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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혼
란, 국제테러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
호주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신흥시장 부
상의 신호탄을 알리며 등장한 신조어 BRICs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기 침체
로 인해 그 의미가 무색해지며 신흥지역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지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
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여전히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에 대응하
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
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신
흥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증하
는 연구수요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여전히 크게 부
족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지역에 대한 정치·경제뿐만 아
니라 사회·문화·종교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연
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
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간의 네트워
크 활성화, 심층 연구보고서 및 국내외 논문집 발간, 국내 12개 지역학회와 공
동으로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 해외 저명 신흥지역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논문공모를 실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수행된 논문을 엮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많은 지역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 속에 동남아시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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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터키·동유럽 지역 관련
총 28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논문 선정단계부터 최종심의까지
진심어린 논평을 통해 논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과 폭넓은
주제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논문집이 우리 기업의 신흥지역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흥국 통
상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신흥지역의 동반성장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논문집 발간을 비롯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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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금융업은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수익성
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금융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 진
출을 통한 시장 확장 전략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주요 신흥시장인
멕시코는 유망 진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의 가입국인 멕시코가 다국적기업의 진출 거점 지역으로서
다시 촉망되는 가운데, 멕시코 금융당국이 자국 금융시장을 아시아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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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한국 금융기업에 시장 확장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금융자산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26%
에 불과하여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성이 높은 국가이다.1) 한편 한국 기업의
멕시코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 경험과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멕시코 금융업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해당 시장에
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진출 선진국의 금융기업에
비하여 현지 금융업에 대한 진출 연혁이 길지 않고 새로 진입하는 단계의
한국 금융기업으로서는 멕시코에 진출할 때 효과적인 전략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즉 멕시코 금융시장 중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발굴과 진입 전략,
현지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 특히 한국 기업의 경쟁우위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tech) 활용 전략의 가
능성을 타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 금융시장의 경
쟁과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준범과 노태우(201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은행의 국제화
수준과 경영성과 간의 정(+)의 관계는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였을
때 비로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화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진출국가
선택 시 수익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멕시코 금융시장의 현황과 운용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 금융기업들이 멕시코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적, 경영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중
1) ｢문 열린 멕시코 금융시장 ‘한중일 삼국지’｣(2016. 1.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84236(검색일: 201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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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확산되는 가
운데 한국 금융업의 중남미 진출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남미 금융
시장에 대한 체계적 정보 구축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멕시
코 금융시장의 체계 및 운용 기제와 진출 전략의 모색은 학술적 기초 연구로
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서 미국과 지
리적 근접성과 미국 경제와의 통합 정도가 높으므로 멕시코 금융시장에 대
한 이해를 통한 진출전략 모색은 한국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 자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하여 한국 기업의 멕시코 금융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진출 기업이 현지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멕시코 증권금융위원회(CNBV)의 2012~14년도 3개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와 관련 문헌에 나타난 멕시코 금융시장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조사하고 진출 방안을 궁구하였다. 이로써 향후 멕시코에 진출
하는 한국 기업들의 효과적인 진출 전략 수립에 요구되는 정보와 경영상 그
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어
나는 변화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보고서와 시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문헌
과 매체 자료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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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멕시코 금융시장 현황
1. 멕시코 금융개혁
멕시코는 2014년 1월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멕시코 금융업이
과거보다 대출부문에 전략적 비중을 높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 금융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체제가 변혁되고 구조가 안정화
되었다. 2014년 금융개혁이 있기 전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공표한 경제
지원프로그램(programa de Apoyo a la Economia)의 일환으로 여신활성화 조
치를 실시하였다.2) 즉 차환(refinance)지원, 모기지지원, 해외협력을 통하여
조달한 외환을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노력을 한
바 있다.3)

가. 2014년 금융개혁의 배경
멕시코의 은행들은 1982년 국유화되었다가 1995년 페소화 위기 이후에
일련의 금융자유화와 민영화 같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민영화되었다.
1990년대의 경제자유화와 민영화로 인해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멕시
코에 유입되었으며 대부분의 멕시코 은행들은 외국의 은행에 인수 합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에도 멕시코 은행들의 80%를 외국계가 차지하고 자

