
(2.76)

0.05
(2.77)

4.73
(5.36)

4.80
(5.44)

4.92
(5.42)

5.19
(5.46)

사유재산

n.a.

n.a.

n.a.

-0.05
(0.03)

-0.05
(0.04)

-0.06*
(0.03)

-0.06*
(0.03)

정치부패

n.a.

n.a.

n.a.

0.17
(0.29)

0.18
(0.37)

0.23
(0.37)

0.23
(0.34)

1.36***
(0.30)

1.37***
(0.30)

-4.12*** -5.63*** -5.64***
(1.29)
(1.90)
(1.91)

1인당 국민
0.98***
소득 증가율
(0.26)
세계평균

0.97***
(0.25)

0.96*** 1.35*** 1.36***
(0.25)
(0.29)
(0.30)

전년도 1인당
0.36***
국민총생산
(0.09)
증가율

0.42***
(0.09)

0.42***
(0.09)

0.06
(0.12)

0.06
(0.12)

0.06
(0.12)

0.06
(0.12)

상수

3.82

1.39

1.43

3.66

3.67

3.34

3.28

사례수(n)

292

312

312

133

133

133

133

R-squared

0.17

0.17

0.18

0.26

0.26

0.26

0.26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는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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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사유재산의 보호나 정치부패의 정도가 민주주의체제와 높
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라
도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고 정치부패의 정도가 낮거나, 반대로 민주주의라
도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지 않고 정치부패가 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는 것이다. POLITY2와 REGIME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했을 때, ‘민주주의’
와 IEF(‘사유재산’) 간의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0.46이다. 이항변수인 DEMOCRACY로 ‘민주주의’를 측
정했을 때, t 검정(t test)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 사유
재산 보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주의’와 ‘정
치부패’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 낮다. POLITY2와 CPI(‘정치부패’) 간의 스피
어만 계수는 0.02, REGIME과 CPI 사이는 -0.02에 불과하다. CPI와
DEMOCRACY의 t 검정 결과 민주주의 체제에서 부패가 오히려 더욱 심한
것으로 나온다(p < 0.01).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유재산이 가장 잘 보호
되고 정치부패가 가장 심각하지 않은 나라는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로 분류
되는 싱가포르이다(평균 IEF=90, CPI=9.13). 이에 비하여 민주주의 국가이지
만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지 않고 정치부
패가 만연하다(동티모르 평균 IEF=20, CPI=2.54; 인도네시아 평균 IEF=36,
CPI=2.36; 필리핀 평균 IEF=45, CPI=2.79).
(1)에서 (3)까지 ‘민주주의’ 변수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4)에서 ‘사유재산’이나 ‘정치부패’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사유재산의 보호나 정치부패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의 특수성일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사유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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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부패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경쟁적인 선거에서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민
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인이 더
욱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5)에서 (7)까지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정치부패’ 변수를 모
두 포함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민주주의’와 ‘사
유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부패’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사실
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데 ‘사유재산’과 ‘정치부패’ 변수가 포함되자 ‘민주주의’와 ‘연방제’의 영향
력은 거의 소멸된다. 대신 (6)과 (7)에서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유재산’의 계수 부호는 예상
과 달리 음의 값을 나타낸다. 사유재산이 잘 보호될수록 경제성장은 지체된
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결과들이 나타난 이유는 독립변수의 변동 폭이 심
각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유재산’과 ‘정치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IEF와 CPI 지수는 모두 199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
에, 이 변수들을 포함하자 1995년 이전의 사례들이 제외되어 사례수가 급격
하게 감소하였다(n=133). 이에 따라 ‘민주주의’ 변수 값의 변동(variation) 폭
이 줄어들었다. 1986년까지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와 1970년대 후반과
1991년 태국의 권위주의 시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은 1990
년대 초 무슬림 민다나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전까지 단일국가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 시기가 제외됨으로써 ‘연방제’ 변수 값의 변동 폭도 감
소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택한 1975년 이후 동남아시아 11개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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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 또는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사이에서 전환을 경험
한 국가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국과 필리핀의 이러한 전환 사
례들이 제외된 것은 데이터 내에서 독립변수들(‘민주주의’와 ‘연방제’ 등)
의 변동 폭을 심각하게 감소시켜서 이와 같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하의 분석은 따라서 (1)에서 (3) 가운데 (1)의 결과를 이용할 것이다.
POLITY2의 변동 폭이 DEMOCRACY나 REGIME보다 크기 때문이다. 변수
들의 계수값을 통해 각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값
이 9인 가장 민주적인 국가(예,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태국)는 그 값이 -9
인 가장 독재적인 국가(예,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필리핀)에 비해 1인당 국
민소득 증가율이 2.7% 더 높다. 한편 ‘연방제’ 변수 계수값을 보면, 다른 조
건들이 동일할 때, 지방정부와 의회 대표 모두 선출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
이 있는 연방국가(예, 말레이시아)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
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이 없는 단일국가(예, 싱가포르)에 비하여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이 2.7% 더 낮다. 정치제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정치제도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부는 여러 경제 정책들을 실시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상당히 민주적인 체제하의 정부는 비민주적인 체제의 정
부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 2.7%의 성
장을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단일국가의 정부 역시 단일제를 유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연방국가의 정부에 비하여 평균 2.7%의 성장을 더 달
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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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통제변수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쿠데타’
에 비하여 ‘폭동’은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1)에서 (7)까지 이 변수
는 일관되게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계수값은 평균 5.10이다. 이는 폭
동이 발생한 해에는 경제성장률이 평균 5.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
데타 발생이 경제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폭동이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부는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서 폭동만큼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쿠데
타는 폭동 등으로 초래된 정치적 불안 상황을 해소하고자 발생할 수도 있다.
본 데이터셋에 포함된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쿠데타는 다섯 번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두 번은 폭동이 일어난 해에 일어났다. 한편 폭동과 경제성장 간
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 폭동은 경제성장을 지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상황이 나쁘면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폭동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주목할 통제변수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세계평균’이다. 이 변
수 역시 일관되게 통계적 유의성이 높으며, 계수의 평균값은 1.19이다. 세계
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
득이 평균 1.19%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하
여 성장률이 다소 높다는 사실 외에도, 세계의 경제 상황과 동남아시아의 경
제 상황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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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1.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개관
인도네시아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은 1967년에 집권한 수하르토 체제하에
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 후반, 교도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선포한 수카르
노 정부는 강력한 경제민족주의에 기초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
카르노의 경제민족주의는 민족자본가와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민중의 산업
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다계급 연합정책의 형태가 아니라 극도로 비현실적인
경제자립정책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1965년 기준 연
평균 600%의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Palmer 1978). 이에
수하르토 대통령은 수카르노 체제하에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공격하며 군부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뒤, 수카르노
집권기의 경제적 침체 회복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하르토의
산업화 정책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약화, 인플레이션 억제, 외국자본 유치,
재정 위기 극복, 신규외채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상화 정책으로 특정지
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하르토 정부의 집권 초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650%에서 12%로 하락하고, 제조업의 성장, 국민 총생산의 증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식량 증산 등의 성과를 이룩해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1970년대의 인도네시아는 연 7%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경제
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나갔다(Sundhaussen 1995; Hainsworth 1979; Dove
1985).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적 성장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유일의 석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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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으로서
OPEC 내 5%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유가격 상승에 크게 힘입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원유가격 인상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수출에 따른 국가재정 수입 증대를 통하여 산업화의 확대를 꾀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농작물, 비료, 시멘트, 섬유업을 발전시키는 동시
에 석유화학, 철강, 금속부문에 대규모의 투자 및 관련 산업 부문에서의 국
영기업을 육성하여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는 1980년대 이
후 석유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재원 부족과 외채의 심화라
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의 GDP는
1980년에 953억 달러, 1983년에 990억 달러, 1987년에 878억 달러 등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6)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친 뒤, 민주화 시기인 2000년대 이후 인도네
시아의 GDP는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0년 기준으로 명
목 GDP 1인당 명목 GDP 2,946달러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경제의 약 34%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보
유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둔화하여 2013년에는 6%를
하회하는 등의 부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
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2015).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전궤적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6) 국제통화기금, www.imf.org(검색일: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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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원에 위치한 요인들에 주목하였다. 해외 투자자본의 유입, 세계 4
위의 인구규모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내수 소비시장의 형성, 풍부한 천연 자
원의 존재, 광물 중심 에너지의 수출 증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한 국
제 경제적 요인 등이 대표적이다(Palmer 1978; Hill 1996; Dove 1985;
Sundhaussen 1995; 권율, 배희연 2007; 안승국 2009). 이에 더하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서구 선진산업국가들과 달리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저
임금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사실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치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장을 설명할 것이다.

2. 인도네시아의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가. 민주주의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거쳐 1999년에 1차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2004년에 신헌법에 의한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경희 2008). 수하르토
정권은 민족주의, 종교 그리고 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
주의 체제에 반하여 신질서(Orde Baru)라 불리며 1967년에 출범하였다. 이
에 수하르토는 1969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Repelita Ⅰ)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 체제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실적에 의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 점에서 경제위기는 곧 정치적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 역시 국민들의 물질적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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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자 붕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40%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50%대의 고금리, 대
량 실업, 식품가격의 폭등 등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민
들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각종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건들을
목격하였다. 이는 수하르토의 장기집권과 약탈적 경제체제, 심각한 빈부격
차 등에 강한 반감을 보유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켰다
(Crouch 2000; Webber 2006; Honna 2013). 만일 권위주의 체제가 정통성이
결여된 정치권력 혹은 미흡한 경제적 성과로 인하여 체제 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적 정책을 취한다면 정권유지
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함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하르토 정권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개혁적인 정
치적 선택을 단행하였다. 10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며 오랫동안 수하르토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정실인사에 간여한 바하루딘 유숩 하비비를 1998년에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고, 자신의 장녀인 시티 하르디안티를 사회복지장관으
로, 자신의 친구이자 인도네시아의 갑부인 모하마드 하산을 통상산업장관으
로 임명하는 등의 선택이 그것이다(이동윤 2003). 결국 수하르토의 정치적
선택은 다양한 시민단체, 학생,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비판을 확대하였다.
결정적으로 트리삭티 대학교 근교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유혈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였다. 이에 집
권당 골카르와 군 내부에서는 수하르토의 퇴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결
국 32년간 집권하였던 수하르토 체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와 투쟁에 더하여 위로부터의 민주화 결정이 단행되면서 붕괴하였다. 이후

∙ 362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1999년 의회선거에서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역풍이 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인도네시아 정국은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하였
다. 수하르토 체제 붕괴 이후 1998년 5월에 집권한 하비비 대통령은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1945년 헌법에서 주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최고권
력기구로 설정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RI: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Republik Indonesia)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
치인과 대중에게 정통성이 낮은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수하
르토와 같은 정권의 인물이었기에 국민들에게는 부패세력이 연속적으로 집
권하는 것으로 여겨져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후 1999년 총선
을 통하여 와히드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와히드 대통령은 자금횡령 혐의, 국
정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MPR에서 탄핵되었다. MPR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동시에 메가와티에 지지를 보내어 메가와티가 2001년
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체제는 혼란기를 겪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완성된 신헌법에 의거하
여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일궈내었다. 비록 2004년의 총선에서
수하르토 체제를 뒷받침하던 골카르 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이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당을 이끈 악바르 탄중(Akbar Tnadjung) 의장이 중
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 골카르 당의 제도적 우월
성, 그리고 다른 정당의 상대적 무능에 의한 것으로서(Tomsa 2008) 민주주
의 체제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민주화는 1998년 이후
소위 ‘개혁 시대 10년’(Satu Dekade Reformasi)를 거치면서 권위주의로의 회
귀가 발생하지 않아 선거 민주주의로의 절차적 전환 단계를 넘어섰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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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겠다(King 2003).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정권은 민주적 개혁을 실시함
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에서 단행된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민주적 개혁은 규제의 완화와 부패 수준의 개
선을 통하여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자국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음
을 보이고자 한 동시에, 내부적으로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에서 발견된다.
첫째,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헌정사상 첫 직선제 선출 대
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Susilo Bambang Yudhoyono, 2004-14)
은 2007년에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
법(2007년 제25호 법률)｣을 발표하였다. 30여 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투자법
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자유로운 외환거래 보장, 법률에 의하
지 않은 국유화 금지,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조정위원회의 원스톱 기
관화 등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 법
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투자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
였다(권율, 배희연 2007). 그 결과 [표 4-1]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의 법적 노력
의 효과가 가시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인
도네시아의 외자유치 금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3%의 증가율
을 보일 정도로 증가하였다.

∙ 364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표 4-1.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수와 투자금액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투자 수

투자 금액

2000

1,599

16,051

2002

1,238

9,955

2004

1,226

10,416

2006

1,718

15,659

2010

3,706

16,214

2011

4,342

19,474

2012

4,579

24,564

2013

9,612

28,617

연도

2014

8,885

28,529

2015. 1Q.

3,143

6563.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 위원회(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www.bkpm.go.id
(검색일: 2015. 6. 4).

둘째, 민주화 이후 정부들의 부패 척결 노력 역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
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들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
의 부패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부패가 15.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이 외 금융자원에의 접근(10.6%), 인플레이션(9.5%), 정부 관료의 비효율
(8.3%), 인프라 부족(7.5%), 정책유연성 문제(6.9%) 등이 뒤를 이었다.7) 이러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부패문제의 개선은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는 전통적으로 “부패가 이미 문화가 되었다(Korupsi suda menjadi kebu-

7)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검색일: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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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aan)”는 말이 유행하였을 만큼 부패의 문화는 삶의 양식이자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되어 왔다(Rafael 1999). 부패가 일종의 비공식적 제
도(informal institution)—기존의 공식적 제도를 잠식하는 제도로서 명문화되
어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룰—가 되어 있는 것이다
(Tomsa 2008).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비교에서도 부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에스트라다, 나이지리아의 사니 아바차,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페루의 후지모리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지도자 10인에 손꼽힌 바 있는 수하르토는(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4) 32년의 재임기간 중에 국가 재산의 150억에서 350억 달러를 사적재산
으로 유용하면서 지도층의 극심한 부패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투명성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부패한 국가기구로서 약 91%의 응답자가 자국의 경찰조직을, 85%는
정당과 입법기구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McGloin 2013).
그러나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패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상
하면서 메가와티 정부는(2001~04) 2003년에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를 신설하였다. KPK는 예금과 세금 기록 조사 권한,
체포 권한, 기소 권한 등을 보유하고서, 부패가 의심되는 국가의 주요 재정
적 손실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고위 정치인,
국가의 유명 기업인 등 민주화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전임총재이자 2004년 취임한 유
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인 아울리아 포한(Aulia Tantowi Pohan)이 인도네시아
은행 개발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받아 2009년 4년 반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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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았으며,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의장이었던 아나스 우르바닝룸
(Anas Urbaningrum)은 스포츠센터 조성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받
기도 하였다(McGloin 2013). 이에 더하여 KPK는 2012년에 함발랑 지역에
1조 1,700억 루피아(약 1억 2,162만 달러) 규모의 학생체육센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청년체육부장관 안디 말라랑엥(Andi Mallarangeng)이 시공사로부
터 200억 루피아를 수뢰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여 장관직의 사퇴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유도요노 정부는 KPK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위 ‘인도네시아 경제
의 방향타’로 알려진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과 함께 반부패 경제개혁을
앞세우며 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개혁을 지속하였다(Mietzner
2007). 유도요노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
한 협조를 통하여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령
반부패 5/2004 (INPRES 5) 프로그램과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
(RAN-PK)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INPRES 5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신고 의무화, 공적업무 개혁, 국가지출 합
리화,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 부패 제거 위한 감시감독의 강화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RAN-PK 프로그램은 공적서비스 개선, 국민의 알권리
개선, 정부 서비스 감독 개선, 국가 재정 경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부패
의 예방과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Davidsen, Juwono, and Timberman 2006;
최경희 2008).
이상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부패 근절을 위한 가시적인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비록 KPK의 활동은
철저한 부패 근절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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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패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존속되고 있다.
셋째,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주정부의 노력 역시 경제성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긍정적 영향의 하나로서 살펴볼 수 있다. 빈부 격차의 확대는 내
수시장의 축소, 국내외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혁신 둔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야기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빈곤율의 축소는 필수적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는 민주화 이후 쌀가격과 생필품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였던 2002년 이후의
시기를 제외하면,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Suryahadi, Hadiwidjaja,
and Sumarto 2012; Miranti, Duncan, and Cassells 2014).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이 꾸준
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요인으로서 인도네시아
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위기의 타격을 비교적 적게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
가들은 유동성 부족과 교역규모 급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도
네시아 역시 루피아 가치가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
부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등의 경기부
양책을 실시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이 6.1%를 기록하여, 2006의 5.5%,
2007의 6.3%에 비하여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출도 2008
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기도 하였다.8)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빈곤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위기가 비교적 약하였다는 사

8)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검색일: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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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부인할 수 없다.
수하르토 정부 시기에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확대 프로그램과 농촌
의 소규모 농업종사자들의 임금 인상 노력을 비롯한 탈빈곤 정책이 존재하
여 영아사망률 감소, 문맹률 하락 등의 성과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
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 빈곤율은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Booth 2000).
이러한 사실은 민주화 이후 빈곤율의 하락은 정치제도 변화의 맥락에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중장
기 발전계획의 우선순위로서 빈곤완화를 설정하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기구와의 공조 하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Sumarto, Suryahadi,
and Widyanti 2002). 이를 위하여 국가 예산을 재편성하여, GDP 대비 사회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사회안전망 프
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홍석표, 김지혜 2012). 이 과정에서 빈곤한 자들
과 사회적 소외 계층이 점차 자신들의 기본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부는 민주적 포섭의 원칙을 고려하여, 빈곤인구가 중앙정부와 지방
의회를 포함한 정부와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의 빈곤감소 전략을 추진
하기도 하였다(Suryahadi, Hadiwidjaja, and Sumarto 2012). 지역사회 주도의
발전 방식(community-driven development approach)에 기초한 탈빈곤 프로그
램인 케카마탄 발전 프로그램(The Kecamatan Development Program)과 도시
빈곤프로그램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빈곤 지역과 다른 지
역의 사회적 소외 그룹들은 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이나 예산 수립 의사 결
정 과정에 참여하여 시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빈민층을 위한 사회 보호 프
로그램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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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계층은 큰 폭으로 축
소되었다. 구체적으로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중이 1980년 약
85%에서 2012년 43%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연소득 3만 5,000달러 이상의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였다.9)

그림 4-1. 인도네시아 연도별 GDP
(단위: 10억 미국달러)

자료: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5. 6. 9).

9)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conomic Survey
of Indonesia 2015,” http://www.oecd.org(검색일: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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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때,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이 추진한 30년 만의 투자법 개정
과 고질적인 부패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 그리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빈곤율 감소 정책은 외자유치 실적 증가 등의 효과를 야기하
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사실은 권위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경
제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나. 지방분권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더
높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이 진행되면서 선심정치(patronage politics)와 금권선거가 이전보다 만연하
게 되었다.
1만 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49년에 네덜
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연방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네덜란드의 의도와 인도네
시아의 국시인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을 구현하기 위한 정
부의 의도에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1950년에 인도네시아는 연방제를 해체하
며 단일국가체제로 복귀하였고, 1954년에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한 이후 지
방이 자치권을 보유할 경우 반통합적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자카
르타의 정치인들은 인도네시아를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단일국가체제로 발
전시켜 나갔다. 이후 1974년에 분권화법안이 마련된 적이 있었으나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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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의 시범적 분
권화 역시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999년에도 와히드 대통령이
아체 등 주요 지역에서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연방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당시 최
대 정당이었던 민주투쟁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의
반대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시기에 들어선 직후, 지역주민의 선
호와 요구에 맞춘 질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 하에, 지방분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99년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Law
22/1999 on Regional Governance)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균형에 대한
법안(Law 25/1999 on the Fiscal Balance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은 소위 ‘빅뱅’이라 불릴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분권화를 급속
도로 진전시켰다(Hofman and Kaiser 2004). ‘자율성과 협조적 행정’의 원칙
에 의한 행정적 분권화를 명시한 이상의 법안들에 의거하여, 안보, 국방, 종
교, 재정, 통화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의료, 교육, 환경, 농업, 토지, 인력
등과 관련된 정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졌
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는 교육, 보건,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된 일부 공공
서비스업의 결정권한도 부여받았다(Sjahrir, Kis-Katos, and Schulze 2014). 이
와 같이 배분된 권한의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재정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감독 기능을 유지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동의하에 예
산의 집행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립되었다(최난경
2005; Darmawan 2008).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회가 예산권과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연방제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의회가 예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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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을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지방자치적 단일국가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분권화는 ‘금권정치(politics uang)의 만연’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증가’로 요약되는 새로운 양상의 부패를 증가시키면
서 경제적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양산하게 되었다. 민주화 시대의 부패 역
시 과거 수하르토 시절의 부패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내외적 자원—재화와
서비스, 외자, 투자금 등—이 공적 조직이나 정치인 및 관료의 사적 이익 추
구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수하르토 시절의 부패는 기존
의 정치인, 관료, 기업가가 구축한 정실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대규모의 구조
적 양상을 띠었으나, 민주화 시대의 부패는 소규모 형태의 금권정치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대체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spinall and Mietzner, 2010).
구체적으로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중앙정부는 약 40%에 달하는 국가 예산
을 지방에 할당하였고(The World Bank 2007), 이 과정에서는 앞서 논하였듯
이 일부 공공사업의 결정 및 추진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과거에는 중
앙의 명령에 의한 정책의 추진기능만 담당하였던 지방정부가 정책의 결정권
한도 부분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예산의 결정 혹은 추진 권한
을 보유한 막대한 권력의 중심지가 지역별로 형성되면서 지방의 활동가들에
게 있어서 정치적 지위의 확보는 매우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자
카르타 이외의 지역은 자카르타에 비하여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미약할 뿐
아니라 높은 지지도를 보유한 적절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방의 행위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정치적 능력에 관
계없이 공적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확보를 소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선거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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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재산을 보유하거나, 혹은 지역의 기업가들과 결탁한 지역 행위자들
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돈과 정치권력을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Ufen 2006).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금권정치가 만연하고 있다. 총선 이후 정당별 의석수가 확정
된 이후 각 정당의 지도부가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재정적 공헌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정당명부(party list)상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대량
의 매표 행위(vote-buying)가 발생하고(최난경 2005; Miranti, Duncan, and
Cassells 2014), 다수의 지방정부가 분권화 이후 확보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지역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Buehler 2010).
이에 더하여 분권화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에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중앙과 정부 사이에서의 위
계적 질서에 기초한 정부의 책임성을 변화시켜, 민주적 책임성—정부의 과
거 행동과 실적에 대한 책임성(Manin, Przeworksi, and Stokes 1999)—을 높이
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거버넌스, 즉 민주적 거
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관련 논의에 있어서 분권화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권화는 권력의 분산, 광범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정부행
동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을 통하여 다수결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정부와 국민
을 가깝게 연결해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Bardhan
2002; Bevir and Rohdes 2006). 실제로 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주민의
가치체계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조응을 이룰 수 있다면, 분권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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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권화 이후 정부자금의 포획(capture of government funds)이 가능
해진 지방정부가 현대 대의제민주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소위, 주인과 대리
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확대, 재생산해 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분권화가 단행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현상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수반은 2004년에 수정된 분권화
법안(Law 32/2004)에 의하여 민주적 책임성 강화의 명분하에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하에 활
용할 수 있는 재정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투자함으로
써 예산을 공공재 창출에 활용하는 대신, 개인적 보상에 활용하는 행위를 빈
번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을 증가시킨 뒤, 이를 자질향상 지원비,
품위유지비, 특별 보너스, 여행경비, 사무실 확충비 등에 활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최난경 2005). 제도적 틀 내에서 국가의 자산이 공공부문이 아닌
일부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 활동에 활용되는 소위, ‘합법적 부패’(legal
corruption)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수적 증가도 과도한 행정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의 명분하에 지방정부의
수를 2001년에 336, 2003년 370, 2005년 434, 2008년 451, 2010년 477로 증가
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지방행위자들의 지대 추구적인 활동의 결과였
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지방정부를 설립,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
여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구체적으로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가 사용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약 34%가 교육
에, 약 30%가 행정비용에, 그리고 약 15%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었
다. 즉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 부문이 아닌 일반 행정부문에 전체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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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행정비용
은 탄자니아의 13%, 노르웨이의 7%, 영국과 미국의 3%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jahrir, Kis-Katos, and Schulze 2014).

표 4-2. 부패 인식 지수(CPI)의 국가별 비교

년도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한국

미국

1995

1.94

5.28

2.77

9.26

2.16

4.29

7.79

1996

2.65

5.32

2.69

8.80

2.43

5.02

7.66

1997

2.72

5.01

3.05

8.66

2.88

4.29

7.61

1998

2.0

5.3

3.3

9.1

3.5

4.2

7.5

1999

1.7

5.1

3.9

9.1

3.4

3.8

7.5

2000

1.7

4.8

2.8

9.1

3.1

4.0

7.8

2001

1.9

5.0

2.8

9.2

3.5

4.2

7.6

2002

1.9

4.9

2.6

9.3

3.5

4.5

7.7

2003

1.9

5.2

2.5

9.4

3.4

4.3

7.5

2004

2.0

5.0

2.6

9.3

3.4

4.5

7.5

2005

2.2

5.1

2.5

9.4

3.2

5.0

7.6

2006

2.4

5.0

2.5

9.4

3.3

5.1

7.3

2007

2.6

5.1

2.5

9.3

3.5

5.1

7.2

2008

2.8

5.1

2.3

9.2

3.6

5.6

7.3

2009

2.8

4.5

2.4

9.2

3.6

5.5

7.5

2010

2.8

4.4

2.4

9.3

3.5

5.4

7.1

2011

3.0

4.3

2.6

9.2

3.6

5.4

7.1

2012

32.0

49.0

34.0

87.0

39.0

56.0

73.0

2013

32.0

50.0

36.0

86.0

40.0

55.0

73.0

2014

34.0

52.0

38.0

84.0

36.0

55.0

74.0

주: 1995~2011, max. 10.00; 2012~14, max. 100.00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www.transparency.org/cpi(검색일: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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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부패의 정도는 민주화 시기를 전후하여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개발
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인사이트 국제경영
개발원, 세계경제포럼 등이 각국의 비즈니스맨과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인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표 4-2]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낮은 수준의 투명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급격한 지방분권화는 금권정치의 만연과 행정
비용의 낭비로 인하여 더 높은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연방국가가 단일국가에 비하여 경제성장에 덜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1975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계량적 분석 결
과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보다, 단일국가는 연방국가보다 경제성장을 촉진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민주주의와 단일국가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기존 비교정치경제 연구의 발견들과 일치한다(Bueno de Mesquit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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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Wibbels 2000).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
는 특수성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보편성 역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통하여 세계의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도 적
용되는 일반 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중요한 발견들도 제시한다.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유리한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비해
사유재산을 잘 보호하고 정치부패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Claessens and Laeven 2003; Treisman 2007).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몇몇 권위주의 혹은 준민주주의 국가들이 인
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사유재산 보호와 정치부패
면에서 앞서 있고,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사유재산 보호나 정치부패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싱가포르나 말레
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이유가 사유재산
을 보호하고 정치부패를 척결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국가 지도자들이 (비
록 완전히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보호, 정치부패 간의
관계, 그리고 이 변수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이론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발견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현상
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론적 기여 외에도 본 연구의 발견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다수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결
여된 권위주의 정치체제나 지방정부들이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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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를 지닌 국가에 경제적인 처방이나 지원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은 정치적 자유
화와 민주화, 중앙집권화로의 제도 개혁을 함께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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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최근 급속한 속도로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아시
아 지역 (선발)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패 상황이다. 이 국가에서 시
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이 부패척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정치민주화
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정치엘리트의 투명성 제고가 반부패의 요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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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이 그 토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적 민주화
와 이에 따른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주
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중산층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들의 부패척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
가투명성(transparency),

정치민주화(political

democratization),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은 상호 연관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국제정치경제 이슈 중 부패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이다. 부패 문제
의 경우 정치학에서는 정치부패, 행정학에서는 관료부패, 경제학에서는 부
패의 경제적 효과, 사회학에서는 사회병리 현상의 측면에서 부패 문제를 다
루어왔으나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구의제로 연구
물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도 본 연구자를 포함하
는 일부 국제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전부이다. OECD 뇌물거
래방지협정이 체결된 이래 반부패라운드(ACR: Anti-Corruption Round) 혹은
윤리라운드(ER: Ethics Round)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3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Korea-Indonesia
Forum 2013’과 2012년 한국과 베트남 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KoreaVietnam Forum 2012’의 양국 당국자간 패널 토론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베
트남 모두 고민하는 사항은 국가 내 뿌리 깊게 존재하는 부패 척결 문제였
다. 최근 아세안 내 중심 시장이자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와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보다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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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조건은 부패 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인도네시
아 학자는 “부패 척결 없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요원합니다. 경제발전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부패에 대해 아세안 국가
들, 특히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들의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은 기여할 수 있는 노
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를 잘 수행해 나간다면 향후 한-아세안 관계가 보다
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
적으로 발전된 사회인 것이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이 국제사회 특히 개
도국의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특히 부패와 정치민주화 간, 부패와 경제발전
간, 그리고 부패와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다
루고 이를 통해 지역적(cross-national) 및 개별국가적(time-series/case-oriented) 부패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는 연구작업인 것이다. 아
세안 국가들의 부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예외적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연구의제로 시의적절하고 그 학문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본다. 아세안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 부패구조를 다룬다는 것은 대
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의제인 것이다.
나아가 최근 아세안과의 관계를 급속히 신장시켜나가는 한국이 이 국가와
의 관계를 확대·증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처 없이 적실
성 있는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을 하나의 집단
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집단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
는 연구작업이 방법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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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도 한국의 대 아세안 정치·경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상기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부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아세안 국가들의 부패와 정치·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경
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이라는 주제하에서 본 연구는 공
간적 범주로서 아세안 국가들(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
근 상황(1995~2014년 자료)1)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neo-liberalistic) 맥락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지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프리덤하우스(FH: Freedom
House)의 민주화지수(FR: Freedom Ratings) 및 World Bank의 각종 경제·사
회문화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요컨대 투명성 혹
은 반부패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아세안 국가들
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고 아세안 내 국가간 부패 문제의 유사점과 상이점
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1)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1995년이고 사실상 반부패라운드의 출발시점도 1999년 2월 이후라서 연구대상 기간을 1995
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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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부패,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횡국가적 분석(cross-national analysis)과 교차분석(contingency table
analysis)을 하고자 하며, 개별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를 통해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나아가 양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 질적 방법인 개별국가 차원의 사례분석(case-oriented analysis)을 수행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트남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주로 수집한 1차 자료를 일변량 통계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상관관계(correlation)를 파악하는 것이다. 부패, 정치민
주화, 경제발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패인지지수(0~100), 민주
화지수(1~7),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및 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0~1) 등의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 관련 이론 고찰
가. 반부패(투명성)
국제사회의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부패란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오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Corruption
is 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정의는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
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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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부패의 정의를 크게 분류하면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 중심의
부패와 제도나 정치체제에 중심을 두는 구조적 부패,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분류의 부패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
직자들이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부패로 보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워렌(Mark E. Warren)은 현대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패의 개념은 많은 경
우 정부 혹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현
상에서 나타나는 부패 현상은 단순히 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부패만을 가지
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행위 자체가
중앙집권 형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치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거대한 무역회사, 과학연
구팀, 제약회사, 대형병원, 전문적인 사회단체 등은 이미 정부나 의회에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
었다(Warren 2004, pp. 331-332). 따라서 이제는 공공부분이나 정부 영역에
한정하여 정의되었던 부패의 개념을 비정부 분야(nongovernmental areas)에
까지 확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패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무
원이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비정부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부패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1993년에 설립되어 세계 각
국에 지부가 있는 국제반부패 NGO의 대표격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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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
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TI는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효율적
인 제도를 만들고 또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TI는 국제사무국을 중심
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사무국은 각 지부
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지부간 연계를 도와준다. 또한 유럽연합(EU), 국제연
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orld Bank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
고 있다. 최근 TI는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의 발효와 함께 국제적인 반부
패연대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부패퇴치를 위한 국제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TI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
별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독일 괴팅겐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해 왔
다.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TI의 2014년 부패지수는 TI가 직접 설문조
사를 수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지닌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조사결과를 활용2)하고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부패의 정도’라 할 수
있다.
CPI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
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
할수록,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낮은 점수(0점)를 받는 반면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높은 점수 즉 100점에 근접하게 된다. 부패지수는 부패에 대한 주
2) TI는 2000년부터 CPI 작성 시에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다. 각 자료들은 서로 다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표준화의 과정이 서로 다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동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CPI의 작성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서로 다
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표준화 과정의 목적은
CPI 작성 시 각 자료에 포함된 국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기관이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국가별 부패 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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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체감지수이며 대상 국가의 일반적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패지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부패의 규모 및 강도
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표준편차는
설문조사 자료에 따른 부패인지도의 격차를 의미하며 그 값이 클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부패인지도가 설문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
한 사용된 설문조사자료의 수가 많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CPI의 신뢰
도는 증가한다(TI 2015).

나. 정치민주화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것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규범적 성격과 비교분석에 요구되는
개념적 등가성의 확보문제가 상충되어 일목요연하게 개념화하기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를 놓고 학자들 간에는 이상과
현실, 또는 이론과 실천 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의 정
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크게 대별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
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도 즉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
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간 보고
서 ‘세계 자유 현황(Freedom in the World)’을 발간해 왔다. 더불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27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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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Nation in Transit)’라는 민주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 각국 및
지역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다.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
의 개념은 민주화 정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최소정의에 따르고 있다.
프리덤하우스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
장된 그룹들 가운데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자(정치 지도자)
를 선출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임명된 개인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는 ‘시민들이 정부나 다른 어떤 지배 세력들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FH 2015).
먼저 ‘Freedom in the World’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정치적 권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투표할 권리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경쟁에 자유
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시민적 자유’는 ‘국가의 방해
없이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자율권을 지닐 수 있는 자
유’를 말한다.
‘Freedom in the World’의 평가는 프리덤 하우스에 소속된 30여 명의 학자
와 분석가들이 동일한 점검항목(정치적 자유 10항목, 시민적 자유 15항목)을
가지고 각국별로 항목마다 점수를 할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점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는 합산을 통하여 1에서 7
까지의 등간척도를 사용한 종합 평가로 귀결된다. 1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적 자유가 가장 높은 것이며, 7은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이다. 종합 평가에서
1.0-2.5는 ‘자유국가’로 간주되며, 3.0-5.0는 ‘부분적인 자유국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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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5-7.0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다(FH 2015).
반부패와 민주화의 연관성에 대하여도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상관관계로서 ‘민주화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첫째와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민주화가 부패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이다. 예
를 들어, 자유언론과 정치적 반대파가 용인되는 개방된 사회가 권위주의체
제에 비해 더 부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심지어 민주제도가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고, 반복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권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부패구조가 체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민
주주의와 부패수준 사이에 단순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부패문제는 단순히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변
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의 양자적 상관관계로 단순화시켜 설명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부패
의 상관관계는 세 가지의 상이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첫째
주장인 ‘민주주의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라는 주장이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한 길에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다.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
는 데는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에서 반부패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의 낙후 문제이다. 상당수의 개도국
들이 1980년대 이후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오늘날까지 유지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지도층의 비
민주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뽑는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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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선거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
는데, 선거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성패 여부가 선거과정의 투명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세안 국가
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시자 역할
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 경제발전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수준을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세
계은행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및 국민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민총소득 즉 GNI는 실질적인 국민소득
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영한 소득지표로 최근 국
내총생산(GDP)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은 지표이다. GNI는 GDP에다 수출입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해외유출과 유입을 반영한 무역손익과 실질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친 것이다.3) 한편 GDP는 한 국가 안에서 자국민
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
물의 합을 말하는 GNP 즉 국민총생산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가 동원될 수 있다. 본 연구는

3) 첨언하면, 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이 명목국민소득이고,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이다. 명목국민소득은 당해 연도의 생산물에 당해 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고, 실질국민소득은 당해 연도의 생산물에 특정기준시점의 가격
(불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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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이 단순한 국가 차원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
활수준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국민총소득이 아닌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경험적 분석을 위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민총소득이 세
계 4위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4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반부패 수준
은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 생활수준
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세계은행 자료는 현재시
점을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한 수치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경제발전을 측
정하는 최선의 지표는 아니나 그 대안(proxy indicator)으로 활용될 수는 있
다고 본다.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
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불균형은 계층간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말
하며,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반드시 소득불균형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
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는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던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완전히 평등한 세상은 존재할 수
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니
계수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나오는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
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
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져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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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화되었다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의 소득불균형 상황
을 분석하고자 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국민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는 한 국
가 내 국민의 사회적 만족도 혹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
표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가 사회적 불만을 심화
하고 부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척도이다. 일인당 국민총소득
수준별로 정치민주화와 반부패 상황을 살펴보면, 반부패는 일인당 국민총소
득 수준이 높을수록 제고되어 있고, 정치민주화 역시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제고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
국 정치민주화와 반부패 상황은 그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 변인간 어느 것이 우선 하느냐를 쉽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 및 투명성과 함께 진행됨을 부인할 수 없
는 것이다.

2.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990년대 이후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국제
적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병폐로서 부패를 인식하고
주로 도덕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온 반면 오늘날의
연구는 통상문제와 연관된 국제사회에서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적․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즉 부패가 경
제성장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는 국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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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하여 부패가 갖는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
환으로 국제적 부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부패 연구의 영역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
제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학문 영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패 현상
과 이에 따르는 부패의 발생론적 배경, 개념 정의, 측정에 따른 모형의 구축
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방법론적 문제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
고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마다 부패한 행위를 규정하고 받아들이는 도
덕적․법적 기준의 차이 때문에 부패에 대한 연구는 개념정의뿐만 아니라 부
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제적 부
패 연구의 대다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나 World Bank 등 여러 기관에서 기
업가 또는 전문가의 설문에 기초한 부패지수나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종합지수를 이용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제적 부패 연구에 있어 부
패에 대한 정확한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
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행하는 경험적 연구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부패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례연구이다.
둘째, 부패 현상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을 수행하는 사례연구이다. 셋째, 부
패와 경제현상에 관한 가설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는 연구이며,
특히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부패지수에 기초하여 횡국가적
(cross-national)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지역을 교차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부패를 검토하는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패 현상과 사회경제적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
히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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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자에 대한 부패의 영향(Keefer and Knack 1996; Mauro 1995, 1998), 정
부 지출의 구성비에 대한 부패의 영향(Mauro 1998; Tanzi and Davoodi 1997)
등을 통해 부패의 효율성에 대한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키퍼(Keefer)와 낵(Knack)은 부적합한 법적․정치적 규제제도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취약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
반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GDP대비 투자율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모로(Mauro, 1995)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입증되는데, 그는 Business International이 발표한 부패지
수를 토대로 67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과 부패 간
의 관계가 음의 관계에 있음을 파악했다.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Keefer and
Knack(1996)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Brunetti, Kisunko, and
Weder(1997)도 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위험
을 증가시키고 투자율을 크게 낮추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인당 GDP와 부패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의 경험
적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Paldam, 1999; Gupta, Davoodi, and Alonso-Terme,
2002). 이 연구에 따르면 빈곤국은 부패와 효과적으로 맞설 사회적 기반이
약하며, 부패는 국가 전반적인 비효율을 야기하여 국민생활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패는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왜
곡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된다.
Gupta, Davoodi, and Alonso-Terme(2002)은 부패지수와 소득수준의 불평등
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 즉, 부패 수준이 높
을수록 지니계수 또한 증가하는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패가 빈곤을 심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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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한다.
GDP대비 외국인투자율과 부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램스돌프
(Lambsdorff, 1999)는 부패가 투자위험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자본유입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휠러(Wheeler)와 모디(Mody)는 외국인 직접투
자와 부패수준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면서 몇몇
신흥공업국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최
근의 연구는 부패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는 것이 아
니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관료조직, 자국기업의 관
행, 부패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부패 행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Maitland,
2002; Herrera and Rodriguez, 2002).
이 외에도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 및 공적 영역의 범위에 따른 부패 발생의
원인, 경로와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부분
부패를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경제적 행위로 한정하여 공적 영
역의 범위 혹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부패 수준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증
명하고자 한다. Fisman and Gatti(2002)는 정부의 탈집중화 정도와 사적 기업
의 지대추구행위와의 관계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의 탈집중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Gerring and Thacker
(2002)는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이 적을수록 부패 발생의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그는 통상정책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규제정책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공적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성하여 이 지표들과 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통상정책의 성격이 개방적일수록, 규제정책이 적을수록 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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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인이 적어진다는 가정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러한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부패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라
조작화가 달라지고 정확한 통계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경험적 연구는 모로도 지적했듯이 부패의 원
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방
향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즉 인과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
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방법론적 문제
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는 부패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것인데 부패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 때문에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과도하게 단순화
된 정의(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에 기초해서 조작화 및 측정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의 상이한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론창출을 위한 사례분석이나 가설검증을 위
한 통계적 연구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질문․기법의 적
합성, 증거의 성격․사례들의 유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쟁적인 설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현
상들 사이의 공변성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분석틀 및 개념의
활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Lancaster and Montinol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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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세안 국가의 부패 문제와 정치경제적 상황
[표 3-1]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평균은 38.2로 부패가 심
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면 7위인 싱가포르와 156위인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부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기준점인 50점에 이르지 못한 국가가 조사대상 9개국 중 7개국이라
는 점이 이 국가들의 부패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 평균은 4.9로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부터 6.5인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상
황이 심각하다.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부분
적 자유국이고 나머지 6개국은 자유국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민주화는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
이다.
경제적 지표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싱가포르의 5만 4,040달
러로부터 캄보디아의 950달러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크다. 그나마 1만 달
러가 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개국뿐이다. 지니계수도 문제가
있으나 결측값을 포함하면 그 심각성은 더 커지리라 여겨진다. 필리핀이 제
일 상황이 심각하며 태국과 베트남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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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민주화지수, 1인당 총소득 및 지니계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2014)
세계지역