2) 금융투자협회(2010), p. 21.
3) 금융투자협회(201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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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규모와 시장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소극적이어서 경제에 대한 금융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의 민간에 대한 국내여신 비율은 GDP 대비 약 32.7%로서
OECD 회원국의 147.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4) 이는 멕시코 은행들의 대
출 보수성으로 인하여 일반대중의 금융서비스 활용 정도가 다른 OECD 국
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자
금 활용 능력의 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멕시코의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5) 이에 멕시코 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신비용 감축, 금융교육
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발은행의 여신
기능 강화를 돕는 민간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6)
2014년 금융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제도혁명당(PRI) 후보였던
페냐 니에토가 대통령 취임 후 주도한 멕시코개혁의 일환이다. 이는 금융 산
업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경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금융과 멕시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안착시키
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멕시코 개혁은 평상시에 추진되는 에너지, 미디어,
금융, 교육, 세제,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과 관련 제도부문을 망라한 통

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FS.AST.PRVT.GD.ZS?view=chart(검색일: 2016. 9. 17).
5) 권기수 외(2014), p. 130. 일반 대중의 여신비중이 2013년 GDP 대비 28%인 반면, 다른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157%이다.
6) 권기수 외(2014),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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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개혁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개혁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7) 2012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정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약속인 ‘멕시코 협약(Pacto por
México)’을 통하여 개혁 성패의 중요한 영향 요인인 개혁 의제와 방향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8) 멕시코 협약의 주
요 개혁추진 실천과제는 민주주의의 이행과 불평등 수준의 완화, 신흥국으
로서의 멕시코의 부상,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서 치안불안,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세디요(Ernesto
Zedillo, 1994~2000년) 대통령 이래로 의회 내에서 여당의 국정주도권이 약
화된 상태인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9)

나. 멕시코 금융개혁
멕시코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숙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의 일
환으로서 2014년 1월 9일 멕시코 정부는 금융개혁법을 서명 공포하였다. 금
융개혁법안은 ‘멕시코 협약’에 기초하여 34개 금융관련 법률을 수정, 추가
및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0) 이는 멕시코 금융시스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강건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
호하고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11)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금융시스템의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 제고,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7) 권기수 외(2014), p. 163.
8) 권기수 외(2014), p. 93.
9) 권기수 외(2014), p. 97.
10) 권기수 외(2014), p. 132.
11) CNBV(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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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12)
첫째, 금융기관의 여신 확대를 위하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
신 수수료와 금리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대중소기업 여신 상황을 개
선하는 조치로 구성되었다. 또한 은행이 국가전략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재무부가 하게 하였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하여 금융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약을
기초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국가위원회(condusef)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인 및 법인의 신용조합(Credit Unions)의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
이다. 이는 기존 법령이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
기 위함이다.13)
넷째, 여신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과 부실여신 회수에 필요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금융개혁으로 대중저축 및 대출기관(SOCAP), 개발은행, 파산절차,
은행청산, 투자기금, 주식시장, 외국의 투자와 제재, 금융그룹 등에 관한 규제
가 개정되었다.14) [표 1]은 기업법규(corporate bylaw)개혁의 부문별 분포인데
상업은행의 대부분이 기업법규가 수정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멕시
코 금융개혁으로 인하여 CNBV는 추가적인 규정 발표, 기존규정에 대한 수
정 외에 새로운 감독, 의견, 허가 기능이 내부화되었고 CNBV의 내부규정과
감독매뉴얼 등을 보완(adequate)할 필요성이 생겼다.15) 예를 들어, 대표사무
12) 권기수 외(2014), p. 92, p. 93, p. 132, p. 133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하였음.
13) 권기수 외(2014), p. 133.
14) CNBV(2014), p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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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Rules)에 관하여 2014년 말, CNBV는 LIC의
7조에 의하여 예견된 규정에 근거하여 재무부(the SHCP)에 외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규칙은 대표사무소의 멕시코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설립에 대한 조건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다.16)
[표 2]가 보여주듯이 멕시코 내에 외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의 수는 감

표 1. 기업 법규 개혁(bylaw reforms)의 금융부문별 분포

부문

기관 수

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43

Brokerage firms

18

Investment funds operators

3

Investment funds distributors

1

합계

65

자료: CNBV(2014), p. 191.