국가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지수**(2014)

순위
부패인지 민주화
(175 개국) 지수(CPI) 지수(FR)
0~100

아세안
(10 개국)

등급

1~7

경제 통계자료***
(2013/2010~12)
1인당
지니계수
국민총소득
(Gini
(GNI per
coefficient)
capita)
현 US$

0~1

Singapore

7

84

4.0

Partly Free

54,040

-

Malaysia

50

52

4.0

Partly Free

10,430

-

Thailand

85

38

5.5

Not Free

5,340

.394(2010)

Philippines

85

38

3.0

Partly Free

3,270

.430(2012)

Indonesia

107

34

3.0

Partly Free

3,580

.381(2011)

Vietnam

119

31

6.0

Not Free

1,740

.356(2012)

Laos

145

25

6.5

Not Free

1,450

.362(2012)

Cambodia

156

21

5.5

Not Free

950

.318(2011)

Myanmar

156

21

6.0

Not Free

-

-

Brunei

-

-

5.5

Not Free

-

-

평균치 =
10,100

평균치 =
.374

합계

평균치 = 38.2

평균치 = 4.9
자유국 = 0개국
부분적자유국= 4개국
비자유국 = 6개국

주: 1) *부패인지지수(CPI)가 100이면 가장 청렴한 것을, 0이면 가장 부패한 것을 나타냄.
2) **민주화지수 혹은 자유도(freedom ratings)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
유(civil liberties)로 평가되며, 종합 평가에서 1.0-2.5는 ‘자유국가(F;free)’, 3.0-5.0은 ‘부
분적인 자유국가(PF;partly free)’, 그리고 5.5-7.0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NF;not free)’로
간주됨.
3) ***소득불균형지수(Gini coefficient)는 최저 0에서 최고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
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나타냄.
자료: Freedom House(2015), http://www.freedomhouse.org(검색일: 2015. 8.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5), http://www.transparency.org(검색일: 2015. 8. 10);
World Bank(2015),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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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지난 20년간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CPI)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5년 1.94(41개국 중 41위)에서 2014년
34(3.4/175개국 중 107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 부패 상황이 심각함을 CPI는 잘 보여준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아
세안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그 부패 상황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의 경우도 근소하나마 개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77에서 38(3.8)에 이
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조금씩 투명성을 제고해왔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2년 이래 30(3.0)을 능가하는 수치로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그 개선도는 극히 미약하여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미얀마 역시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1.6(133개국 중 129
위)에서 2014년 21(2.1/175개국 중 156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개선을 드러
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싱가포르의 CPI가 약간 퇴보(1995년 9.26, 41
개국 중 3위/2014년 84, 175개국 중 7위)했다는 점이다. 아직 가장 투명한 나
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 406

407

∙

8.66
(9)

-

5.32
(26)

-

2.69
(44)

8.80
(7)

3.33
(37)

-

5.28
(23)

-

2.77
(36)

9.26
(3)

2.79
(34)

-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3.0
(61)

2.5
(74)

2.79
(43)

9.1
(7)

3.3
(55)

-

5.3
(29)

-

2.0
(80)

3.06
(39)

-

5.01
(32)

-

2.72
(46)

-

-

2.6
(75)

3.2
(68)

9.1
(7)

3.6
(54)

-

5.1
(32)

-

1.7
(96)

-

-

2.5
(76)

3.2
(60)

9.1
(6)

2.8
(69)

-

4.8
(36)

-

1.7
(85)

-

-

2.6
(75)

3.2
(61)

9.2
(4)

2.9
(65)

-

5.0
(36)

-

1.9
(88)

-

-

2.4
(85)

3.2
(64)

9.3
(5)

2.6
(77)

-

4.9
(33)

-

1.9
(96)

-

-

-

-

-

-

5.5
(39)

5.5
(38)

5.2
(44)

55
(46)

60
(38)
-

2.3
2.1
2.0
1.8
2.0
2.1
2.1
22
20
21
(130) (151) (162) (166) (158) (154) (164) (157) (160) (156)

-

5.0
(39)

5.1
(39)

3.3
(77)
5.0
(44)

5.1
(43)

5.1
(47)

4.5
(56)

4.4
(56)

4.3
(60)

49
(54)

50
(53)

52
(50)

2.6
1.9
2.0
2.0
2.1
2.2
21
26
25
(111) (168) (151) (158) (154) (154) (160) (140) (145)

3.6
(64)

9.3
(5)
3.8
(59)

9.4
(5)
3.6
(63)

9.4
(5)
3.3
(84)

9.3
(4)

3.5
(80)

9.2
(4)

3.4
(84)

9.2
(3)

3.5
(78)

9.3
(1)

3.4
(80)

9.2
(5)

37
(88)

87
(5)

2.6
2.5
2.5
2.5
2.3
2.4
2.4
2.6
34
(102) (117) (121) (131) (141) (139) (134) (129) (105)

35
(102)

86
(5)

36
(94)

38
(85)

84
(7)

38
(85)

2.4
2.6
2.6
2.6
2.6
2.7
2.7
2.7
2.9
31
31
31
(100) (102) (107) (111) (123) (121) (120) (116) (112) (123) (116) (119)

3.3
(70)

9.4
(5)

2.5
(92)

1.6
1.7
1.8
1.9
1.4
1.3
1.4
1.4
1.5
15
21
21
(129) (142) (155) (160) (179) (178) (178) (176) (180) (172) (157) (156)

5.2
(37)

-

1.9
2.0
2.2
2.4
2.3
2.6
2.8
2.8
3.0
32
32
34
(122) (133) (137) (130) (143) (126) (111) (110) (100) (118) (114) (107)

-

-

주: 1) 부패인지지수는 0에서 10까지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한 것(highly corrupt)을, 1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약한 것(very clean)을 의미함.
2) 2012년부터 0에서 100까지로 소숫점을 없앤 수치를 발표함.
3) 괄호 안은 조사대상국 중 순위를 의미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2014,”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검색일: 2015. 8. 10).

-

3.05
(40)

2.65
(45)

1.94
(41)

Indonesia

-

-

-

-

Cambodia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41개국) (54개국)(52개국)(85개국)(99개국)(90개국) (91개국) (102개국)(133개국) (146개국)(159개국)(163개국)(180개국)(180개국)(180개국) (178개국) (183개국) (176개국) (177개국) (175개국)

-

연도

Brunei

국가명

표 3-2. 아세안 국가의 20년간 부패인지지수 변화(1995~2014)
아세안 국가들의 부패와 정치·경제적 발전: 국가투명성,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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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지역적·개별국가적 분석
[표 3-3]은 지난 20년간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아쉬운 점은 자유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필리핀(3.0), 말레이시아/싱가포
르(4.0), 브루나이/캄보디아/태국(5.5), 미얀마/베트남(6.0), 라오스(6.5)의 순
이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근소하나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
러내고 있지만 태국은 오히려 최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
아의 경우 1995년 6.5(NF)에서 2014년 3.0(PF)으로 상당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미얀마는 7.0에서 6.0으로, 싱가포르는 5.0에서 4.0으로, 베트남은 7.0
에서 6.0으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도 6.0에서 5.5로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낙후성을 드러
내고 있어서 아세안 국가가 겪는 부패 상황이 비민주성의 결과가 아닌가 하
는 설명을 하게 한다.
[표 3-4]는 지난 20년간 전세계적 민주화지수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의 경우 191개국 중 76개국이 자유로운 국가(40%), 62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32%), 53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28%)이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195개국 중 89개국이 자유로운 국가(46%), 55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28%), 51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26%)로 개
선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 국
가별 분포인 10개국 중 자유로운 국가(0%)가 없고, 6개국이 부분적으로 자
유로운 국가(60%), 4개국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40%)와 크게 대조가 된다.
세계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민주주의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지역이 아세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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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위치한 동남아시아인 것이다.
민주화지수를 부패인지지수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부패인지지수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순으로 민주화지수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을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베트남, 라오
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과 브루나이는 약간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수
준 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
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관계가 큰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부패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무색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
다. 세계 7위의 투명성을 자랑하는 국가가 민주화 수준에 있어서는 4.0으로
부분적인 자유국이라는 점은 싱가포르의 투명성이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둔
문화적 우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제도적 장
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싱가포르 사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연구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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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0
(NF)
6.0
(NF)
6.0
(NF)
6.5
(NF)
4.5
(PF)
7.0
(NF)
2.5
(F)
4.5
(PF)
3.0
(PF)
7.0
(NF)

’95

6.0
(NF)
6.0
(NF)
6.5
(NF)
6.5
(NF)
4.5
(PF)
7.0
(NF)
3.0
(PF)
5.0
(PF)
3.5
(PF)
7.0
(NF)

6.0
(NF)
6.5
(NF)
6.0
(NF)
6.5
(NF)
4.5
(PF)
7.0
(NF)
2.5
(F)
5.0
(PF)
3.0
(PF)
7.0
(NF)

’97

6.0
(NF)
6.0
(NF)
5.0
(PF)
6.5
(NF)
5.0
(PF)
7.0
(NF)
2.5
(F)
5.0
(PF)
2.5
(F)
7.0
(NF)

’98

6.0
(NF)
6.0
(NF)
4.0
(PF)
6.5
(NF)
5.0
(PF)
7.0
(NF)
2.5
(F)
5.0
(PF)
2.5
(F)
7.0
(NF)

’99

6.0
(NF)
6.0
(NF)
3.5
(PF)
6.5
(NF)
5.0
(PF)
7.0
(NF)
2.5
(F)
5.0
(PF)
2.5
(F)
6.5
(NF)

’00

6.0
(NF)
5.5
(NF)
3.5
(PF)
6.5
(NF)
5.0
(PF)
7.0
(NF)
2.5
(F)
5.0
(PF)
2.5
(F)
6.5
(NF)

’01

5.5
(NF)
5.5
(NF)
3.5
(PF)
6.5
(NF)
5.0
(PF)
7.0
(NF)
2.5
(F)
4.5
(PF)
2.5
(F)
6.5
(NF)

’02

5.5
(NF)
5.5
(NF)
3.5
(PF)
6.5
(NF)
4.5
(PF)
7.0
(NF)
2.5
(F)
4.5
(PF)
2.5
(F)
6.5
(NF)

’03

5.5
(NF)
5.5
(NF)
3.5
(PF)
6.5
(NF)
4.0
(PF)
7.0
(NF)
2.5
(F)
4.5
(PF)
2.5
(F)
6.5
(NF)

’04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3.0
(PF)
4.5
(PF)
3.0
(PF)
6.0
(NF)

’05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3.0
(PF)
4.5
(PF)
5.5
(NF)
6.0
(NF)

’06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3.5
(PF)
4.5
(PF)
5.0
(PF)
6.0
(NF)

’07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3.5
(PF)
4.5
(PF)
4.5
(PF)
6.0
(NF)

’08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3.5
(PF)
4.5
(PF)
4.5
(PF)
6.0
(NF)

’09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4.0
(PF)
4.5
(PF)
4.5
(PF)
6.0
(NF)

’10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7.0
(NF)
4.0
(PF)
4.0
(PF)
4.0
(PF)
6.0
(NF)

’11

5.5
(NF)
5.5
(NF)
2.5
(F)
6.5
(NF)
4.0
(PF)
5.5
(NF)
3.0
(PF)
4.0
(PF)
4.0
(PF)
6.0
(NF)

’12

5.5
(NF)
5.5
(NF)
3.0
(PF)
6.5
(NF)
4.0
(PF)
5.5
(NF)
3.0
(PF)
4.0
(PF)
4.0
(PF)
6.0
(NF)

’13

5.5
(NF)
5.5
(NF)
3.0
(PF)
6.5
(NF)
4.0
(PF)
6.0
(NF)
3.0
(PF)
4.0
(PF)
5.5
(NF)
6.0
(NF)

’14

주: 1) 민주화지수(자유도)는 1.0에서 7.0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민주적인(free) 국가를, 7에 가까울수록 보다 비민주적인(not free) 국가를 의미함.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평가한 지수를 토대로 일국의 자유도(freedom status) 즉 민주화 수준을 평가함.
3) 1.0-2.5는 자유운 국가(free nation), 3.0-5.0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nation), 5.5-7.0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nation)를 의미함.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Ratings, https://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VdhKGUOwepo(검색일: 2015. 8. 10)

Vietnam

Thailand

Singapor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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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91개국) (191개국) (191개국) (191개국) (192개국)(192개국)(192개국)(192개국)(192개국)(192개국)(192개국)(193개국)(193개국)(193개국)(194개국)(194개국)(195개국)(195개국)(195개국)(195개국)

주: 1) 민주화지수(자유도)는 1.0에서 7.0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민주적인(free) 국가를, 7에 가까울수록 보다 비민주적인(not free) 국가를 의미함.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평가한 지수를 토대로 일국의 자유도(freedom status) 즉 민주화 수준을 평가함.
3) 1.0-2.5는 자유로운 국가(free nation), 3.0-5.0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nation), 5.5-7.0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nation)를 의미함.
자료: Freedom House Freedom Ratings, https://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VdhKGUOwepo(검색일: 2015. 8. 10).

자유롭지
53
53
53
50
47
48
48
48
49
49
45
45
43
42
47
47
48
47
48
51
않은 국가
(28%) (28%) (28%) (26%) (25%) (25%) (25%) (25%) (25%) (26%) (24%) (23%) (22%) (22%) (24%) (24%) (24%) (24%) (24%) (26%)
(NF)

부분적으로
62
59
57
53
60
58
59
55
55
54
58
58
60
62
58
60
60
58
59
55
자유로운
(32%) (31%) (30%) (28%) (31%) (30%) (31%) (29%) (29%) (28%) (30%) (30%) (31%) (32%) (30%) (31%) (31%) (30%) (30%) (28%)
국가 (PF)

79
81
88
85
86
85
89
88
89
89
90
90
89
89
87
87
90
88
89
자유로운 76
국가 (F) (40%) (41%) (42%) (46%) (44%) (45%) (44%) (46%) (46%) (46%) (46%) (47%) (47%) (46%) (46%) (45%) (45%) (46%) (45%) (46%)

민주화
수준

연도

표3-4. 지난 20년간 전세계적 민주화지수 국가별 분포(1995/96~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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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의 낙후된 민주화 의식과 이에 따른 낮은 투명성 수준은 인권
과 관련된 이들의 주장에 잘 드러난다. 1993년 방콕선언은 “인권이 그 본질
에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국제적 규범의 설정이 역동적이고 진화 중이라는
맥락에서 국가별, 지역별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가
지는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인권을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방콕 선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시아적 특수성으
로 인해 서구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시아적 인권 개념을 창조하겠으
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인권문제에 매달리는 서구의 외교정책
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패권적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콕선언 이후 ‘아시아적 인권’은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한
마디로 배타적 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배타적 상대주의는 인권
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고 인권의 개별화와 서열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인권의 개별화와 서열화란 인간의 여러 권리를 각각 독립적인 것으
로 간주하고 권리들 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권리들 간
의 서열을 매기는 결정적 변수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고, 서열에 따라 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권리는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권리의 확보를 위해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리콴유와 마하티르는 궁핍으로부터의 탈출, 나아가 물질적 풍요, 그리고 조
화로운 사회 건설의 이름아래 ‘서구적 인권’ 개념이 결코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앞서 전체의 생존문제
를 해결하는 경제발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유보
될 수 있고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왜 인권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며 단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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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특수한 경험’만을 근거로 할 뿐이다. 사실 자유의 제한과 경제발전 사
이에는 일반화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다. 즉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보장
한다고 믿을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정연식, 이상환 2000).
다양성과 보편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싱가포르가 민주주의의 다양
한 체제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에서 연유한 순환논리이다. 싱가포르가 민주
주의라면 다양한 민주주의 체제에 싱가포르의 경우가 포함될 것이고, 따라
서 다양성과 보편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여부
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판단하
면 안타깝게도 싱가포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리콴유에게 싱가포르는 틀림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구
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준은 선거를 통
해 선택된 정부가 번영과 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이다. 번영
과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가 곧 ‘좋은 정부’이고 ‘좋은 정부’가 곧 민주주의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한 정치이
론이나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
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좋은 정부’이므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 정도 혹은 통치력을 채택
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통치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정연식, 이상
환 2000).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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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 신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서구적
인권 개념을 비서구 지역에 그대로 강요하는 전략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만
약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서구에서 생산된 인권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인권에 대
한 강제되지 않은 합의’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통문명적(intercivilizational)’
접근을 통해 상이한 문화 속에서 근사한 개념들의 교합점을 찾는 것이 절실
하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
아의 문화와 전통에 도전하기보다 토착적 인권 전통을 발굴하여 그것을 바
탕으로 아시아인이 인권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태국의 경우 불교의 비폭력 원칙을 통해 인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동의된 인권의 보호막으로 제도
적, 법적 장치와 더불어 국왕의 권위까지 동원될 수 있는 것은 태국만의 강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인권의 ‘국지적 정당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전통적 문화 위에 놓여진다면 인권이 장기적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정연식, 이상환 2000).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
권의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정의에 따른 인권 기준의 마련과 이에 대한 객관
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설정을 막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
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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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 혹은 민주화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 설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적인 특수성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문화상대주의에 토대를 둔 인권 개념의 특수
성 주장을 펼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없는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예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투명
성 제고가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이 민주화가 진정한 부패 척결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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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는 선진국과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공여행위를 하는 정도를 지
수화한 것임. 0에 가까울수록 뇌물공여가능성이 커지고, 10에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작아짐.
2)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는 공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행사될 가능성을 의미함. 그 지수의 범주는 -2.5에서 2.5사이이며, 수치가 높을수
록 보다 나은 통제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임.
3)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Open Budget Index)는 주요 예산기록물의 공개 여부와 접근 가능성 및 결정과정 참여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미함. 0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scant or no information)를, 100은 광범위한 정보접근(extensive information)을 나타냄. 광범위한 정보: scores
81~100, 상당한 정보: scores 61~80, 약간의 정보: scores 41~60, 최소한의 정보: scores 21~40, 정보 부족 혹은 부재: scores 0~20.
4) 전세계적인 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부패 경험과 견해에 관한 유일한 전세계적인 여론조사 결과임. 특정한 연도의 국가별 부패수
준을 나타냄.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는 전혀 부패가 없는 수준을 나타내는 1에서 극단적인 부패 수준을 말하는 5까지의 척도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2014,”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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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부패 척도 2013
예산
뇌물공여지수/ 부패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
공개 및 2010뇌물 정부의 2007~10
주요 28개국 중 통제
통제 지수 공여경험 부패척결 기간 부패
순위(2011)
지수
신뢰도 증가 인식 정당 의회· 경찰 기업 및 언론 공무원 및 사법부 시민 종교 군부 교육
(2010)
(%)
입법부
사적영역
공적 영역
단체 기관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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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에 의하면 조사대상국가 중
싱가포르가 가장 투명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투명성
이 떨어진다. 조사대상 28개국 중 싱가포르 8위, 말레이시아 15위, 인도네시
아 25위로 주요 수출기업의 뇌물공여에 있어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투명
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의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는 공권력이 사적이익을 위
해 행사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 지수의 범주는 -2.5에서 2.5사이로 수치
가 높을수록 보다 나은 통제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국가의
부패통제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싱가포르 2.18, 말레이시아 0.12, 태국
-0.34, 베트남 -0.58, 인도네시아 -0.73, 필리핀 -0.82, 라오스 -1.07, 캄보디아
-1.21, 미얀마 -1.68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 수치로 부패통제를 할 만한 거버넌스의 수준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통제거버넌스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Open Budget Index)는 주요 예산기록물의 공개 여
부와 접근 가능성 및 결정과정 참여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미
하는데, 0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scant or no information)를, 100은 광범위한
정보접근(extensive information)을 나타낸다. 그 지수를 범주화하면, 광범위
한 정보(81~100), 상당한 정보(61~80), 약간의 정보(41~60), 최소한의 정보
(21~40), 정보 부족 혹은 부재(0~20)로 구분된다. [표 3-5]에 의하면, 조사대
상 6개국 중 61이상의 지수는 없고 ‘약간의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는
필리핀(55), 인도네시아(51), 태국(42)이고, ‘최소한의 정보’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39)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각각 15와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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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족 혹은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예산 공개 및 통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의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는 부패 경험과 견해에
관한 유일한 전세계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특정한 연도의 국가별 부패수준을
나타낸다.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는 전혀 부패가 없는 수준을 나
타내는 1에서 극단적인 부패 수준을 말하는 5까지이다. 뇌물공여 경험에 관
한 설문에 대해 캄보디아의 경우 8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부패
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에서는 각각 9%와 8%로 뇌물공여란 극히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의 부패척결 신뢰도에 있어서 캄보디아 국민이 72%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척결 노력에 대한 기대도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10년 기간 중
부패증가에 대한 인식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것을 보면 이 기간
중 이 국가들의 부패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국가 부문별 대중의 부패인지지수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의 경우 경찰 부문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
고 대중이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기관 부문이 가장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심각한 부문은 의회·입법부이며 가장 투명한
부문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찰 부문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역시 종교기관이 가장 투명하다고 보고 있
다.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경찰과 함께 정당의 부패도 심각함을 지
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중의 부패인지지수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역시 경찰 부문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태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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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무원 및 공적영역의 부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종교
기관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경찰
부문의 부패 상황을 대중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종교기관의 투명성을 인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요약하면,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에
서 경찰 부문이 가장 부패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종교기관이 그나마 가장 투
명한 영역임을 드러내고 있다.

2. 부패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역적·개별국가적 분석
[표 3-6]은 아세안국가의 경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싱가포르(5만 5,150달러)와 말레이시아(1만 660달러)를 제외하면 모두
1만 달러 이하로 소득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순이나 후발개도국
혹은 신흥산업국 범주에 있거나 빈곤국에 지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
을 부패인지지수와 비교하여 언급하면, 부패인지지수의 경우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필리핀/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미얀마의 순
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고성장률 국가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으
며 이어 필리핀, 베트남/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있다. 부패가
심각한 3개국이 고성장률 국가라는 점을 해석하면 고도성장과정 속에서의
부패의 심각성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에 있어서도 상위 5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베트남을 제외한 4개국이 부패인지지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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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안에 드는 것을 보면 투명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간에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투자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이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투명성을 제고할만한 소득수준과 투
자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수준의 낙후가 투명성 개선을 뒤
처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의식 수준과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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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이 심화된 것을 의미함. 0.0~0.2: 빈부격차 거의 없음(현존 국가 없음) / 0.2~0.3: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음(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
/ 0.3~0.35: 빈부격차가 적은 편임(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 0.35~0.4: 빈부격차가 보통임(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 / 0.4~0.5:
빈부격차가 높은 편임(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 0.5~0.6: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음(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 0.6~0.7: 빈부격차가 심각
한 정도임(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 / 0.7~ : 사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현존 국가 없음).
자료: World Bank, Data 1995-2014,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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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간별로 언급하면, 0.0~0.2는 ‘빈부격차 거
의 없음’을 나타내고 현존하는 그런 국가는 없다. 0.2~0.3은 ‘빈부격차가 대
단히 적음’을 나타내고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0.35는 ‘빈부격차가 적은 편임’을 나타내며 한국, 영국, 오스
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5~0.4는 ‘빈부격차가 보
통임’을 말하며 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그 국가들이다. 0.4~0.5는 ‘빈부
격차가 높은 편임’을 나타내고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된
다. 0.5~0.6은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브라질, 콜롬비
아, 볼리비아 등이 그 국가들이다. 0.6~0.7은 ‘빈부격차가 심각한 정도임’을
말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0.7~은 ‘사회유지
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나타내며 그런 국가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표 3-6]에 의하면, 조사대상 국가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높은 편이고,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은 빈부격차가 보
통인 수준이다. 캄보디아가 오히려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다. 투명성과 빈부
격차 간에는 그 연관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부패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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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아세안 국가의 부패와 사회·경제적 지표간의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1인당국민순소득
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
경제성장률
지표 민주화지수 (현 미국달러
(현 1백만 미국달러 지니계수
부패인지
(연 %)
기준)
기준)
지수

부패인지지수

+0.28

+0.04

-0.05

+0.04

-0.14

주: 상관관계 계수의 범주는 -1.0~+1.0이고, +/-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상
관관계가 약한 것을,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나타냄

국가투명성과 사회·경제적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
는 상관관계분석(Pearson’s r)을 활용한다. [표 3-7]이 보여주는 바는 부패 관
련 기존의 가설과 거리가 먼 결과이다. 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민주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명성(반부패 수준)이 높다.
-가설 2: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투명성이 높다.
-가설 3: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낮다.
-가설 4: 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이 높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높다.
-가설 5: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반부패 수준이 높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의 경우 아세안 사례에
는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민주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
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가 가설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2의 경우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가 미약하여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가설 3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가 미약하다. 고도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 사례가 이
가설과 맥을 함께하나 전반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설 4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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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설 5의 경우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그 강도는 미
약하다. 통계적으로 보면 10개국 사례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 무
리가 있으나 초보적이나마 그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볼 때 아세안 사례는
부패 관련 일반이론과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라는
지리적 인접성과는 달리 국가간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른데 그 이유가
있다. 그나마 관계의 강도는 낮으나 방향이 가설 1을 제외하고는 기대에 부
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이론의 적실성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아세안 국가들을 상, 중, 하 세 등급 혹은 상, 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교차분석을 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민주화 수준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자유롭지 못한 국가(태국/캄보디아/브루나
이, 베트남/미얀마, 라오스)로 나눌 수 있다. 이 국가의 투명성 수준의 경우
전자는 평균 52(34, 38, 84, 52), 후자는 평균 27.2(38, 21, 브루나이는 결측값,
31, 21, 25)이다. 선형 회귀분석(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교차분석을 할 경우
민주화 수준과 투명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8. 민주화 수준과 국가투명성 간 교차분석

민주화 수준

정치민주화
국가투명성

투명성
수준

부분적 자유국

비자유국

상대적으로 높음
(50이상)

2

0

상대적으로 낮음
(50미만)

2

5

주: 브루나이는 결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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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 통계자료 중 1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투명성 수준과의 연관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인당 총소득의 경우 세
범주로 아세안 국가들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이상 국가(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3,000달러 이상에서 10,000달러 미만 국가(태국, 인도
네시아, 필리핀), 3,000달러 미만 국가(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브루나이는 결측값)로 구분한 후 그 투명성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
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68, 둘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37, 셋째 범주의
경우 평균치는 26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과 투명성 수준 간에는 연관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분석(상
관관계 분석)이 아닌 교차분석을 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과 투명성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표 3-9. 경제발전과 국가투명성 간 교차분석

경제발전
국가투명성

1인당 국민총소득
상(1만 미국달러
이상)

중(3,000미국달러 이상
1만 미국달러 미만)

하(3,000미국달러
미만)

2

0

0

0

3

3

상대적으로 높음
(50이상)
투명성
수준 상대적으로 낮음
(50미만)
주: 브루나이와 미얀마는 결측값

결국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민주화 수준으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싱가
포르가 이례(outlier)로서 그 통계치를 왜곡시키게 되며, 1인당 총소득으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필리핀이 약간의 이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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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하여 교차분석 방식을 택할 경우 그 연관성(가설1, 가설2)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일반이론에 합치하는 결과가 된다.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투명성의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자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입
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상관관계로서 ‘민
주화는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첫째와는 상반되는 입
장으로 ‘민주화가 부패를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자유언론과 정
치적 반대파가 용인되는 개방된 사회가 권위주의체제에 비해 더 부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심지어 민주제도가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고, 반복
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권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써 부패구조가 체계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 민주주의와 부패수준 사이
에 단순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부패문제는 단순히 민
주적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
주주의와의 양자적 상관관계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부패의 상관관계는 세 가지의
상이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첫째 주장인 ‘민주주의는 부패
를 감소시킨다’라는 주장이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상환
2007a, 2007b).
하지만 아세안 국가에 적용해 본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주장과 셋째 주장
의 중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국가투명성 간 상관관계를
보면, 그 관계의 방향이 음(-)이어야 하는데 양(+)의 관계로 일반적인 가설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즉 싱가포르의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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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그 연관성이 나타나며 민주화 수준과 투명
성 수준 간에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각종 경제 지표와 국가투명성 간 상관관계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나 강
도가 미흡하여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
한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인과관
계의 방향은 단정할 수 없으나 경제발전과 국가투명성 간에 연관성이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Ⅳ. 아세안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
1. 베트남 사례에 대한 이해
그동안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베트남 전역에 아직 만연되어
있고 베트남은 부패 통제와 대부분의 거버넌스 지표의 견지에서 다른 아시
아 국가에 비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다. 베트남 내에서 부패는 보건, 교육,
건설, 토지관리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및 채취 산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사적 영역은 또한 부패의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베트남 정부는 부
패통제 거버넌스와 부패척결을 수행하는 많은 조처들을 취해왔다. 2005년에
채택된 반부패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공무원
들에게 재산공개 조건을 부여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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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반부패·정부감시·인민대리 및 국가감사 관청을 포함한 베트남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이제 마련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물론 관련 부서들은 이러한 노력이 실제 시행능력의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
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시
민적 및 정치적 자유가 제한적이라서 그 행동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를
제지하려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Martini, 2012).
베트남은 1980년대에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
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트남은 아직 높은 수준의 부패 상황으로 인한 것들을 포함한 다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패는 공산당의 정당성에 주요한 위협
으로 여겨지며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5년 이
래 베트남 정부는 반부패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베트남의 부패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 부과되는 법적 부담을 완
화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집권당의 간부들과 후원자·고객 관계를
맺음으로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친족등용과 연줄이 경찰,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걸쳐 만연된 공산당과의 밀착 관계 혹은 인척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베트남에서 부패가 가장 만연된 분야는 경찰이며 교육, 공
무원, 사법부, 기업 순으로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베트남이 취한 반부패 노력은 2005년에 반부패법과 2020년을 향한 반부
패국가전략을 채택한 이래 수년간 상당히 개선되어온 점에 담겨 있다. 하지
만 반부패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도 베트남의 미래 번영과 공산당 자체의 정당성에 부패가 미칠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반부패 모색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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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반부패 모색을 위한 법적인 토대인 2005년 반부패법(2007년 개
정)은 부패 모의, 뇌물 공여와 수뢰, 매직, 돈세탁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정치가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범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모든 부처와 지방관서에서 반부패 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구체
적인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이 법은 요구한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고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아직 정보접근
을 보장하는 법규정은 없다. 일당제 국가라서 정당자금지원 관련 규범도 없다.
2006년 공산당은 반부패와 낭비척결에 대한 공산당의 리더십 강화에 관
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논의된 전문가가 고려한 결의안 04를 통과시켰다.
2009년에 베트남 정부는 2020년을 향한 국가반부패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부패를 감소함에 있어 개방과 투명성의 역할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 실행계
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부처와 당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관리 레짐을 완수하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감독과 감
사를 개선하며, 부패와 싸우는 사회의 역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패 방지와 투쟁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해왔다. 베트남은 2009년에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을 비준했고, 여러 반부패 지역 및 세계 포럼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베
트남은 또한 유엔 초국적조직범죄 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제도적인 토대로는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2005년 반부패법
에 의해 설립되었고 수상이 직접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이끌고 협조하며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2007년에 설립되었다. 2008년에 이 위원회는 지역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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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설립되었다.
국가감시기구는 부패 감독, 불만 및 해결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
기구는 1956년에 설립되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야 명확한 반부패 권한을
가지기 시작하여 옴부즈맨으로서의 기능과 부패 불만 조사를 담당하는 반부
패 부서를 갖게 되었다. World Bank Vietnam과 파트너십을 가진 국가감시기
구는 또한 ‘베트남 반부패 발의프로그램 2011(VACI 2011)’을 2011년에 조
직했다. 인민국(The People’s Procuracy)은 부패 사례를 고발하는 최고의 인
민 검찰부서이다. 베트남감사원(The State Audit of Vietnam)은 국가예산의
책임성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다.
다른 반부패 집단으로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들 수 있다. 베트남은 아직 미
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토대가 부족하다. 1990년에 제
정되고 1999년에 개정된 기존의 미디어법은 부패로 알려진 사안을 보다 널
리 보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진전이 있었으며 시민사회 행동가들이 정부 업무에 참여하기 위한 개방성과
접근가능성이 증가되어왔다.
베트남 사례는 향후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그리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 일반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투명성의 경우 부패인지지수는 1997년 2.79에서
2014년 3.1(31)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 왔고, 정치민주화의 경
우도 민주화지수는 1995년 7.0에서 2014년 6.0으로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경제상황도 최근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즉 투명성,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간의 삼자 연관성을 보여
주는 좋은 예로 부각되고 있다. 부패 관련 일반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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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향후 이를 말할 좋은 연구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2. 아세안(베트남·인도네시아)과 한국 사례의 비교분석
최근 아세안의 대표적인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
남이다.4) 위에 언급한대로 베트남은 심각한 부패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인도
네시아도 부패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부패척결에 매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의지와 거리가 멀다.
[표 4-1]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부패인지지수는 55, 34, 31로
175개국 중 각각 43위, 107위, 119위이다. 뇌물공여지수의 경우도 한국은 28
개국 중 13위로 7.9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25위로 7.1이다. 부패통제지
수도 한국이 0.42인데 베트남(-0.58)과 인도네시아(-0.73)는 음(-)의 수치를
가진다. 예산 공개 및 통제 지수는 한국이 ‘상당한 정보’ 가능, 인도네시아는
‘약간의 정보’ 가능, 베트남은 ‘정보 부족 혹은 부재’에 해당한다. 결국 인도
네시아와 베트남은 부패 이슈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뇌물공여 경험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단지 2%만이 뇌물공여를 해본 경
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8%, 베트남은 44%의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정보의 부패척결 신뢰도는 투명성이 큰 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요구와 신

4) 인도네시아: 인구 = 2억 3,990만 명, GDP(2010) = 7,065억 5천만 달러, 수명(2009) = 68.47세,
문자해득률 = 92.2%
베트남: 인구 = 8,690만 명, GDP(2010) = 1,064억 3천만 달러, 수명(2009) = 74.61세, 문자해득률 = 92.8%
한국: 인구 = 4,890만 명, GDP(2010) = 1조 100억 달러, 수명(2009) = 80.3세, 문자해득률 = 96%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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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떨어지듯 지표가 역순이다. 조사기간 중 부패증가 인식도 베트남(63%),
인도네시아(43%), 한국(32%)의 순으로 크다.
전반적인 아세안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크고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에 대한 투명성 신뢰가 가장 크다. 특기할 사항은 한국
의 경우 정당과 의회·입법부의 부패인식이 경찰보다 더 커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는 정당과 의회·입법
부에 대한 투명성 신뢰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경찰
만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의회·입법부와 정당에 불신
이 크고 경찰에 부패인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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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1위로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얀마가 바닥에
서 그 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가 상위권의 투명성 지수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4.0 이하로
투명성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아세안 국가의 20년간 부패인지지수 변화(1995~201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는 투명성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우선 싱가포르가 압도적 1위 국가로 세계적 수준의 투명성을 보
이고, 그 다음으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가 2, 3위로 중간 수준의 투명성을
보인다. 나머지 7개국은 하위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며 특히 캄보디아와 미
얀마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완만한 개
선 혹은 정체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보면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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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투명성 제고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4-2]는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 모든 국가가 평균 3.0 이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은 아직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서 정치적
한계를 보여준다. 태국의 경우 민주화의 상승세가 최근에 꺾이면서 민주주
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민주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국가
는 인도네시아이다. 자유로운 국가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민주화 가능성을 보이고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를 가능
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국가도 2.5 이하에는 존재하지도 존재해본적
도 없다는 것이다.5)

그림 4-2. 아세안 국가의 20년간 민주화지수 변화(1995/96-2014/15)

자료: 저자 작성.

5)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만 한때 민주화지수 2.5(자유로운 국가 중 최하위, 1.0~2.5: 자유로운
국가, 1에 가까울 수록 민주적 국가)를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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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아세안 국가의 민주화 수준이 정체 상태에 있거나 변화의 증
폭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제도화 수준이 낮다보니 정치지도
자에 따라 민주주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에서
의 완만한 개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추세가 투명성 지수의 완
만한 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4-3]은 아세안 국가의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1인
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싱가포르가 압도적이며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그
소득수준이 미미한 모습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
아 등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변화의 조짐을 알 수 있으며
태국만이 정체상태를 겪고 있다.

그림 4-3. 아세안 국가의 경제 현황(2010~1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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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액수의 경우 싱가포르만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제외하면 미미한 상황이다. 지니계수도 경제적
으로 앞서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나머
지 국가들은 적정수준에 있다. 경제적 지표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외에
는 투명성 수준과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
세안 국가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보인다.