표 2. 멕시코 내 대표사무소의 최근 현황

년도

대표사무소 수

신규 허가 대표사무소 본국

2012

65(60)

이스라엘, 스페인, 룩셈부르크

2013

57(53)

일본, 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2014

55(51)

독일, 스페인, 한국

주: ( )는 외국 은행기관 수, 나머지는 외국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수.
자료: CNBV(2012), p. 51, p. 65; CNBV(2013), p. 56, p. 68; CNBV(2014), p. 71, p. 93을 기초
로 저자 작성함.

15) CNBV(2013), p. 17.
16) CNBV(2014),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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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14년 금융개혁 이후로 FTA를 맺지 않은
한국의 은행(외환은행)에도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주는 변화를 보이고 있
다. 중앙은행은 2013년 5월 정부가 발의한 개혁안으로 경제성장률이 최소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금융개혁
이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여신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고, 경제성장률의 견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7) 그러나 금융개혁의 실효성은
제2차 법안과 같은 후속 조치 실행을 통한 개혁안의 조속한 현실화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 사법절차의 비효율적인 관행
으로 부실대출 담보 회수 혹은 전담재판소 설치 같은 문제가 신속하게 행해
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은행이 부담할 손실 규모에 대
하여 금융당국이 일정 기준을 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리라 예상
하고 있다.18)

2. 멕시코 금융시장의 구조19)
멕시코의 금융체계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계체계상 다양한 수준의
기관들에 의하여 규제, 감독을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20) 멕시코 금
융체제는 중앙은행과 은행업(개발은행, 신용금융기관, 상업은행, 민간투자
은행, 저축대부조합, 모기지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서비스업[환전소, 신용
조합, 리스업, 할부금융업, 다목적 금융회사(SOFOM ERs),21) 대중금융기관
17)
18)
19)
20)

권기수 외(2014), p. 134.
권기수 외(2014), p. 134.
CNBV(2014), Annual Report에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금융투자협회(201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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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P), 증권업, 파생금융업, 보험업, 연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2)
멕시코의 주요 감독기관은 재무부, 중앙은행, 증권금융위원회인데 그중
증권금융위원회(CNBV: Comisiό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의 주요
감독, 규제, 허가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금융기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업(겸업)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멕시코는 상업은행과 개발은행만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
기관법(LIC) 제46조에 따르면 상업은행과 개발은행은 예금 수신과 여신(대
출 및 신용인수)을 포함하여 채권발행(은행사채 발행, 후순위채 발행), 외국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탁, 할인 및 대출 혹은 신용제공, 신용카드 발급 등
의 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 있다.23) 그리고 증권 혹은 금, 은, 외환거래에 직
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LIC 및 증권시장법(Ley del Mercado de
Valores)에 규정된 증권 거래, 자기계정을 통한 상업채권거래, 고유 계정 혹
은 제3자 계정을 통한 금, 은, 외환 거래).24) 이외에도 안전금고 서비스 제공,
신용장 발부, 신탁업무, 제3자 계정에 관리, 보관, 보증으로 각종 유가증권
예탁 수취, 신용채권 소지자의 일반적인 대표로 활동, 발행자 계정으로 신용
채권 관련 금고 및 출납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25) 또한 회사 및 기업의
회계, 의사록, 등기 관리, 유언집행인, 거래 , 상속 등의 청산인, 감정평가사,

21)
22)
23)
24)
25)

CNBV(2014), p. 58,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 18

p. 63, p. 66.
p. 19; CNBV(2014), p. 63, p. 66.
pp. 40~41.
p. 40.
pp. 40~41.