Ⅴ. 결 론
1. 이론적·방법론적 함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는 부패 관련 일반 이론과는 거리감
이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기존 이론의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민주화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 연관성이고, 둘째는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의 연관성이
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세안 국가에는 지역
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국가투명성 수준에 있
어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은 아직 부분
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의 예를 제외하면 민주화지수와
부패인지지수 간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지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경제발전 수준과 국가투명성 수준 간의 관
계도 경제발전을 대변하는 지표에 따라 그 적용가능성이 달라진다. 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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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부패인지지수 간의 연관성은 말하기
쉽지가 않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일부 지표만 그 연관성을 개괄적으
로나마 주장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연구는 일변량 통계자료와 초보적인 상관관계 분석
을 토대로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10개국에 한정된 데이터를 가
지고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기본적인 통계방법을 가지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차 분석 즉 범주화한
자료를 토대로 연관성을 파악할 경우 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몇몇 이례(outlier)가 부패 관련 일반 이론의 지역적 적용을 어렵게
하나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할 경우 일반 이론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을 하나의 사례로 연구한 것은 지역적 차원의 연구에서 파악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미진한 부분은 있으나 본 연
구는 기본적인 선형회귀(상관관계) 및 교차(연관성) 분석 방법과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주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
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인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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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란 기대하기 힘드나, 국제사회가 각 국가로 하여금 국제협력에 순응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반부패 레짐의 형성은 2005년 부산에서 열
린 APEC 정상회의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 연설 후 이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
들이 공동 서명한 반부패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행사에는 외국기업인
550여 명 등 8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안
전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며
“APEC이 이번에 반부패를 정부 차원의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 여러분이 기울여온 반부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환
2007a, 2007b). APEC은 향후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의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EC 21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경
제적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격차를 뛰어넘어 레짐 형성이 가능하다면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
짐 형성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패와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최근 대두된 이슈라
고 말할 수 있다. 국제 반부패 이슈의 경우 1997년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
이 체결된 이후 그리고 국제 인권 이슈의 경우 1990년대 말 코소보 및 동티
모르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두 가지 이슈 모두 권
력(political power)과 맞서 싸우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권력을 가진 자만이
부패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하에 개별 국가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며 주권 제한을 수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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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모자라서 권력과 맞서 싸워나갈 수 없는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도국에서 특히 그러한 것이다. 오늘날 부패 문제는 뇌물거래
방지라고 하는 공정무역 논리와 연결되고 인권 문제는 인간안보 논리와 연
결되고 있다. 문제는 서구적 시각과 비서구적 시각의 차이로 인해 부패 척결
및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국가윤리(도덕성 회복)가 아닌 국
가경쟁력(국가이익) 차원에서 이 의제가 논의되는 데 있다. 향후 이러한 흐
름을 바로 잡는 것이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과제인 것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그리
고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
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
관계는 보여주고 있으나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이론의
주장과 거리감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민주화 없이 투명성 제고가 가능한 것
인가. 도시국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적용하여 일반 이
론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엄격한 규율이 부패
행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며, 이를 부패 척결을 위해 억압으
로 느끼지 않는 싱가포르의 국민적 정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연관성을 검증하는 교차 분석을 할 경우 투명성과 정치민주화 간
및 투명성과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치민주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투명성이 높
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아세안 내 개별국가적인 이례(outlier)는
존재하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일반 이론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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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아세안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부패 척결이며 이는 정치
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통해서 가능함을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부패 척결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
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아세안 국가의 국가
적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투명성 제고가 민주화 및
경제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부패척결이 가능하며 경
제발전이 앞선 국가에서 부패척결이 용이하다. 나아가 투명성이 제고된 경
우에만 경제정의 및 경제발전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
에서 아직 투명성 제고는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
이 보이고 있다. 오늘날 아세안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국가 투명성
이다. 이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기 때
문이다. 시민사회의 역량 제고와 민주화 흐름은 국가 투명성 제고의 배경요
인이며 경제발전이 그 촉매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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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역
할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군부의 내적 역동성을 어떻
게 변화시키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 또는 반
발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전통적 역할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화하는가를 추
적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부의 역할과 기능은 정치발전의 수준을 가
늠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정권의 성격을 규명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치
발전의 경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 하에 아시아연구, 제 18권 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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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신정부는 체제의 성격상 유사민간정권(quasi civilian government)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민간과 군부
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둘째, 정치과정은 정당정치의 행태를 띠고 있으나 행
정부와 입법부, 특히 여당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정치인은 과거 과도군사체
제의 구성원이다. 명확한 사실은 현역 군부 25%가 각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
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치사회의 주도세력이 바로 군부이다.
미얀마의 체제변동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이다. 일반적으로
위로부터의 변화는 권력층 내 개혁파의 등장과 보수파를 포함한 기존 권력
층이 더 이상 정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시작된다. 시민사
회의 등장은 권력층에 위협을 가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Huntington 1991,
pp. 124-131; Przeworski 1991; O’Donell and Schmitter 1986, pp. 15-36, pp. 48-56).
미얀마의 경우 신정부가 출범될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층 내 개혁파는 존
재하지 않았고, 체제를 위협할 시민사회의 존재나 이들의 도전도 없었다. 따
라서 미얀마에서 군부권위주의체제는 내외부의 압력에 따른 붕괴가 아니라
자발적 해체이며, 그 수순도 시간을 역주행한다. 다시 말해 개방→전환(이
행)→공고화 등 세 단계로 이어지는 체제변동이 미얀마에서는 전환(이행)→
개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1)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개방의 형태는 권력
층의 의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민주적 제도와 법치(法治)의
원칙은 국정운영의 우선목표로 설정될 수 있으나 현실정치에서 실행 범위는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 언제든지 조절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며, 이를 지탱
하는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한다(Diamond 1996, p. 238). 이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미얀마는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정치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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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은 군부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는 계기
였다. 군사평의회의 계획대로라면 군부는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을 통해 의
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군사평의회나 그들의 의도와 달리 정부에 대한 지도(tutelage)의
방식을 선택하여 최소한 정치부문에서 그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신정부하에서 군부가 정권과 어떻게 경쟁, 갈
등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지를 탐구하여, 체제 전환과정에
서 생존하려는 군부의 전략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말로 예정된 총
선에서 자유화의 수준이 높거나 정치발전이 진전을 이룰 경우 군부는 그들
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화가 진행되는
현 정부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체제전환에 저항하는 군내 파벌이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결
국 정치영역에서 군부의 병영복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달성되었을 때 가
능해 보인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2장에서는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설정한다. 민간우위의 원칙은 학자별로 다양한 변수를
통해 정립되지만 여기에서는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국방과 치안에서의 역
할, 군부의 경제활동 등을 주요 변수로 채택한다. 3-5장에서 전술한 변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 6장에서는 논지를 요약하고 향후 군부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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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제전환과 군부의 역할 변화
군부의 정치퇴진은 군부 개인의 이익, 군부의 조합적 이익, 군부 이데올로
기, 군부의 응집력 등 군부 내부조직의 역동성과 시민사회의 형세, 경제발전
수준, 치안, 안보 등 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 등에 의해 좌우된
다(Bünte 2013, pp. 6-7). 전자는 군부의 조직적 동기, 분위기, 내적 자원, 응
집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추진요소(push factor)로, 후자는 민간정치영역으로
군부를 끌어들이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Croissant
2004, pp. 361-365).
또한 군부의 정치퇴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이행
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민간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제도적으
로 군부의 정치퇴진은 성공했으나 대안세력이 허약하거나 시민사회가 민주
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면, 군부의 완전한 병영 복귀는 불가능해
질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부퇴진은 그 정도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지연되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체제의 역전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다.2) 심지어 안정적인 선거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쿠데타는 정치적 후퇴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2)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 건수는 68건으로 이 가운데 29건만 성공했다.
반면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쿠데타 시도 건수는 153건으로 성공한 건수는 81건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군부 쿠데타 시도는 수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와 성공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Croissant 2013,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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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cca 2007). 국가가 쿠데타의 가능성에 취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정치체제의 정통성 수준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과 군부
가 상호 경쟁할 경우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권이 대중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고 그 체제하 지도자들이 군부에 대한 우위를 확실시하
여 군부를 통제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동시에 불이행과 쿠데타 음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지도자들은 정권의 높은 정통성을 이용하여 군부
종속에 대한 장려책을 만들어낸다. 즉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군부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이 생겨난다.
둘째, 시민사회의 강도에 따라 쿠데타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강력한 시
민사회의 존재는 군부의 반란을 억압하는 민간 엘리트의 역량을 증대하고,
세계적으로 잘 연계된 시민사회는 군부의 정부전복시도(putsch)에 대해 국제
적 저항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군부쿠데타의 빈도와 성공 여부이다. 쿠데타는 쿠데타
시도자의 전략적 기술이 필요하고 쿠데타를 시도하는 군부의 조직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과거의 쿠데타가 성공한 경험이 많다면 군부는 쿠데타를
성공할 전략적 기술이 탁월하고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 또한
높다(Croissant 2013, p. 269).
그러므로 쿠데타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정치적 정
통성의 유지, 강한 시민사회, 과거 쿠데타의 성공사례가 적어야 한다. 이 세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그 공통점은 민주화 이전 정권의 유산
정도이다. 즉 제도적으로 권위주의정권을 퇴진시킨 어떤 정부가 선거에 의
해 구성될 때 정부의 막후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견권
력’의 유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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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군부통치가 지속된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민간정권이 어떠한 비
용을 치르지 않고 단기간에 군부를 통제하고 우위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만약 체제변동이 위로부터 또는 타협에 의해 진행될 경우 군부에게
는 ‘예약된 영역’(reserved domain)이 존재한다. 한편 민간체제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군부는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
지난 30년 간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군부는 정치권력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국방과 안보정책에 있어서 군부의 예약된 영역은 존재했고 지도자적인 권력
도 영속적이었다(Bünte 2013, p. 5). 그러므로 군부-민간 관계는 영합의 결과
처럼 양분하여 설명될 수 없다. 군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또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의 원칙은 어떠한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가
지 조건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 엘리트 채용: 정치적 경쟁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
이 보장되는 정치엘리트를 채용할 때 규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민간우
위의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배제되거나 군부가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경우 정치적 경쟁은 침해당한다. 또한 군부가 헌법적으로 내각이나 의회
에 대표로 예약되거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정치엘리트의 임명에 거부
권을 행사하거나 선거과정을 통제 또는 현역 군부가 정치지도자가 되는 것
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공공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적용 등 의사결정과 정책 수행
에 있어서 과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군부가 거부
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사회, 경제, 정치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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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통제는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부에 종속된다.
셋째, 국내 치안: 국경 내 평화, 질서, 치안을 위해 군대의 배치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과 민간의 사회 기반시설의 복구에 있어서 군부의 지원이 포함
된다. 민간이 군부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군대를 운용하는 원칙과 지침
을 세우며, 군부와 관련 없는 치안, 법 집행, 국가정보의 역할도 군부가 담당
한다.
넷째, 국방: 외부의 적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한다. 탈냉전 이후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평화 유지 등 국방과 관련된 의제도 새롭게 발생했다. 외부의 위
협이 강해짐에 따라 민간과 군부 간 국방정책에 협력해야 하고 군부도 여기
에 종속된다. 민간우위 원칙에서 민간엘리트는 전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다섯째, 군부조직: 군대의 역할, 임무, 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일컫는다. 만
약 군부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자율성을 요구하면 민간엘
리트는 그 범위와 경계를 정의해 주어야 한다. 민간통제가 가장 잘 지켜지는
체제에서 민간정치인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 군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민간과
군부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한다(Croissant and Kuehn 2009, pp.
189-191; Croissant, Kuehn, and Lorenz 2012, pp. 5-7).
위 다섯 요소는 정부 내에서 군부가 포함되는 범위(scope)로서 공공정책,
치안, 군부조직 등은 군부의 자율성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여기서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은 군부통치가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제도로서 군부
가 누려온 독립적 영역에 대한 결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
약 군부가 직업주의를 강화할 경우 제도적 자율성은 보장되며 그들의 행위
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민간의 몫이다. 이에 반해 군부가 군장비, 모병,
군부조직, 군법체계, 치안 유지 등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배타적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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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면, 군부의 직업주의는 사회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 기준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의 원칙으로 국
한된다. 즉 민간정권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했을 경우 정치적으로 모든 관할
권(jurisdiction)은 민간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우위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정책결정권은 각 정책에 따라 분할된다. 예를 들어 관할권이 분할
된 정권에서 정치는 민간인에게,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이나 치안 등은 군부
에 의해 관장된다(Alagappa 2001, p. 32). 따라서 군부에 의한 민간우위의 원
칙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거나 민주주의가 역전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
다. 앞서 지적했듯이 위계서열로 조직화되고 장기간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
부가 민주적으로 정치에서 퇴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명목상 체제 변
동의 수순을 밟는다 하더라도 군부는 그들의 영향력을 일시에 상실하지 않
는다.
특히 위 변수에서 배제된 영역은 바로 군부의 경제활동이다. 경제영역에
서 군부의 역할은 민주화된 이후에도 축소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Stepan 1988, p. 97). 그 가운데 군부기업은 민간우위의 원칙과 건전한 국가사회관계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Linz and Stepan 1996).
정치개입에 성공한 이후 군부는 군의 충원, 병력, 훈련, 군사장비 근대화 등
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조합주의적 이익을 옹호한다. 그들만의 배
타적인 계급이익을 보호하는 이른바 군부 생디칼리즘에 천착하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이다(Finer 1975, pp. 41-48).
조합주의적 경향은 군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군
부의 경제활동은 정부나 민간영역의 무능을 대체하거나 국가 예산이 풍족하
지 못해 군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Brömmelhörster and P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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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p. 13-15). 예를 들어 국가의 근대화 수준이 낮다고 할 때 기술이나
통신 등에 있어서 군부는 상대적 우위를 보이므로 이 분야의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Brömmelhörster and Paes 2003, p. 13). 군부 교리적으
로 국방력을 증강하거나 군부가 주도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부의 경제활동은 정당화되기도 한다(Mani 2010, p. 4). 국가 산
업화의 주역으로서 군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산업화는 정
치인들의 역할을 군부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군부의 정치적 역할로서 경제활
동은 정당화된다(Mani 2010, p. 4). 아시아에서도 군부의 경제활동은 국가발
전과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Alagappa 2001, p. 37).
그러나 군부의 정치권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권력은 지속되고 일
부 국가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군부 기업은 개도국에서 놀랄 말할 수준으로
확산되었다(Mani 2010, pp. 1-2; Skaar and Malca 2014, p. 14). 이런 측면에서
군부가 국가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대안세력이 된다는 정당성은 이미 그 효
율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군부들은 마약
밀매, 밀수, 강탈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Alagappa
2001, p. 37). 국방의 수호자나 산업화의 주역이 아닌 조합주의자이자 이익단
체로서 군부는 그들만의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상업적 보존’을
유지하는 셈이다(Mani 2011, p. 28).
따라서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민간정부와 군부의 관계는 [그림 2-1]와 같
이 도식화할 수 있다.
‘(A) 관할권’은 정부 구성과 조직,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의 소지이며,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의 수준과 같은 맥락이다.
‘분리관할’은 민간정부 내에서 군부가 자율성을 인정받는 범위이며, ‘민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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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군부통제’는 해당 집단이 배타적 자율성을 보호받는 상황을 의미한
다. ‘민간통제’는 다시 군부의 자율성 보장과 직업주의에 입각하여 군부의
중립적 성향이 극대화된 상태인 객관적 통제와 군부에 대해 민간정부가 지
니는 권위의 극대화와 자의적 통제를 의미하는 주관적 통제로 양분된다
(Huntington 1984, pp. 198-209).
‘(B) 역할 범위’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한
것이다. 군부는 그들의 통치 기간 내 향유한 정치적 지위와 권한, 역할, 과거
사 청산을 비롯하여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민간정부와 협상을 전개한다. 만약 민간정부가 군부의 특정 기능이나 기득
권을 인정하거나 군부를 정치적 후견인 또는 지지자로 재설정할 경우 절차
적 제도와 상관없이 군부의 완전한 정치적 퇴진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즉
‘역할 범위’는 군부와 민간정권이 경쟁과 합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
진영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영역이다.

그림 2-1. 민간-군부의 관계

(B) 역할 범위
정치
제도적 자율성

(A)
관할
권

민간 민간우위
통제 민간통제
분리 조건부종속
관할 군부지도
군부 군부통제
통제 군부통치

자료: Alagappa(2001, p. 39)에서 수정.

∙ 456

국방

대내안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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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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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서 (1)에 해당하는 정부는 군부에 대한 민간의 관할권이 완전
히 작동하는 민간정부이며, 각 영역에서 (4)로 향할 경우 민간정부에서 군부
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향후 민주적 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권위주의의 부활
에 이르게 된다. (3)에서 (4)로 향할 경우도 군부의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으
로 민주주의가 역행한다. 마지막으로 (3)에서 (1)로 향하는 경우 군부의 점진
적인 퇴진과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성립되는 체제변동 시기이다.
미얀마의 경우 관할권은 군부통제에서 분리관할로 변화했지만, 조건부 종
속과 군부 지도가 병행되는 분리관할 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
펴보겠지만 정치와 경제활동 영역에서 분리관할의 측면이 지켜지기보다 경
우에 따라서 군부통제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즉 조건부 종속에서는 군부가
민간정부로부터 제도적 자율성을 향유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민간정권에 개
입하거나 그들의 선호를 강요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책, 이를 테면 국방
예산권, 치안 문제, 국방정책 등에 있어서는 군부가 민간정치인을 관리 감독
할 수준의 고도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군부 통제의 경우 군부가 직접 통치하지 않지만 배후에서 정부
를 통제하는데, 국가 수반을 제외한 주요 직위는 군부가 담당하는 등 군부가
국가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한다(Bünte 2013, p. 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국방, 대내
안보 등 정치영역에서 또한 장기간 지속된 경제활동에서 군부의 역할과 기
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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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은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군부에게 할당된 ‘예약
된 영역,’ 즉 군조직 운영, 군예산, 엘리트 채용 등 군 내부의 행정과 지휘체
계상 자율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미시적으로 구분하면 내각의
구성 성분, 군비 지출과 임관 생도수의 변화는 실질적인 측면이며, 군부의
무투표 국회 진출과 헌법상 군부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부분은 제도적 측면
이다.
먼저 실질적인 측면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내각의 민간 출신 인사가 늘어
났다. 일반적으로 군부 퇴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군부는 그들의 자
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권력 분점 또는 반대파를 포섭하는 전략을 취
하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의 행태를 유지한다(Jones 2014, p. 782). 권력 분점
을 위해 신정부 출범 이전 군사평의회는 2010년 4월과 8월 등 두 차례에 걸
쳐 군사평의회 소속 위원과 장차관급 군부를 퇴역시키고, 이들이 총선에 민
간인 자격으로 출마하도록 했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시 신정부 출범과 함
께 입각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바꾸어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다음 [표 3-1]은 신정부 출범 이후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출신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2011년 3월 30일 신정부가 출범할 당시 내각은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총 34개 부서였는데, 그중 민간 출신 인사는 5명에 그쳤다.3) 민간
인 가운데 상무부와 호텔·관광부 및 체육부 장관 2인은 각각 굴지의 사업가

3) 5개 부서(국경부 및 산업발전부, 정보부 및 문화부, 국가기획·경제발전부 및 축수산부, 노동
부 및 사회복지부, 호텔·관광부 및 체육부) 등은 1명의 장관이 겸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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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부와 결탁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학자출신 관료는 2명이었고,
1명은 정통 관료출신이다. 결국 민간 출신 5인 가운데 정통 민간인이라고 분
류할 수 있는 인사는 2명이다.

표 3-1. 신정부의 내각 구성 비율

출범(2011. 3. 30)

2012~13

2015. 1 현재

군부출신

25(경찰 1인 포함)

25(경찰 1인 포함)

25(경찰 1인 포함)

민간출신

5

11

11

합계

30

36

36

자료: 필자 작성.

2012년 들어 부서 통폐합이 단행됐다. 우선 산업발전부(Ministry of Industrial
Development)는 폐지됐고, 제1, 2부로 나눠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와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는 각각 산업부와 전력부로 통합됐다. 2명
이던 대통령실(Ministry of President Office) 장관은 6명으로 증원되었고, 소
속 장관들은 대통령과 각별한 인맥을 형성한 전직 군부 출신이자 신정부의
개혁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핵심 인사로 알려진다.
2012~13년까지, 또한 2015년 1월 현재 군부출신 인사는 동일하게 총 25명
으로 출범 당시와 같은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내각 구성원이 6명 늘
어났고, 모두가 민간출신으로 충원되었다는 측면에서 행정부 군부에서 민간
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각에서 민간출신 인
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어 권력분점은 군부 중심으로
진행된다.
[표 3-1]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과 부통령 2인도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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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구조이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접선거
로 선출되는데, 양원 각 1인과 군부 출신 1인이 결선 투표로 결정된다. 최소
한 군부출신 인사가 부통령이상 선출된다. 신정부에서 떼잉쎄인 대통령과
띤아웅뮌우 부통령은 군부 출신이다. 띤아웅뮌우는 와병상의 이유로 2012년
냥뚠(Nyan Tun) 전 해군제독에게 직위를 물러주었고, 싸잉 마욱칸(Sai Mauk
Kham) 부통령은 민간출신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간출신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인적 토양이 풍부하
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2년 이후 학자출신 장관은 3-4명 수준이고, 나머지
는 사업가 또는 부서 내부에서 승진한 자들인데, 학자출신을 배제하고 나머
지 인사들은 군부와 깊게 결탁한 인물들이다. 특히 정통 관료라고 하는 인물
들도 사회주의시기와 군부정권 시기를 보낸 영관급 장교 출신이다. 1962년
이래 군부가 관료사회를 장악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이 고위 관료로 승진 또
는 발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정부가 수립될 당시인 1962년과
1988년, 군사평의회 명칭인 변경된 1997년,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전인 2008
년에 군사평의회 구성 비율은 신정부 내 민간출신 관료와 뚜렷이 대비된다.
1962년과 1988년 쿠데타 당시 군사평의회가 군부 출신 인사들로 꾸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흥미로운 점은 1997년 11월, 군사평의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군사평의회에
민간 출신을 11명이나 등용했다. 당시 군사평의회 명칭이 국가법질서회복평
의회(SLORC)에서 군사평화발전평의회(SPDC)로 변경되었던 것처럼 군사정
부는 유화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출신 인사들 또한 친군부 성향이 강하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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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영관급 장교에서 예편한 정통관료 출신은 아니었다.

표 3-2. 군사정부 당시 군사평의회 위원 및 내각 구성 비율

군부출신
민간출신
합계

1962(군)

1988(내)

1997(군)

2008(내)

17
0
17

17
1
18

21
11
32

28
4
32

자료: 필자 작성.

둘째, 국방 예산은 실질적 측면에서 군부의 제도적 자율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이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국 동아시아태평
양차관보는 “미국정부는 버마보다 북한의 의사결정과정을 더 잘 알고 있다”
면서 미얀마 의사결정의 비밀주의를 역설했다(Joseph 2012, p. 138). 국방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비밀주의 원칙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 변동은 군부에 대한 민간의 견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이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 국방비는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5년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05
년부터 3년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했다. 2008년과 2009
년에는 국방비가 외부로 노출되지도 않아 군부 내 비밀주의를 강화했다. 그
러나 신정부 들어 국방비는 2001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연평균 4%대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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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방비 지출(2000~14)

항목
연도

국방비
1인당
(백만 달러) 국방비(달러)

GDP대비
(%)

현역
(천 명)

예비군
(천 명)

민병대
(천 명)

2000

1,020

21

2.8

-

-

-

2001

2,236

46

5.0

344

-

100.3

2002

5,632

124

9.4

444

-

100.3

2003

6,260

136

9.6

488

-

107.0

2004

5,889

127

15.6

482

0

0.25

2005

6,944

148

32.4

-

-

-

2006

7,266

155

34.1

376

0

107.0

2007

7,009

148

33.4

406

0

107.0

2008

-

-

-

406

0

107.0

2009

-

-

-

406

0

107.0

2010

1,762

33

4.9

406

0

107.0

2011

2,415

45

4.7

406

0

107.0

2012

2,228

41

4.1

406

0

107.0

2013

2,400

44

4.2

406

0

107.0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각호(2002-2014)에서 정리.

미얀마는 전쟁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이지만 정규군이 40만 명으로 동
남아에서 베트남에 이어 둘째로 현역 군인수가 많다. 또한 200만 명에 달하
는 군인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Steinberg
2010, p. 101, p. 166).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감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방비가 가장 적었던 2010년 수준에서도 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없다. 즉 2010년 국방비가 군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라고 할 때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유분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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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야별 지출 내역
(단위: %)

자료: World Bank(2013), “Myanmar Economic Monitor”(검색일 2015. 5. 10).

[그림 3-1]에서와 같이 보건과 교육 분야 총 지출은 국방비의 1/4수준에 그
쳤다. 또한 [그림 3-2]과 같이 재정 총 지출 대비 국방비는 19.2%, 19.6%,
17.2%로 보건과 교육 분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과 교육 분야의 지출도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내역
(단위: %)

자료: World Bank(2013), “Myanmar Economic Monitor”(검색일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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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당시 군사평의회는 마지막으로 군부만을 위한 재정을 할당했
다. 국가평화발전평의회 법령 제 2011/10호에 의거 국가의 주권을 영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부에게 특별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군부
는 국내외 적으로부터 국가와 헌법을 보호하는 집단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군부에 대한 지출을 결의한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특별기금의 사용처와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규정이 있지만, 어떠한
개인이나 기구도 이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고, 감사의 대상에서도 배
제된다. 특별기금의 액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국가 예산과 별도로
군부는 재정상 자율성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군조직 운영과 엘리트 채용은 여전히 비밀주의 원칙에 부쳐진다. 군
조직의 운영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헌법 제 2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과 관련한 모든 행정은 별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
문이다. 다만 군사평의회 당시 13개의 지역(야전)사령부는 중앙과 지역 정치
에 깊이 개입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주 지역
장관들이 모든 행정권한을 위임 받았다(ICG 2014, p. 8). 군 운영과 관련해서
는 배타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군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던 시기와 달리
군권과 행정권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리트 채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나 군사관학교(DSA: Defence
Service Academy)와 간부후보학교(OTS: Officer’s Training School)로 양분된
다(장준영 2009, p. 123). 군부정권 후반기부터 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군
사평의회와 야전사령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04년 간부후보학
교 출신의 킨늉(Khin Nyunt) 총리가 축출된 이후 간부후보학교 출신 인사는
내각과 고위 군부에서 자취를 거의 감추었다.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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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졸업후 임관 생도수는 다음 [표 3-4]와 같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
했다.

표 3-4. 연도/기수별 군사관학교 임관 생도수

연도

기수

임관 생도수

연도

기수

임관 생도수

1989

30

127

1997

38

227

1990

31

120

1998

39

207

1991

32

103

1999

40

237

1992

33

83

2003

45

820

1993

34

162

2004

46

1,922

1994

35

130

2007

50

1,965

1995

36

135

2008

51

1,169

1996

37

229

2009

52

2,440

자료: Nakanishi(2013, pp. 13-14)를 바탕으로 표로 작성.

신정부 들어 사관학교 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더 이상 소년병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ICG 2014, 15). 나아가 국방부는 공공부문으로부터 국방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국방관련소위원
회(kagweye-hsainya-hsatkawmati)를 설치했다(NLM 2014). 전화, 팩스, 이메
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접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폐쇄주의와 권위적 행태로 일관하던 정
부의 행정적 관행, 특히 국방부라는 비밀스런 조직이 공공부문으로 개방된
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변화는 헌법상 군부의 지위와 역할로 집중되는데, 궁극
적으로 신정부에서 군부의 귀책사유를 완전히 소멸하고, 일정 수준 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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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먼저 신헌법에는 과거 군
부정권과 현 유사민간정권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군부가 저지른 과오와 만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완전히 면제한다. 헌법 제
14장 ‘이행,’ 제445조에 따르면 “미얀마연방공화국은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와 국가평화발전평의회의 전권을 이양받고, 두 평의회, 평의회 위원, 정부
구성원에 반하는 어떠한 제도도 도입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상원에 설
치된 국민고충 및 청원위원회(Public Complaints and Petitions Committee)로
접수되는 민원들을 전 정권과 현 정권으로 구분하지 않아 상기 조항을 존중
하는 구도가 된다. 이론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 군사평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면서 헌법 제14장은 그 법적 효력을 잃게 되지만, 헌법 개정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군부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거나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신헌법 제7장은 땃마도(tatmadaw), 즉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군부는 국내외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수호를 주요 목적으로 존재
한다(제338, 339조). 군부의 수장인 군총사령관은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4)의 제안과 승인을 취득한 후 대통령
이 임명한다(제342조). 또한 군총사령관은 국방부, 내무부, 국경지역부 장관
등 행정부의 핵심 인사를 지명할 권리도 가진다(제232조 b(ⅲ)). 이 세 부서
의 장관은 현역 군인으로 국방과 치안에서 군부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
는 인물이다. 국경지역부는 국경지역의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국경무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세, 밀무역 등 경제적으로 합법적, 불법적
4) 대통령, 부통령 2명, 양원의장, 군총사령관, 군부사령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경장관, 내무
장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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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창출하는 중요 부서이다.
한편 군부가 주도하는 입법부의 권력분점은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의회
내에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Suharto) 체제의 헌법을
모체로 한다. 군부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도 총 의석의 25%를 무투표로 확보하고(제109조 b, 제141조 b), 민간 국회의
원과 달리 국회의원직과 군 현직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군부는 그와 관련
하여 행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제20조 b).
2012년 4월 실시된 보궐선거는 야당의 포섭 또는 포용의 사례이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은 전체 45석 가운데 43석,
샨주(Shan)를 기반으로 하는 샨족발전당(USDP)이 샨주 상원 1석을 각각 획
득했다. 집권 여당은 국민민주주의연합(NLD) 후보가 출마 부적격으로 처리
된 상원에서 1석을 획득했다.

표 3-5. 보궐선거 의석수 및 결과(2012.4)

연방의회

정당

지방의회

합계

37

2

45

1

-

-

1

NLD

4

37

2

43

SNDP

1

-

-

1

민족의회(상원)

국민의회(하원)

6

USDP

총 의석수
획득
의석수
자료: 필자 작성.

2012년 보궐선거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야당의 제도권 진출과
민주적 정당정치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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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석을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의 정도는 더 컸다.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미국과 유럽연합
(EU)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나아
가 국민적 신망의 대상인 야당의 의회 입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구축한
민주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선거는 유사민간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수를 배려하고 있다는 차원에
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다수의 정치적 계략이었다(장준영
2013, p. 158).
의회 내 군부의 역할은 일반적 입법기구의 역할보다 정당간 중재자 역할
을 담당한다(Egreteau 2013, 2). 당초 예상을 깨고 군부 출신 국회의원은 여
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양당에 대한 반대투표
도 의결하는 역동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군부출신 국회의원
은 정책의 대부분 영역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Wöhlk 2014, p. 9).
헌법 정신에 따라 군부가 고위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보장된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군 총사령관의 경우 60세가 될 경우 현역에서 은퇴한
다는 군부 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해당 직위에 취임할 때부터 잠정적인 대권주자로 분류되었다
(Callahan 2012, p. 128).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4월부터 미얀마 현지언론에서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의 퇴역과 여당인 연
방단결발전당(USDP) 입당 소식이 전해졌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떼잉쎄
인 대통령, 쉐망(Shwe Man) 하원의장 등 여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간 협의
와 경쟁을 통해 그의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최소한 부통령 이상의 직책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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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서 군부의 주도적 역할을 현실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여당 내 엘리트간
갈등에서도 확인된다. 2015년 11월 8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연
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의 대표인 쉐
망 하원 의장은 선거 후보 등록 하루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되었다.
국내외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 ‘미니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등 수
사적 표현을 아까지 않았다. 쉐망은 떼잉쎄인 대통령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
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향후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
냈으나 그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아웅산수지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군부와 여당의 반격을 받았다.
USDP 당 강령 26조에 따르면 군부는 제국주의자와의 투쟁, 독립 쟁취, 국
가의 위험 상황 돌파 등 애국심으로 무장된 집단으로서 국가의 정치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USDP 2011, p. 27). 쉐망 의장은
군사정부 당시 3군을 관할하는 합동참모장으로서 권력서열 3위였으며, 딴쉐
전 의장의 총애를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권력 지향의 노선 변화는 군
부의 집단적 반발을 야기하고, 그의 개인적 이력을 백지화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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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방과 치안에서 군부의 역할
앞 장에서 보았듯이 헌법에 규정된 땃마도의 기능과 역할은 명확하다. 그
러나 직업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과 치안은 군부의 고유 임무로 규
정한다. 정부의 유형상 미얀마는 대통령제로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
된다(제58조). 그러나 군총사령관이 의장이 되는 비상설기구인 국방안보평
의회(NDSC)가 대통령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군 통수권은 군총사령관이 가
진다. 또한 군총사령관은 부통령에 준하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
동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는다. 헌법 제11장에는 국가비상사태
의 기준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치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정부하 군부는 정부의 완전한
통제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로 대내 안보, 특히 소수종족과의
정전협상,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갈등은 사회질서
를 확립하고 연방의 분열을 방지한다는 군부의 존재 이유를 확신시켜주는
요소들이다. 돌이켜보면 군부의 정치개입 배경에는 항상 연방과 주권의 영
속이 주요 의제였고, 그만큼 미얀마라는 영토 내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과업은
국가가 영구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였다. 1947년 2월 삥롱회담(Panglong conference), 네윈의 쿠데타 배경, 자치연방제(federalism)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신군부(1988~2011)의 견해 등에서 연방의 분열 방지와 주권영속이라는 공통
된 두 의제를 발견할 수 있다.
군부 입장에서 정전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영역에 잔존해야 하는 훌륭한 명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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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포함하여 군부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국방
과 국내 치안에서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군부의 자율성이 국방
과 치안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정부는 대통령 직속과 의회 주도 등 두 갈래 방식으로 소수종족과 정전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12년 6월 발표한 2차 발전전략에서 떼잉쎄인 대통령
은 집권 1년차 정부는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을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스스
로 평가했다. 나아가 신정부는 군부정권 말기에 발표된 국경수비대(BGF:
Border Guard Force) 창설안을 폐지했다. 삥롱협정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
하지 않았지만 소수종족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국민회담을 제안했고,
2014년 연방의 날(2.12)에는 소수종족의 자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연방
제 창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부는 독자적으로 소수종족과 군사적 대립 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군부 교리는 1962년 군부정권이 수립
된 이후부터 채택된 것으로 1988년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교리가 변화하였
다.5) 즉 국경지역에 편재한 소수종족 무장집단에 대한 외국의 지원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군의 근대화를 추진했다(Maung Aung
Myoe 2009, p. 33). 정부는 교체되었으나 국내 치안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군부의 교리는 큰 틀에서 변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평화협상 의지와 달리 군부는 군사력을 문제해

5) 군부 교리는 독립 이후부터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총 세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민간정
권(1948~62) 당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수호, 군부정권(1962~88)은 내전의 효율적 관리,
신군부정권(1988~2011)은 군부의 근대화를 채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Maung Aung Myoe(2009,
pp. 16-4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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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으뜸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치안 유지는 연방의 분열 방지와 결속을 도모한다는 확장된
개념에서 군부 본연의 역할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연방 결속과 분열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소수종족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의 정전협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소수종족 반군단체를 군사력으로 소
탕함으로써 군부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군과 소수종족 반군과의 대결은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두고 최초 발생
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당시 군부정권은 소수종족이 자군을 둘 수 있
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통해 군대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
다. 그러나 2009년 4월, 군부는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발표함으로써 종전에
합의된 정전협정마저도 파기해버렸다.6) 2009년 8월 1차 꼬깡(Kokang) 사태
를 비롯하여, 가장 최근인 2015년 3월에 제2차 꼬깡사태가 발생하는 등 군부
와 소수종족 반군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대부분의 무장반군이
중국과 태국 등 국경지역에 편재하므로 양 진영의 군사적 충돌은 외교적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한다.
한편 버마족(Burman) 중심으로 국가를 구조화하려고 했던 이전 군사정부
의 정책을 군부는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4대 근
절’(Four Cut) 정책7)을 유지하던 군부정권에 비해 떼잉쎄인 정부하에서 무
차별적 공격과 의도된 살인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정부와 정전협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준영(2013, pp. 9~60)을 참고.
7) 1965년 군사정부는 식량, 재정, 정보, 병력 모집 등 반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아울러 자유사격지대(free fire zone)를 설정하여 반군단체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무차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량 양민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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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합의한 카렌족 반군단체의 주요 거점인 카렌주에서 살상사건 발생은
줄어들었으나 전운이 감도는 샨주와 까친주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무차별
공격이 자행되는 지역이다(IHRC 2014, pp. 13-25).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종
족은 버마족 중심의 군부와 정부의 강제적 통합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군부의 독자적인 행동은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흠집 내는 것이
자 정부와 군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정전협정을 완
료하려는 정부의 피로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군부 스스로가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산된 행위일수도
있지만, 군부 자체도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총선을 앞둔 상
황에서 내전 지역에서 평화협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총선 실
시가 불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군부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교리를 채택하면서 군부는 무기체계의 근대화, 반군 소탕을 목적
으로 한 군사장비의 현대화, 군정보국의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위해 자
립적인 경제활동도 필요했다. 특히 분쟁지역을 제외하고 국경지역을 군부가
장악함에 따라 군부의 토지 몰수, 과세, 밀매에 개입 등 비합법적 부가 증가
했다(ICG 2014, p. 15).
신정부 출범 이후 군부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리를 채택했다(Callahan
2012, p. 128; ICG 2014, p. 15). 그 내용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버마족 영역에서 군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망의 대상이 되려는 제도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절감한다. 평화협상으로 인해 내전과 관련하여 군
부의 개입을 줄이고, 공공질서를 경찰에게 이동하는 소위 ‘그린투블루’
(green to blue)8) 전략을 채택했다. 미얀마에서 경찰(Myanmar Polic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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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무부 관할이지만 군부의 동생(younger brother)으로 정의된다(Selth
2013, p. 10). 경찰의 10%는 전직 군장교 출신으로 군부에 대한 경찰의 충성
도는 타 집단을 불허한다(Selth 2013, p. 14).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부가 국내 문제, 특히 안보 영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찰
은 군부의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투블루
전략은 군부의 기능, 재정, 역할 등을 경찰에게 이양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린투블루 전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종교분쟁과 렛뻐따웅
(Letpataung) 구리광산의 파업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1월 렛뻐따웅 구리광산에서 노동자 파업이 발생하
자 경찰은 주민과 승려에게 백린탄을 발포하는 등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
하는 강경진압을 선택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동원함으로써
국제 NGO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미얀마 경찰의 역할은
범죄 예방, 법과 질서의 존속, 공동체 보호 등이다(Selth 2013, p. 16). 그러나
구리광산의 진압은 군부의 군사작전과 유사한 행위로서 군부의 국내 치안을
여과 없이 수용한 사례이다.
국내외적 비난 여론은 경찰의 운신 폭을 감소시켰다. 2013년 3월 메익띨
라(Meiktila)에서 발생한 무슬림과 불교도 간 유혈사태에서 경찰의 진압은

8) 그린, 즉 녹색은 군부를 상징하고, 블루는 경찰을 상징한다. 미얀마가 군부에 의해 장기간 통
치되는 국가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농담 속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텔레비전에
는 딱 두 가지의 색깔, 황색과 녹색만 나온다고 한다. 군부 관련 소식 아니면 황색 가사를 걸
친 승려들의 설법 전파 방송 이외에 텔레비전을 시청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국민들의 비아
냥거림이다. 혹자는 후자를 두고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며, 풍요로
운 미얀마를 상징한다.

∙ 474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군부의 기능 변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의 훈련 상태,
장비, 작전 수행 등 적시적기에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증
언했다. 한 보고서는 구리광산 파업에 대한 비판으로 경찰의 진압 수위가 낮
아졌다고 분석했다(ICG 2013, p. 16). 국내 치안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하
고자 하는 전략은 경찰의 역할이 확고해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군부의 항
구적인 치안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경찰이 군부에게 종속된
구도의 해체가 기능의 성공적인 분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미얀마는 2,100여 명의 정치범이 석방된 인권탄압
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사회통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기구가 바로
군정보국인데, 2004년 킨늉 전 총리의 축출 이후 그가 담당하던 군정보국의
역할도 대폭 축소되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보국은 재편에 들어갔
다. 3군 장교와 함께 경찰 소속의 특별조사국, 국경지역부 소속 관료를 정보
국 요원으로 선발했고, 그 수도 200여 명으로 축소했다(Irrawaddy 2011). 정
보국은 국내정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정치
범이 없으며 군부정권처럼 사회통제의 망을 사회 말단까지 미시적으로 확장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정보국의
수장은 군부 내 입지가 탄탄한 인물인데, 2014년 지명된 먓뚱우(Myat Tun
Oo) 중장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의 후임자로 거론된다(Yan Pain 2014).
사회적으로 볼 때 군 정보국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었으나 군부를 운영하
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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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부의 경제활동
미얀마 군부의 경제활동은 민간정권(1948~62)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 기원은 국가의 산업화나 근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
안세력이었다기보다 민간의 통제 속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려는 자구책
이었다. 1950년부터 군부는 내부 개혁에 착수하여 중앙과 지역사령부 간 갈
등을 해소하고, 현대식 무기를 갖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안을 발표했
다. 그러나 민간정권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했다(Calllahan
2003, p. 153).
때를 같이 하여 군부는 민간의 간섭을 돌파하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50년 미얀마기업법(Company Act)에 의거 군부는 국가경제발전,
가격 인하, 신 경제영역의 확장, 산업 및 상업 지식의 확대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비영리 기구인 국방협회(DSI: Defence Service Institute)를 군 중앙
평의회 소속으로 신설했다(Steinberg 1981, pp. 17-18). 1952년 5월 국방협회
는 군인과 일반인에게 우유, 설탕, 맥주 등을 특별 판매하면서 영리 추구기
구로 변모했고, 1년 뒤 만달레(Mandalay)에 영업점 개설을 시작으로 메묘
(Memyo), 메익띨라(Meiltila), 따웅지(Taunggyi)로 영업망을 확장했다(Callahan
2003, pp. 168-169). 1958년 국방협회는 수입세를 포함한 면세 혜택을 부여받
았고, 주요 수입품의 수입허가를 독점했으며 외환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협회는 총 14개의 위원회, 38개 기업과 5개의 지주회사를 갖춘 군부경
영 대기업으로 성장했다(Steinberg 2005, pp. 5-6).9)
9) 국제선박회사인 파이브스타라인(Five Star Line), 어와은행(Ava Bank), 영국이 운영했던 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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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국방협회는 미얀마경제발전공사(BEDC: Burm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로 개명되었고, 전권은 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었으나 군부가 실
질적인 운영권을 맡았다(Taylor 1987, p. 257). 1962년~1964년 사이 혁명평의
회(RC: Revolutionary Council)는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회주의경제체제법
을 공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버마경제발
전공사를 포함하여 군부가 경영하는 35개 유한회사, 어업위원회, 국민의 진
주, 정미소, 22개 외국은행 및 외국기업 등 기업과 자산을 모두 국영화했다
(Mya Maung 1991, p. 122). 이후 아웅 지(Aung Gyi) 준장이 버마경제발전공
사를 운영했다. 1962년 기준 버마경제발전공사는 하위에 총 38개 기업과 5개
지주회사를 운영했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군 모병과 사관생도를 위한
교육비용으로 충당했다(Mya Maung 1991, pp. 92-94).
신군부는 군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배타적 이익집단으로 거듭났다. 군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집단 또는 국가의 수호자라는 자아개념을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스스로를 사칭한다(Alagappa
2001, pp. 34-35). 마찬가지로 국가발전과 안보 확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군부
의 경제활동은 군부가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보다 월등한 지위를 향
유한다. 신군부 정권기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은 루당자(ludanza) 즉, 쓸모없
는 잔존계층으로 묘사된다(Nyein 2009, p. 644).
특히 신군부 정권기에 들어 군부의 부는 막대하게 증가했다. 그 방식은 국
영기업에 의한 고부가가치산업의 독점, 민간영역에서 군부기업의 부활, 시
장개방에 따른 정실기업의 성장과 이 기업들과의 결탁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백화점, 랑군전력(Rangoon Electronic Works), 출판사 어와하우스(Ava House), 잡지 먀워디
(Myawaddy), 신문 가디언(Guardian)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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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첫째, 신군부는 국영기업법을 도입하여 국가가 주요 산업을 장악하는 구
도를 유지했다. 군사평의회는 1965년 제정된 사회주의경제체제법을 폐지하
고, 동시에 SLORC 명령 제89/9호에 의거 국영경제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을 도입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티크, 석유, 천연
가스, 진주, 옥 등 보석류, 수산물, 통신사업, 철로 및 항공사업, 은행 및 보
험, 방송, 금속 산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 및 경영한
다. 12개 품목들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법령과
결합시켜 군부가 별도의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가가 선별적으로 주요 산업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
하 국가가 부를 창출하는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10)

표 5-1. 주요 제품의 수출금액
(단위: 백만 달러)

1990~91

2000~01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미곡

28

32

3

103

198

254

198

콩

134

255

609

628

744

930

800

수산물

27

144

236

301

276

277

287

목재

161

124

511

539

411

494

594

가스

-

171

2,039

2,521

2,385

2,927

2,523

섬유

1

583

279

283

292

283

379

자료: CSO(2012), p. 270.

10) 대부분의 중앙부서는 하위에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얀마 목
재공사(Myanmar Timber Enterprise)와 미얀마 오일 및 가스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다.