멕시코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 금융업의 진출전략

동산 및 부동산 취득, 자금차용계약, 중앙은행(Banxico) 운용세칙에 따른 파
생상품 거래 및 금융팩토링, 상호보험사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y
Sociedades Mutualistas de Seguros)에서 제시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26)
2014년 말 기준으로 멕시코에는 45개의 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2014년
에 이루어진 CIBanco, S.A.와 Bank of New York Mellon Mexico, S.A.의 인
수합병이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CIBanco, S.A.는 Bank of New York
Mellon Mexico, S.A.의 주식(the capital stock) 100%를 사들였다. 또한 Banco
Bicentenario S.A.는 재정적인 지속성(financial sustainability)을 유지할 수 없
어 은행으로서 영업허가가 2014년 7월 23일부로 취소되었다.27)
은행부문은 2004년부터 2014년 10년 동안 양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기관 수로는 2004년 30개에서 2014년 45개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0여 개에서 2007년에는 40여 개로 1년 사이 기관 수가 10여
개로 급증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 수 이외에 포트폴리오(portfolio) 액수
는 약 1조 500억 페소에서 약 4조 2,000억 페소에 이르고 소매예금 예치금액
면에서도 약 1조 9,000억 페소에서 약 4조 페소에 육박하고 있어 2004년 이
래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부문(the 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sector)의 최근 대출 포트폴리오는 상업(commercial), 소비(consumption), 주
택(housing) 대출로 주로 구성되는데 2013년의 각각 61%, 20%, 17%에서
2014년에는 61.9%, 21.3%, 16.8%로 소비대출과 주택대출 비중이 소폭 감소

26) 금융투자협회(2010), p. 41.
27) CNBV(2014),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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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상업대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은행부문의 총 자본화(capitalization) 지수는 15.76%로 업계에 대한 최소
규정 보다는 상위에 있다. 2013년 2월에는 16%를 상회하였으나 이후로 감소
세를 보이며 2014년 말 15%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해당 부문의 자본(stock
holder’s equity)은 7,530억 페소로서 연간 증가율 11.4% 이며 이는 전년도
2013년의 자본이득(capital gain)과 63억 페소를 초과하는 소득(earning)이 반
영된 결과이다. 2013년 소득(earning)의 대부분을 창출한 Banorte, BBVA
Bancomer, Inbursa, Santander를 포함하는 은행부문(the 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sector)의 사업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상업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s)의 사업현황

구분

2013

2014

기관 수

46

45

지점 수

12,390

12,987

총 자산(십억 MX)

6,556

6,916

순소득 자산(net earning assets, 십억 MX)

4,314

4,747

전체 포트폴리오

3,039

3,352

1,852

2,076

소비(consumption)

674

714

주택(housing)

513

563

3,172

3,534

104

93

ROE

15.39

12.89

ROA

1.66

1.34

상업(commercial)

전통적 예금 수취(십억 MX)
순소득
주요 지표

주: 1) ROE = 12개월 동안 축적된 순소득/12개월 동안의 평균 자본.
2) ROA = 12개월 동안 축적된 순소득/12개월 동안의 평균 총자산.
자료: CNBV(201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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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은행과 진흥기관(development banking institutions and
promotion entities)
개발은행은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신용기관법 LIC 제46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국가경제 관련 부문의28)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즉 고유의
기능과 함께 각각의 특별법 하에 특수한 목적에 따른 일을 수행하고 있다.29)
멕시코에는 6개의 개발은행기관(the development banking institutions)이 있고
금융을 통하여 국가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상업 대출을 하
거나 보증을 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식부문의 근로자에게
주택과 소비를 위한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제공하며 일반대중의 저축과
대출부문을 진흥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개발은행, 진흥기관(promotion
entities), 공공신탁기금(public trust fund)은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
여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들로서 멕시코 금융시스템에 소속되어 관련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1) 개발은행(development banking)
개발은행은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산업, 정부 및 인프라 부문
(industri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sector), 주택부문(housing sector), 농
업과 농촌 부문(farming and rural sector), 저축과 소비부문(savings and
consumption sector)이다.