∙ 478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군부의 기능 변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의 경우 1990년에는 개발 자체가 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 기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인 수출액을 나타냈다. 미얀
마 오일 및 가스공사가 한국, 인도, 중국 등과 합작사업을 통해 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가 이익은 막대하게 증가했다. 가스 다음으로 많은 수출 물량
은 콩이지만, 농산물의 경우 정부가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있
다. 셋째 순위가 바로 목재로서 티크와 하드우드로 품목을 나눈다. 미얀마
목재공사는 벌목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커미션 명목으로 거금을 요구하는
데, 수출되는 목재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목되고 수익금도 제
대로 기록되지 않는다(Danish Burma Support Group and the Danish Burma
Committee 2004).
둘째, 국영기업과 민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차원이자 민간정권기 군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 군부기업의 부활로서 미얀마경제지주공사(UMEHL: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와 미얀마경제공사(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등 두 기업이 존재한다. 두 기업은 국가 예
산을 배제한 군부에게 독점적인 예산을 제공하고 은퇴한 원로 장교의 복지
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ICG 2012, p. 11).
미얀마경제지주공사는 1950년 제정된 미얀마 기업법에 근거하고, 1990년
2월 19일 상무부 고시 제 90/7호에 따라 국방부 산하 조달국, 참전용사기구
(War Veteran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다.11) 공사의 설
11) 창립 당시 총 자본금은 100억 짯이었고, 국방부가 지분의 40%를 출자하고 참전용사기구 등
기타 군 관련 기구가 나머지 60%를 분담했으며 주주 1인당 1천 짯의 지분을 소유했다.
2008년 현재 총 500억 짯(암시장 환율로 약 60억 달러) 어치의 투자를 유치했고, 총 자산은
385억 달러이다(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2008, p. 4). 2010~11년 기준 연
간 수익은 4천800만 달러이고, 54개의 자회사를 보유한다(Aung Min and Kudo 2014,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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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목적은 국가 자본 수출의 극대화, 국가의 필수 수요영역에 관한 수입 부문
의 지원, GDP 성장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 생필품 가격안정 등이다(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2008, p. 2).
그러나 설립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미얀마경제지주공사는 군부정권 당시
미얀마로 투자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독식하다시피 했고, 자동차 수입
권도 독점했으며, 관변단체와 연대를 통해 군부 명의로 직접 행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대행해 왔다. 미곡 거래, 담배와 주류 생산 및 유통 등 주로 경공
업과 소비재 무역을 독점해 왔다(ICG 2012, p. 11). 또한 국방협회와 마찬가
지로 상업세와 소득세를 면제받았다(Aung Min and Kudo 2014, p. 155). 자회
사인 반둘라교통(Bandoola Transportation)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완전 장악
했다. 2011년 총선 당시 여당으로 탈바꿈한 연방단결발전연합(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은 관변단체이면서 기업이다. 보석시
장을 장악한 미얀공밍(Myangonmyint), 삥롱야더나(Panlong Yadana) 시장,
양공 시내의 떼잉지(Thein Gyi) 시장 경영권을 연방단결발전연합이 보유했
다(NDD 2006, pp. 25-26). 군부기업의 관변단체와의 협력은 지속적인 국가
정책 중 하나였다(Steinberg 2005, pp. 16-17).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퇴역한 군인들과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
는 기업이라면, 미얀마경제공사(MEC)는 부관참모실에서 관장하고, 현역 군
부와 국방부의 예산을 충당하는 가장 비밀스럽고 경영 방식도 비밀에 부쳐
진 기업이다(ICG 2012; Steinberg 2010, p. 228). 역시 국영경제기업법에 의거
1997년 창립되었는데, 철근, 강철, 시멘트 등 주로 중공업 제품 생산을 주요
업무로 한다(ICG 2012, p. 11). 그러나 교통, 무역, 서비스업, 광산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여 34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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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g Min and Kudo 2014, p. 154). 신정부 이후 추진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업 일환으로 미얀마경제공사는 산업부 관할의 중공업 사업체를 인수해 왔
다(Aung Min and Kudo 2014, p. 154).
마지막으로 군부 또는 정부와 결탁한 정실기업을 들 수 있다. 미얀마 국내
적으로 약 3만 개의 기업이 편재하는데 그 가운데 30개 정도는 대기업으로
1990년대를 거치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Aung Min and Kudo 2014, pp.
141-142). 30개 기업 가운데에서도 빌리언그룹(Myanmar Billion Group)으로
칭해지는 15개 기업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군 수뇌부의 지원을 받으며 외
국기업과 합작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Aung Min and Kudo 2014, p. 142;
Larkin 2012, p. 25, p. 46).
군부와 결탁한 기업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을 신설 또는 확
장하는데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참여 대가로 산림, 광산, 리조트, 플랜테이션
개발권 등을 무상으로 낙찰 받는다(Aung Zaw 2005). 또한 주요 대기업은 군
부가 직접 행할 수 없는 군사물자 구입을 대행하는 역할도 담당했다(장준영
2009, p. 108).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와 같이 군부가 개입된 세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
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신정부는 군부가
배타적으로 누린 이권을 하나씩 철회했고, 정실기업의 영향력도 재계에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 미얀마경제공사에 대한 다
양한 혜택이 철회되기 시작했다.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독점하던 가솔린 수
입권은 폐지되었고, 2011년 10월 자동차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제 독
점권은 사라졌다(ICG 2012, p. 12).
신정부 출범 이후 두 기업이 누리던 세금 면제 혜택도 폐지됐다. 미얀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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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주공사를 통해 수출하던 일반기업과 미얀마경제지주공사는 종전 각각
10%, 5%의 수출세를 내야 했지만 미얀마경제지주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면
세 특혜를 받았다(ICG 2014, pp. 9-10). 또한 두 기업이 독점했던 담배, 주류,
정제유, 식용유 등 생필품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대폭 감소했고, 수입 물량의 증가로 인해 시장가격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상
품 판매 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 군부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군부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즉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군부가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ICG 2012 p. 12). 예를 들어 군사정부 당시 군부는 군부의
지출과 관련하여 의회의 견제나 검토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투명성도 보
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군 예산은 의회의 동
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예산 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
는 군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훈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군 내부적으로 군총사령관은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면서 군
부의 역량을 결집시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자 한다. 군부의 경제활동영역
이 축소됨에 따라 군부기업의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부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내적으로 제도적 구속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군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정
부패를 일삼는 군부는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ICG 2014,
p. 10). 예를 들어 신정부 출범 이후 퇴역군부 중심의 주지사가 지방행정을
장악하면서 군부의 이권 개입이 사라졌다(ICG 201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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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부 소유 기업의 수익은 현역 군부에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
부는 경제활동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 군부 소유 기업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 다시 말해 국가 예산 할당에 있어
서 군부 예산은 축소되지만,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군부에게 배정되
는 예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군부 입장에서 그들이 운영하
는 기업의 경영 손실 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부터 벌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여 기업을 운영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ICG 2014, p. 10). 그러
므로 군총사령관은 자신과 군 수뇌부의 정치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군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자 한다.
군부정권과 결탁한 정실기업도 신정부 들어 그 위세가 축소되었다. 대표
적인 사업가로 투(Htoo)그룹을 경영하는 떼자(U Tay Za)로서 그는 딴쉐 전
군사평의회 의장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군부정권 당시 연 수입이 약 5억 달
러에 달할 정도로 민간영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Aung Min
and Kudo 2014, p. 144). 매출세에 해당하는 상업세(commercial tax)는 기업
의 매출을 상징하는 세금인데, 투 그룹의 자회사인 투 트레이딩(Htoo
Trading)의 경우 2012~13년에 37위에 그쳤다(Maierbrugger 2013). 양공의 한
사업가에 따르면, 투 그룹의 경우 2015년 이후 정권 교체를 예상하여 그룹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전 임직원에게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정권이 인위적으
로 그룹을 해체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쌓고 있다고 언급했다(익명 인터뷰
2015. 6. 9).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민간영역의 추
종을 불허한다. 2012~13년 기준 상업세 납부 1위 기업은 미얀마경제지주공
사(UMEHL)의 자회사인 미얀마맥주(Myanmar Brewery Limited)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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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그룹을 제외하고 재계 10위권 내 정실기업들도 명단을 올렸다. 예를 들어
재계 2위의 아시아월드(Asia World) 자회사인 시티마트(City Mart)는 6위, 맥
스미얀마(Max Myanmar)도 9위에 올랐다(Maierbrugger 2013). 또한 [표 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 시중은행 가운데 미얀마경제지주공사의 자회사
인 먀워디은행(Myawaddy Bank)이 2위, 미얀마경제공사(MEC)의 자회사인
잉와은행(Inwa Bank)이 6위를 차지하는 등 군부기업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
들지 않았다.

표 5-2. 미얀마 은행과 업계 순위

구분

국영

은행명

모기업(정부 부서)

업계 순위
(2011~12)

Co-operative Bank

Ministry of Co-operatives

3

Myanmar Industrial Bank

Ministry of Industry

10

Myanmar Livestock&Fisheries
Development Bank

Ministry of Livestock & Fisheries

4

Myanma Citizen Bank

Ministry of Commerce

-

Sibin Tharyar Bank

Ministry of Border Areas

9

Yadanabon Bank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

Yangon City Bank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

Myawaddy Bank

UMEHL

2

Inwa Bank

MEC

6

Myanma Apex Bank Ltd.

Eden Group

5

Htoo Group

7

United Amara Bank

IGC Group

-

KBZ Bank

KBZ Group

1

Ayeyarwaddy Bank

Max Myanmar Group

8

민간 Asia Green Development Bank Ltd.

자료: KPMG(2015) “The Banking & Financial Sewies Sector in Myanmar”(검색일 2015. 5. 10)
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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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실기업과 결탁한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들은 시장개방을 막거
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얀마 정계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
류되는 아웅따웅(U Aung Thaung) 전 산업부장관은 그의 두 아들을 전면에
내세워 IGC Group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9월 미국 재무부에서 아
웅따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 IGC 그룹의 자회사인 아마라은행(United
Amara Bank)의 인출상태가 지속되기도 했다. 특히 아웅따웅은 아마라은행
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현지진출을 반대했고, 2014년 9개 은행 선
정 가운데에서도 결정이 지체되는 역할을 하는 등 금융시장의 개방에 반대
하는 입장이 명확했다.
강경파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인해 미얀마가 다
시 경제적 식민주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이해관계
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
하고자 한다. 미얀마의 기업구조와 규모상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국내기
업은 해외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국영기업
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외기업과 합작기업(Joint Venture)을 선호한
다.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순익의 양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구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군부의 경제활동은 어떤 형태의 정권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
속될 것이다. 또한 정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군부는 정치가 아닌 경제영역에
그들의 초점을 맞추며 경제적 직능집단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 1962년
부터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군부정치는 군부의 경제활동을 합법화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습득한 과정이었다면, 1988년부터 신군부는 시장자유
화를 통해 부의 축적을 숙련화 그리고 다양화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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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부가 집권한 50년간 정치발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군
부는 그들의 치적을 제시할 수 없다. 대신 국가 근대화, 독립적인 군의 활동,
군인가족의 복지 등을 내세운 군부의 경제활동은 이미 애초의 목적을 상실
한 채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 군부기업의 존속은 군부정권에서 배
타적으로 부여하는 특권으로 군부를 제외한 그 어떤 집단도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제 군부는 정치를 독점하는 군부통제체제에서 군부의 지도 또는 조건부
종속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군부기업의 내적
개혁과 외부의 충격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졌다. 군부가 경제에 개입
하는 정도, 수준, 범위는 약화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경제권력에서
단번에 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Ⅵ. 결 론
2015년 6월, 연방의회는 아웅산수지의 대선 참여 가능 여부가 최대 쟁점이
었던 헌법 개정 표결을 실시했다. 특히 436조의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 총 664
석 가운데 75%인 498표가 필요했으나 60% 수준인 388표로 결국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현역 군부가 의회의 25%를 차지한 상황에서 어떤 당이든지 특
정 안건에 한해 75% 이상의 득표는 사실상 힘들다. 여기에서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신헌법을 제정할 당시 군부가 장래
정치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처럼 중대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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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 역할과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신정부 들어 군부의 역할은 축소된 것이 사실이나
헌법에 명시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호하려는 의지는 강력하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최소한 군부는 의회 내 입지가 약화될
것이지만, 군 소속 국회의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 군부의 정치 참여는 헌법적
으로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군부가 정치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종속을 유지하면서 현안에 따라 군부지도 체제를 구현
할 것이다. 이 구도는 민선정부 2기까지는 유력하게 지켜질 것이다.
국방은 군부 고유의 직업주의로서 민간의 개입을 철저히 봉쇄하므로 군사
정부와 유사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외국의 침
략보다 종식되지 않은 내전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군부의 역할이 여전히 유
효하다. 실제로 군부는 독립 이후 연방의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 결속의 첨병
으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주장해 왔다. 국방 분야 역시 헌법 개정이 추진되
지 않는 이상 군부의 자율성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대내 안보는 경찰과의 경계선을 마련하면서 군부 통제보다는
군부 지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미얀마에서 군부
와 경찰의 경계는 불분명했으나 신정부 들어 두 집단간 분리가 목도된다. 특
히 종교 갈등, 파업 등 일시적 무질서 상태에서 군부의 강경진압에 대한 국
내외 비난 여론이 가시화되자 군부는 최소한 치안 유지에 소극적인 입장으
로 전환했다. 나아가 경찰은 제복부터 비전투적 복장으로 교체하여 군부와
차별화에 들어갔다. 따라서 대내 안보에서 군부의 역할은 조건부 종속의 형
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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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미얀마에서 민간-군부 관계

(B) 역할 범위
정치
제도적 자율성

민간통제
(A)
관
할
권

분리관할
군부통제

국방

경제
대내 안보

경제활동

민간우위
민간통제
조건부종속

○

○

군부지도
군부통제

○

○

군부통치

자료: 필자 작성.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현 군부
가 국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간주하는 영역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군부의 경제활동은 축소 또는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는 구도에 처해졌다.
그리고 군사정부 당시 군부만 누렸던 다양한 특혜도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이익집단으로서 경제활동을 포기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정권의 연성화가 가속화될수록 군부는 국방영역을 제외하고 민간통
제로 향하고, 대내 안보 또한 경찰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나 군부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그들의 기능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군부와 같이 이익집단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그들의 표본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실시할 총선은 향후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할 분수령
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부 쿠데타, 현 여당의 승리와 권위주의로서의 회귀
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권은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사회 제분야에 지속적
인 개혁이 추진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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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경제영역의 축소는 군부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므로 일정 수준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군부는 정부의 예산과 상관
없이 그들의 배타적 이익을 보존하려는 직업주의의 외연적 확장을 꾀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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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책
임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

*본 연구는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심층연구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신 인도네시아 주한 대사관 김찬미선생님과 CJ 그
리고 삼성전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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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인도
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CJ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제 선택 가능한 권장사항이기보다는 지속가
능 경영의 핵심가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
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환경 혹은 인권 등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추진
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제정 및 이
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기업
환경의 변화추세를 잘 대변하고 있다.1) 특히 Car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경제적·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기업은
본래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법적인 의무와 윤리적인 부분을
임해야 하며 자선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소명이나 철학을 지녀야 함을 주장
하였다. 특히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소비자의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나 구매태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 소비자에게 인식된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즉 [그림 1-1]을 살펴보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주주만을 만족
시키는 기존의 행위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
키는 행위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
발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명성에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1)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으로 국제적인 규약으로 발전
하고 있으며, 해외무역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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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p. 4.

보고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있어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가치 증진 측면에
서 보다 중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Visser (2006)
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연구와는 차별화된 특성
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Chapple and Moon(2005)에서
는 개발도상국 국가 중 아시아 7개국의 기업 사회적 책임활동 보고서를 분
석하여 아시아 국가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제도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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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활동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Gotong Royong
(상부상조)라고 하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환경부 2013). 즉 기
업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사회전반에 깔려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는 근대 250년 동안 서
인도 무역회사와 같은 큰 서구열강의 무역회사에 의해 지배되어 온 것도 사
실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랜 식민지배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외국기
업의 자원수탈과 환경파괴 등 폐해를 경험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국내 및 외
국기업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개발 혹은 환경보호 활동 등 비영리재단
(Yayasan)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펼쳐왔지만 기부활동을 위한
모금 금액 중 상당액이 고위급 군부와 정부기관의 후원금으로 전용되는 등
의 문제가 있어 왔다(남영숙 2011). 하지만 1999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연합이 출범되었
고,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
한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UU No. 40/2007)을 제정하였으며, 모든 회사
의 운영에 있어 자연자원과 관련된 운영일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그 후 2012년
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2007년 마련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법령을 제정하
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이후 기업의 사
2)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도회사법에 의하면 인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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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활동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경험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의 경우 법의 강제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해당기업의 이익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애매성에 대한 우려도 역시 상존하는 실
정이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 및 비영리기구에서도 법의 모호성으
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의무화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3)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인도네시
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로 하였을 때 이에 대
한 사전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제도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맥락하에서 현지 주요 글로벌 기업 대부
분은 자체 재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 및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법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여, 단

3) 2015년 1월부터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특히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 사고 등도 국민
연금의 투자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환경경영을 의미하는 다
양한 지표들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포함되어 기준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순히 금액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해당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
회적 책임활동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실
시할 예정이며, 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소개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4장에
서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삼성전자와 CJ를 중
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수행할
예정이다.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해당기업의 성과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혼재된 실증결과가 지속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
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연구는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이다. Carroll(1979, 1991)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과 내에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인
책임 등 네 가지와 관련된 범주를 수반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반면 Pava and
Krausz(1996)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기업가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란 해당기업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성과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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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일종의 비용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해 주주가치 제고에는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특히 Knoll(2002)은 해당기업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성과제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투자로 인해 수익성 높은 사업안이나 투자
전략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Barnea and Rubin (2006)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영진이나 해당기업 대주주의 사적효익 추구
를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
기적인 기업가치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옹호하는 입장은 주주부의 극대화를 위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을 완화하지 못하면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
장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특히 Guerard(1997)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이 기업의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당기업의
기업가치에 이러한 적극적 투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Ghoul, Kwok, Mishra(2011)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이 내재자기자본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
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점수가 높은 기업이 더 낮은 내재자
기자본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 제고 그리고 신용등급의 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헌준 외 2004; 국찬표,
강윤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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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관한 연구
공유가치창출은 기존의 기업 사회적 책임활동이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속가능한 비전을 심어주어 장기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가치사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그 구성원 그리고 기업의 주주 협력사와 고객
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체제
이다. 특히 공유가치창출과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인 Porter and Kramner
(2011)은 공유가치창출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
고, 의사소통과 의견 교환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공유가치창출활동으로 대체되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Porter and Kramner(2011)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세 가
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는 먼저 제품과 시장을 재인식 하고, 가치사슬에서
생산성을 재정의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클러스터 개발 가능성을 통해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두희, 고동수, 김동수 2013).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이 F점으로 이동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를 동시에 성취하는 공유가치창출은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
유가치창출을 도모하기 전에는 F점에 있었지만 공유가치창출과 혁신활동을
통해서 F'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F'점으로 이동하여 공유가치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이유택
2012).

∙ 502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표 2-1.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 및 혁신모델

자료: 이유택(2012).

3.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주요이론은 미국 및 유럽 같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연구결과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Visser(2006)의 경우,
Caroll(1991)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논의들이 과연 개
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즉 Visser
(2006)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기업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피라미
드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Visser(2006)의 경우 전통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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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피라미드의 경우 1단계 경제적 책임, 2단계 법
적 책임, 3단계 윤리적 책임, 4단계 자선적 책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
발도상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경우 1단계 경제적 책임, 2단계 자선
적 책임, 3단계 법적 책임, 4단계 윤리적 책임의 순서로 윤리적 책임의 순서
가 뒤바뀔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기업
의 자선적 전통이 있으며, 빈곤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만연한 환경하에서 지
역사회가 자체 생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업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선적 책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 단계인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단순한 기부
또는 자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Visser(2008)은 개발
도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확산하는 동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적인 동인으로는 문화적 전통, 정치개혁, 사회경제적 우선
순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차이, 위기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시장접근성
등 6가지 동인을 살펴보고 있으며, 외부적인 동인으로는 국제적 표준화 여
부,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활동, 공급사슬 등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Chapple and Moon(2005)에서는 아시아 7개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 보고서를 분석하여 아시아 국가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성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국의 기업시스템에 대응하
여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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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을 실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간에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 인도네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계 최초로 기업의 자율로 인
식되어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법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하에서 선진국과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발도상국 중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였을 때 해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 다음 절에서
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와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
된 법률을 보다 상세히 정리하기로 한다.