28) 금융투자협회(2010), p. 43.
29) 금융투자협회(201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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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멕시코 개발은행의 현황

구분

총 자산(백만 MX)

2013

2014

1,242,909

1,442,812

BANOBRAS

488,499

572,105

NAFIN

352,157

389,750

BANCOMEXT

219,034

263,116

SHF

100,228

111,613

BANJÉRCITO

50,586

52,202

BANSEFI

32,406

54,026

665,617

798,145

BANOBRAS

287,627

328,904

NAFIN

168,395

205,491

BANCOMEXT

95,178

134,428

SHF

93,674

102,290

BANJÉRCITO

20,245

25,023

총 대출 포트폴리오와 보증(백만 MX)

BANSEFI

498

2,009

4.19

3.29

BANOBRAS

0.05

0.53

NAFIN

1.44

1.26

BANCOMEXT

1.20

0.62

부실 포트폴리오 비율(IMOR, %)

SHF

29.34

24.35

BANJÉRCITO

0.95

0.96

BANSEFI

0.00

0.02

주: 부실포트폴리오비율=부실포트폴리오/총 포트폴리오.
자료: CNBV(2014), p. 46.

2) 진흥기관(promotion entities)과 공공신탁기금(public trust fund)
멕시코 금융시스템에는 개발은행과 함께 대중의 저축과 대출부문을 진흥
시키는 역할을 하는 진흥기관과 공공신탁기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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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멕시코 진흥기관의 현황
(단위: 백만 페소, %)

구분

총 자산(백만 MX)

2013

2014

1,057,295

1,171,348

INFONAVIT

874,320

962,268

FOVISSSTE

145,994

157,527

30,709

40,279

6,272

11,274

총 대출 포트폴리오(백만 MX)

1,084,844

1,174,159

INFONAVIT(housing loans)

917,791

991,881

FOVISSSTE(housing loans)

139,379

140,752

25,326

32,699

2,349

8,827

부실 포트폴리오 비율(IMOR, %)

6.71

6.49

INFONAVIT(housing loans)

6.45

6.89

FOVISSSTE(housing loans)

9.07

4.50

Financiera Nacional

3.58

4.05

INFONACOT(consumption loans)

2.00

1.79

Financiera Nacional
INFONACOT

Financiera Nacional
INFONACOT(consumption loans)

증권화된 대출 포트폴리오(백만 MX)

227,906

250,095

INFONAVIT

114,988

115,611

FOVISSSTE

112,918

134,484

주: 부실포트폴리오비율=부실포트폴리오/총 포트폴리오.
자료: CNBV(2014), p. 48.

[표 5]와 같다.
공공신탁기금은 총 자산 2014년 기준으로 123,841백만 페소, 부채포트폴
리오는 147,111백만 페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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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회사(brokerage firms)
외국 기업의 멕시코 증권산업 진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다른 금융업
종과 동일하게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인허가 혹은 지점 설립 제한을 제
외하고 거의 없다.30) 2014년 말 기준으로 증권회사부문은 35개 증권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7개 증권회사들은 금융그룹의 회원이다. 기업구조
면으로 볼 때, 15개 증권회사들이 외국 금융회사의 자회사들이다.31) 2014년
12월 기준으로 증권회사들의 소득은 170억 9,000페소로서 전년도 대비
16.6% 감소하였다.32) 증권회사들 소득은 2014년 수수료 83억 5,000만 페소,
주식 64억 2,600만 페소, 현금 28억 3,400만 페소, 외환 3억 200만 페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수수료이다. 이는 멕시코 증권회사들이 주식
시장 경기에 취약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뮤추얼펀드(mutual funds)
뮤추얼펀드부문은 2014년 한 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였다. 즉 이 기간 내
에 계약 건수는 2.3% 감소하였지만 해당 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가치가
2013년의 1조 6,500억 페소에서 2014년 말 1조 8,650억 페소로 13.0% 증가
하였다. 유형별로는 주식형 뮤추얼펀드가 순자산 면에서 25.3% 성장하였고
채권형 뮤추얼펀드는 9.5% 증가하였다.33) 금융개혁으로 뮤추얼펀드는 2014
년 1월 10일 새로운 규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로 전환하는 것
30)
31)
32)
33)

금융투자협회(2010), p. 121.
CNBV(2014), p. 49.
CNBV(2014), p. 49.
CNBV(201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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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CNBV에게 요청할 수 있는 18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개의 주식투자펀드가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CNBV는 세 개의 펀드(operators)에 대하여 새로운 법에 맞출 수 있도록 그
들의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34)