Ⅲ. 인도네시아 소개
1. 인도네시아 국가 소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로 적도를 따
라 동서 5천 km에 걸쳐 1만 8,108개의 군도(섬)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광물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5천만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넷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이슬람교, 개신교, 로
마 가톨릭교, 힌두교, 불교, 유교)를 인정하며 각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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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250여 년 동안 서인도 무역회사
와 같은 몇 안 되는 큰 서구열강의 무역회사에 지배를 경험하였고, 이런 독
점적인 경제구조는 근대 이후 수하르토 독재정권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의
부와 권력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되었다(남영숙, 2011).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언급
하였듯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
여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광물자원 관련 개발을 진행 중
이다. 따라서 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은 향후 보다 활발
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로 중산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는데 Economist 지는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에 해당하는 인구 수
는 1억 6천만 명으로 특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중산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증가하는 중산층 인구를 기반으로 인도
네시아 내수시장의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
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유리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다변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인도네시
아에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와 관련된 논의를 다음 절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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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법률 정리
인도네시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인 의무로 지정한 배경에는 1990
년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몰락과 함께 비영리기구 및 시민운동이 시작하면
서, 인도네시아 국내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게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요구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이유가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인도네시아 국
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연합이 다수 출범
하였다. 상위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Noke Kiroyan(Rio Tinto), Heru
Prasetyo(Accenture), John Arnold(Ernst and Young) 등은 영국 국제개발부
(DFID)와 포드재단의 후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의 ‘개발을 위한 좋은 기업시
민과 파트너십’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연계협력단(IBL: Indonisia Business
Links)을 설립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에릭슨(Ericsson, 스웨덴 통신 장비
제조사), 나이키(Nike, 미국 스포츠 의류 제조회사), 유니레버(Unilever, 영국네덜란드 생활가정용품 회사), BP(영국, 석유회사), 도이치뱅크 등의 다국적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노동 및 인권 보장, 환경 문제 준수
를 선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한 바 있다.
즉 인도네시아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2004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을 위한 법(2004. No. 28)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법적으
로 의무화 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환경 보호
및 관리, 독점 금지, 인권, 고용,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
법에 의하면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회사법 No.
40조, 인도네시아 투자법 No. 25조를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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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의무 사항을 법적으로 제정하였다.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내국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회사
법 No. 25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조항에 따라 모든 투자자는 환경을 보존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서면경고, 사업의 제한, 사업 또는 투자기구에
대한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중앙정부는 자원개발 또는 자원개발은 하지 않지만, 그 기업
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
련한 법적인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즉 상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법
령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도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의
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4)

3.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지속가능 경영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
위기와 법적인 제재요소가 결부하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활발한 재단활동이 눈에 띈다. [표 3-1]은 인도네시아 주
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재단들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연간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
는 투자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서 해당 기업에게 자본시장의 압력(Stock market
pressure)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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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도네시아 CSR 주요 재단(2011)

연번

재단명

재단 주요 활동 사항

1

Dharma Bakti Astra Foundation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Putra Sampoerna

교육, 여성, 재난 복구

3

Eka Tjipta Foundation

저소득층 지원, 환경

4

Medco Foundation

교육, 환경, 중소기업 지원

5

Ciputra Foundation

기업가 육성과 교육

6

Djarum Foundation

교육, 스포츠

7

Ancora Foundation

교육

8

Bakrie Center Foundation

교육

9

Bosowa Foundation

교육, 보건, 사회활동

10

Budi Santoso Foundation

기업가 육성, 사회문화 활동, 경제

11

Chairul Tanjung Foundation

교육 및 보건

12

Sofyand Wanandi Foundation

교육

13

SDM-IPTEK Foundation

과학기술

14

Uzu Chi

사회, 보건, 교육, 문화, 환경

15

Arsari Djojohadikusumo Foundation

교육, 사회문화

16

Rajawali Foundation

사회문화

17

Tanoto Foundation

사회문화 및 기업가 육성

18

Dharma Bakti Kalbwe Foundation

교육

19

Mastsyuhita Gobel

인적자원 개발

20

Tahija Foundation

교육, 문화, 보건, 환경, 사회

21

Summerecon Peduli Foundation

교육, 문화

22

Harapan Bangsa Foundation

교육

23

Wings Peduli Kasih Foundation

사회

24

Soegeng Sarjadi Foundation

정부와 관련된 교육

25

Aksara Foundation

교육

자료: KOTRA(2011) 인도네시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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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히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Putra Sampoerna Foundation은 2010년 설립된 재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현
재 가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재단 중 하나로 볼 수 있
다. 이 재단의 경우 과거 10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하여 172개 기
업과 120만 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Malang과 Palembang에 있는 Sampoerna 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천여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가 교육을 하고 있다. 둘째로 Dharma Bakti
Astra Foundation은 1980년대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재단으로 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ASTRA GROUP에 의해서
설립되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재단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Eka Tjipta Foundation은 2006년에 설립되어 주로 교육과 환경 분야에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재단의 경우 자바섬 밖의 2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Sina Mas 그룹 소속의 팜 농장 주변에 116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의 사회
적 책임활동은 주로 기부와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직 공유가치 창출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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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 산업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을 장려하고자 매년 인도네시아 투자 한국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최고 상인 한국산업자원부 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심사 방
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학계, 업계, 단체 그리고 정부 등에서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는 한
국산업자원부의 공적심사위원회와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응모기업의 경영활동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배점은 제출 서류에
대한 계량평가와 심사위원단의 비계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대상을 최근 연도인 2013년과 2014년에 수상한 삼성
전자, CJ를 선택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CJ(인도네시아)의 경우 각각 2014년과 2013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최고 상인 한국산업자원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한국과 인도네시
아 정부로부터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그리고 CJ(인도네시
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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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례분석
가. CJ
CJ(인도네시아)그룹은 1988년 인도네시아의 파수루안 지역에 CJ제일제당
바이오 공장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물류사업 그리고 2011년
에는 베이커리 사업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점차 확장하여 왔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CJ그룹이 활발히 성장을 한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
를 기반으로 하여, 현지사업에서 성공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8
억 달러(약 9,00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한국 기업 가운데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액 중 1위를 기록한다. 더불어 현지 투자확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매출확대로 이어져 CJ(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 이후 매년 약 1조원 이상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30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CJ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1년부터 진행해온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지역
의 타피오카 전분 투자협력 사업이 있다. 해당사업의 경우 현지 주정부와 공
기업이 부지와 자본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타피오카
를 경작해 가공한 전분당을 CJ제일제당 바이오 공장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 전분당 가공공장을 완공하였으며, 2013년
1월 실제 구매에 착수하였다. CJ그룹은 2013년 기준 약 7,000만톤 규모의 타
피오카 전분당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구매액 기준 약 2,000만 달러 수준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약 3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즉 CJ그룹
은 해당 투자를 통해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현지 정부와

∙ 512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표 4-1. 동부자바 주정부와 타피오카 공급에 대한 전략적 제휴

자료: CJ와 인도네시아 한인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민은 CJ와의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
업구조이다.
특히 CJ의 경우 2014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술고등학교 중 제과제
빵 관련 학과를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최종 선정된 제27국립기술고등학교
(SMKN27)은 60년의 역사와 더불어, 800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전문기술학
교이다. 해당학교의 경우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2명의 전문강사 파견 및 현
지강사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명의 고등학생에게 제과제빵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설립 첫 해인 2014년에는 29명의 학생이
배출되었다. 2013년까지 열악한 제빵 설비와 부족한 자재로 실습 위주가 아
닌 이론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던 SMKN27 제과제빵학과 학생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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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과제빵학과 개설과 동시에 뚜레쥬르에서 사용하는 최신 제빵 설비와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 실습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J제
과제빵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SMKN27 국공립기술고등학교
Pastry학과 3학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J는 프로그램의 비용만 부담
하며, 제반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
그램의 경우 졸업 후에는 CJ 뚜레쥬르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업계에도 졸업
생 중 10%가 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로 취업을 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CJ제과제빵학과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안
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민관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국제협력단이 CJ제과제빵의 사회공헌 프로그
램과 관련한 설립비의 50%를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비용은 CJ가 부담하였

그림 4-1. CJ(인도네시아)와 KOICA가 함께하는 제과제빵학과 현장

자료: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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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주 이유는 기술이전,
장학금 지급, 학교(공간제공, 학과운영, 학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현지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CJ의 사례를 살펴보면 CJ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습형 교육이 가능해 졌고, 학과 졸
업생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유가치창출을 기
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점이다. 더불어 CJ가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CJ 푸드빌이 수행하는 뚜
레쥬르 사업의 경우 현지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CJ(인도네시아)

그림 4-2. CJ제과제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인도네시아 CJ뚜레쥬르 현장

자료: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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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
에 해당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J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의 CSR 또는 CSV 프로그램으로 토토의 작업실,
꿈 키움 i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화제, 동부 자바지역 타피오카 협력사
업 등을 현지 계열사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과 밀착하여 진행하
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증활동, 헌혈 등 20
개 이상의 소규모 프로그램이 있다.

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업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요구와 회사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은 전략적 프로
그램(Strategic Program)과 지역적 프로그램(Local Program)으로 구분하여, 전
략적 사회공헌에는 교육과 건강(health care)에 집중하고 지역적 사회공헌에
는 장학금 지급, 삼성 센터(samsung center care), 직원 봉사 활동으로 체계적
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4년 기준 취업가능인구의 약 5.7%가 실업상
태에 있어서, 실업률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11년 10월, Yayasan Cinta
Anak Bangsa(YCAB) 및 비영리기구와 협약을 맺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Rumah Belajar
Samsung’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RBS(이후 Rumah Bela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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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의 약자로 기입)는 인도네시아 젊은 층 인구에 속하는 17살에서 24
살까지의 나이대를 표본집단으로 두고, 이 중 재능과 적성에 맞는 젊은이들
을 매해 선발하여 6개월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RBS는 전자공학 관
련 분야(HA, AV, HHP and IT/Computer)를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가난으로 인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주 대상이다. 2012~13년까
지가 설립단계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삼성전자가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하
였다면, 2013~16년은 삼성전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비영리기구
가 RBS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RBS프로그램이 더
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향후 삼성전자에 입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RBS프로그램은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CSV(공유가치
창출)와 비슷한 것으로 단순한 CSR(사회공헌)이 아닌 해당 교육생들이 기술
과 재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졸업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림 4-3. RBS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비율

자료: 삼성전자 인도네시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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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14년 7월까지 RBS를 통해 3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 중 취업을 한 비율이 65%,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비율은 14%이며,
나머지는 아직 진로 선택 중에 놓여있다. 하지만 RBS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들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 가시적인 교육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림 4-4. RBS의 학생들이 학습내용과 관련한 기구를 실습하는 모습

자료: 삼성전자 인도네시아(2014).

다음은 삼성 SONO 학교(Samsung SONO School, 이하 삼성 소노 학교)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진단기기와 의료진
의 실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음파 기계의 사용을 훈련하는 사회공헌 프로그
램이다. 이와 같이 초음파 진단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이 필요한
배경에는 환자와 의사에게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을 통해 환자의 진료
효율성을 증진하고, 그로 인한 오진 또는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하는 데에 목

∙ 518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삼성전자는 2014년 6월 12일 ICTEC(Indonesia
Clinical Training and Education Centre)와 협약하여 시뮬레이션 교육 센터를
세우고 그 아래 The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Indonesia와 Dr. Cipto
Mangunkusumo Hospital를 산하의 중점 센터로 설립하였다.
삼성 소노 학교는 삼성이 인도네시아의 재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센터로
써, 2014년 동안에 약 350명의 의사들이 본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의 교육을 통
하여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삼성 소노 학교는 의사들의 재교육과 관
련하여 약 14개의 세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8월까지 삼성 소노 학교는
[표 4-2]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6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총 164명의 의료
진이 참여하여 각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달성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전체수준에서 약 47%에 이르는 수치이다.
삼성 소노 학교는 201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와 수라바야(Surabaya)
두 지역에 설립되었고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료기기 사용기술을 증진하
고 있으며, 매년 350명의 의료진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규모로 성장
하였다. 2015년에는 이 두 지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 지역에 셋째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약 1,750명의 의료진이
삼성 소노 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소노 학교를 기반
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의료업 관련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삼성전자를 홍보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의료업 관련자가 삼성전자와 관련한 의료기기를 사용하
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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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삼성 소노 학교(Samsung SONO School) 진행

No

Time

Activity

Number of
Participants
Internal

Total

Conjunction

Convener

Instruc
tors

1

9-May
-14

Ultrasound for
Upper Peripheral
Nerve Block

Residents

21

Dept. of
dr.Pryambo
Anesthesiology dho Sp An
FKUI RSCM
(K)

3

2

6-Jun
-14

Ultrasound for
Lower Peripheral
Nerve Block

Residents

20

Dept. of
dr.Pryambo
Anesthesiology dho Sp An
FKUI RSCM
(K)

4

3

12-Jun
-14

Ultrasound for
Lower Peripheral
Nerve Block

Residents
& Fellows

35

Dept. of
dr.Pryambo
Anesthesiology dho Sp An
FKUI RSCM
(K)

1

4

3-Jul
-14

Ultrasound for
Basic Antenatal
Care

Residents

20

Dept. of
Obsgyn FKUI
RSCM

dr.Yuditya
SpOG (K)

1

5

22-Aug Emergency Crisis
-14
and Critical Care

Residents
& Fellows

36

Dept. of
dr.DitaAdit
Anesthesiology yaningsihS
FKUI RSCM
pAn (K)

4

6

15-Aug
-14

Residents
& Fellows

32

Dept. of
dr.Pryambo
Anesthesiology dho Sp An
FKUI RSCM
(K)

3

Vascular Access

자료: 삼성전자 인도네시아(2014).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장학금 지원, 홍수 재해 피해를
입은 마을을 위한 집짓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삼성전자는 해비타트와
합동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계획해서 운영중이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한 ‘삼성물산 빌리지(이하 영문: Samsung C&T Village)’라는 슬로건 아
래 해외로도 뻗어나가 인도네시아 자바주 서부 반둥지역 인근 파시르할랑
(Pasirhalang)마을에 삼성물산 1호 마을을 준공하였다.

∙ 520

인도네시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그림 4-5. 삼성 소노 학교 인도네시아 분포

자료: 삼성전자 인도네시아(2014).

인도네시아 삼성전자 장학금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학생 초창기에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와 직장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4-3.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장학금 혜택

2013년 장학금 혜택

Prasetya Mulya Business School(2 students)
Universitas Indonesia(5 students)
Universitas Gadjah Mada(10 students)
Universitas Surya(10 students)

2014년 장학금 혜택

Universitas Airlangga(8 students)
Universitas Padjadjaran(9 students)

주: 삼성전자 인도네시아가 2013년 및 2014년에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 수를 나타내며, 학생
들이 속한 학교를 밝히고 있다.
자료: 삼성전자 인도네시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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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네 군데
학교로부터 약 26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두 군데 학
교로부터 약 17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까다
로운 심사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2014년에는 두 군데 학교로부터 선발된 17
명의 학생이 삼성전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수상을 한 CJ(인도네시아), 삼성
전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네시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 중 특히 환경보호 등의 조항들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
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진작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풍
부한 노동력과 중산층인구의 급격한 증대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기업이 최
근 들어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과 해당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재단들을 살
펴보면, 방향성은 교육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해당 기업의 책임만 보다 강조할 뿐 기업과 해당 지역
사회의 동반적인 협력과 이익의 공유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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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힘들다. 특히 이로 인해 아직 인도네시아의 자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가치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도네
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살펴보면 단순히 해당기업
이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금액만을 기부하는 등의 소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벗어나 해당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할 때에 더욱 가
능할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해당기업의 비용 지출로만 평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업의 비용지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향후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CJ의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은 해당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내국기업의 귀감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기업
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인도네시아의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향후 단순한 자선활동에 대한 지출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활동이 아닌 기업과 지역사회가 각각 본인들의 이익을 확보하면
서 공유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보다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보다 진화된 형태로서 인
도네시아 진출의 핵심 성공전략일 수 있고,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수립 시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포함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언론만을 의식하거나 일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한
다면 이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주민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체
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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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을 하기 위한 발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해당 기업의 이익에 기여
하는 공유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즉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 중 CJ와 삼성전자의 경우 해당 지역사회와
의 협업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도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CJ가 제과제
빵학교를 통해서 현지인을 교육하여 CJ의 뚜레쥬르에 채용하는 것 그리고
타피오카 전분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이를 CJ가 활용하
는 활동 등 혹은 삼성전자가 RBS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현지인을 교육하
여 삼성전자에 향후 채용하는 등의 사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내국기업이
참고할 만한 성공적인 공유가치창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다. 즉 지역사회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
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측면은 CJ와 삼성전자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있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CJ가 제과제빵학과를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RBS 혹은 소노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교육하는 행
위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J는 CJ푸드빌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기업의 강점인 제과제빵 분야
를 선택하였고, 삼성전자는 전자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를 주 교육분야
로 선택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업
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해당 기업이 향후 인도네시아와 같이 기업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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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국가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전략
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인도의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전 세
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CJ와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직은 연구가 미진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
하였고, 특히 사례분석이다 보니 해당 사례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일반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에 본 사례연구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본 연
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공유가치창출 전략에 대해
서 공유가치창출 전략이 최근의 용어이다 보니 관련된 연구가 미진하였고,
이에 대해서 보다 연구가 진행된다면 추후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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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CSR 활동 요약

기업명

CSR 활동 명칭

주요 내용

여성 건강
프로그램

- 홍수 피해 입은 지역 주민에게 식료품 지원
- 치아건강교육 및 장학금 지원
- 직원들의 헌혈 유도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무료 치과 진료
- 여성 건강 프로그램(AIDS나 여성관련 질병 교육 및 보험 교육)

롯데마트

지역사회
공헌사업

- 한 개 점포당 하나의 봉사동아리 운영하여 점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원
- 재해재난 발생시 비상 CSR팀 운영
- 매월 지역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지역사회 공중수도 및 화장실 개선
- 어린이 기초 식품 지원 및 초등학생 장학금 지원
- 창업 컨설팅 및 점포 오픈 시 지역주민 채용
- 무료 와룽 지원

롯데쇼핑
에비뉴

LOVE
FUTURE스꼴라까미

- 쇼핑몰 인근 환경 개선 활동
- 빈민 지역 무료 건강 검진
- 태양광 전등 기증
- 스꼴라 까미 : 생활 기술 교육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미원(대상)

사랑의
마마수까
마차

- 무슬림 축제, 스포츠 행사 및 문화 행사 관련 지원
- 장학금 지원
- 사랑의 마마수까 마차 : 박소를 팔 수 있는 사랑의 마마수까
마차와 운영비품, 식자재 4개월분 지급 및 운영 가이던스제
공, 멘토링 교육 제공

드림센토사

- 환경정화활동 및 식목 사업
- 해비타트(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체)
삼성물산 드림투모로우 - 드림투모로우(인니 초등교육기관 건립사업) : 다다판 마을
의 초등학교 건설 프로젝트로 학교 완공 및 학습 교구와 교
사 및 학부모 교육 지원
청소년 직업 -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무료로
삼익악기
훈련 사업
숙박 및 악기 제조에 대한 기능 교육 실시 후 회사에 채용
- 환경개선사업, 생활구호사업, 취업지도
아동/
- 낙후된 초등학교 시설 보수 및 신축, 각종 교육 기자재 지원
아네카판넬
장애아동
- 장애인 학교 설립
교육 지원
- 기술교육 실시 및 우수 학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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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기업명

CSR 활동 명칭

주요 내용

무지개
공부방

- 우리장학회 운영
- 사랑의 전화 행사 후원
- 밥퍼 행사 참여
- 무지개 공부방 : 장학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
로 지원

코린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 코린도 장학재단 운영
- 암센터 건립 후원
- 재난 재해 기부 및 식목 활동
- 현지 직원들이 살 집 공급, 학교 및 교회 마련
- 무료 의료 시설 운영 및 물 공급 시설 설치, 마을 주변 도로
개설 및 보수
- 고무나무 농장 조성하여 현지 지역들의 고용 창출 및 인근
주민들 수익사업에 기여

크라카타우
포스코

지역사회
공헌사업

- 긴급구호센터 운영 및 식료품 지원
- 장학금 지원 및 도서 지원
- 고아원 및 빈곤층 자녀 지원 및 지역 학교 리노베이션

한국중부
발전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 소수력 발전소를 통하여 마을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함
- 남은 전기를 판매하여 마을이 수익을 얻고 이를 장학금, 의
료서비스, 마을환경개선, 농산물 가공설비 등에 재투자

현대자동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 자동차 정비기술을 훈련시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
- 정비학교 설립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일자리 창출

LG 이노텍

지역 학교
대상 교육
지원

- LED 조명 교체 및 TV 기부
- 주변 지역 고교 및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주기적으로 장
학금 전달

LG 전자

LG Love
School

-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IT룸을 만들어 줌

우리은행

SK 텔레콤

IT 교육 지원
- 빈곤지역에 IT 센터 설립 및 스마트클래스 구축
사업

자료: 인도네시아 주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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