마. 보조적 신용거래와 기관(auxiliary credit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멕시코 금융시스템은 보조적인 신용거래활동과 관련 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은 해당 부분의 기관과 신용거래활동으로는 보
세창고(bonded warehouses), 환전사무소(currency exchange offices) 그리고
다목적 금융회사(multiple-purpose financing companies)가 있다. 이들은 보조
적 신용거래와 기관에 관한 일반법(LGOAAC: the General Law of Auxiliary
Credit Activities and Organizations)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
여 CNBV의 감독하에 있게 된다.35) 보세창고는 현존하는 유일한 보조신용
기관(Auxiliary Credit Organizations)이며 이외에도 세 가지 유형의 보조신용
거래 활동이 CNBV의 감독을 받고 있다. 즉 환전사무소, 신용기관과 자산상
으로 연결된 SOFOM ERs, SOFOM ENRs이 해당된다. SOFOM ENRs는
CNBV 규제하에 있기 위하여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CNBV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34) CNBV(2014), p. 52.
35) CNBV(201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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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창고
이 중 주요 기관인 보세창고는 2014년 12월 16일 기준, 16개 기관이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110억 9,500만 페소를 넘고 있다. 상위 5개의
대형 보세창고가 전체 자산의 86.53%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36)

2) 환전사무소(currency exchange offices)
2014년 말 기준으로 해당 부문에는 9개의 환전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자산은 7억 900만 페소이다. 5개의 대형 사무소가 총 자산의 81.3%를 차
지한다.37)

3) SOFOM ERs: 다목적 금융회사(multiple-purpose finance companies)
CNBV의 규제 대상이며 일부는 은행, 신용기관들과 자산 상으로 연결되
어 있다.
2014년 기준 the SOFOM ERs 부문은 28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은행과 자산연결관계를 유지하고 규제받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법
률적인 형태를 변경한 두 개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해체와
청산과정을 거친 한 개의 기업이 제외되었다.38)

36) CNBV(2014), p. 54.
37) CNBV(2014), p. 56.
38) CNBV(201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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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은행과 연결된 집단회사

SOFOM ER

Tarjetas Banamex
Servicios Financieros Soriana

상업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

Banamex

Banorte IXE Tarjetas

Banorte IXE

CF Credit Services

Inbursa

Santander Consumo
Santander Hipotecario

Santander

Santander Vivienda
Financiera Ayudamos

BBVZ Bancomer

Financiera Bajío

Banco del Bajio

Banregio Soluciones Financieras

Banregio

Finanmadrid

CI Banco

자료: CNBV(2014), p. 58.

바. 신용조합(credit unions)
신용조합부문은 2008년 149개에 이르렀으나 2008년과 2013년 기간에 45
개 기관이, 그리고 2014년에는 3개의 기관이 사업허가가 취소되어 2014년
말에는 101개 기관이 있다. 2014년 신용조합부문은 금융개혁의 실행으로 활
동과 관련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신
용조합법(LUC: the Credit Unions Law), 제2차 규정의 발효와 기업의 법률조
정(the issuance of secondary provisions and the adjustment of the entities’
corporate bylaws)을 개정을 하였다. 반면 2014년 한 해 동안 3개의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영업정
지 되었다. 2014년 말 해당 부문은 101개 신용조합이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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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약 68,925 조합원(associates)을 가지고 있다. 총 자산은 회계 연도 말 기준
으로 465억 페소에 이르고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는 348억 페소에 이르고 있
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4.7%, 그리고 4.5% 증가한 것이다.39)

사. 대중금융기관 부문(entities of the popular finance sector)
대중금융부문은 주요 목적이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로 저축과 대
출을 취급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타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원
되지 않는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해당 부문은
상호저축 및 대출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LRASCAP: the Law to
Regulate Activities of Savings and Loan Cooperatives)에 의하여 규제받는
SOCAP, 그리고 대중저축 및 대출법(LACP: the Popular Savings and Loan Law)
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SOFIPO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9년 이후로, LACP
는 대중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법률적 형태의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the SOFINCO와 농촌금융통합기관(the rural financial integration bodies)
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 주요 대중 금융기관으로서 저축 및 대출 협동조합(Savings and loan
cooperatives)이 있다. 저축 및 대출 협동조합의 중앙국가등록소(the Centralized
National Registry for Savings and Loan Cooperatives)에 의하면, 해당 부문의
대표적 형태인 저축 및 대출 협동조합은 보조감독 및 저축자보호기금(the
Fund for the Auxiliary Supervision of Savings and Loan Cooperatives and for
the Protection of its Savers(Protection Fund, www.focoop.com.mx))이 관장하
39) CNBV(201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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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총 692개의 SOCAP이 등록소에 등록되었으며,
총 자산 1,040억 페소 그리고 630만 개의 소속사가 있다. 이 중 143개의
SOCAP이 CNBV로부터 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고 있다. 기타 기관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통합되어 있다. 396개 SOCAP은 자산규모가 250만 투자단위
(2.5 million investment units(UDI)) 아래로 CNBV로부터 허가를 요청할 의무
가 없는 분류상 기초수준(the basic level)의 기업들이다.40)

아. 은행과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2014년에는 55개의 대표사무소가 멕시코 금융체제에 속해 있으며 51개가
20개국의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이고 4개는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들이 제공한 대출은 2013년에 비하여 17.8% 증가하
였다. 즉 2014년 12월에 289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 수
치는 같은 기간 동안 상업은행 대출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대출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행해졌고 다음은 공공부문, 그리고 상당부분이 상업은
행(commercial banking)에서 행해졌다.41)

40) CNBV(2014), p. 63.
41) CNBV(2014),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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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표사무소에 의한 대출금액 최근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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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공공부문

민간부문

총 여신

주: 부문별 대출 금액(Balances by destination sector of the loan).
자료: CNBV(2014), p. 71.

Ⅲ. 멕시코 금융시장의 운용
멕시코의 금융개혁은 금융 산업의 안정성과 강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과 규제시스템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연방수준에
서 이루어지며 재무부(SHCP)가 최고 기관으로서 정책수립, 규제제정, 금융
기관에 대한 사업허가를 관장한다. 중앙은행(Banxico)은 재무부와는 별도로
독립기구이며 통화, 외환, 파생금융시장, 지불시스템을 관장한다.42) 재무부

42) 금융투자협회(201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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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부문별 운용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증권위원회(CNBV)와
퇴직적립위원회(CONSAR) 같은 산하 금융정책 집행 기관들을 두고 있다.43)
금융증권위원회(CNBV)는 상업은행, 개발은행,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기
타 비은행권 대출기관, 증권시장을 규제 및 감독한다.44) 퇴직적립위원회
(CONSAR)와 보험보증위원회(CNSF)는 각각 민간 연기금사(AFORES)와 보험
회사 및 보증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45)
CNBV, CNSF, CONSAR는 기능상 중첩되는 부분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이용자보호원(CONDUSEF 및
PROFECO), 예금보호기구(IPAB), 국세청(SAT), 증권거래소(BMV), 파생금
융시장(MexDer) 등도 멕시코의 금융 감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46) 상기 금융기관은 각각 상이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멕시코
금융기관별 관련법은 다르다. 중앙은행은 헌법 28조를 기본법으로 하는 반
면, 상업은행은 신용기관법(LIC) 8조를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신용기관법은
상업은행 외에도 개발은행, 해외금융기관 대표사무소, 신용기관 해외자회사,
신용기관 해외지점에 관련된 법이다.47) 본 장에서는 금융증권위원회(CNBV)
의 감독, 규제, 허가를 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멕시코의 금융체제 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3)
44)
45)
46)
47)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p.
p.
p.
p.
p.

19.
19.
19.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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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48)
가. 상업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s)

1) 감독활동(supervisory activities)
감독의 목적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통하여 은행시스템의 순기능
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아울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2014년 CNBV의 감독은 국내의 체계적 위험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인
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공하지 않
으면서 동시에 금융개혁의 실행으로 생성된 새로운 규범체계로 금융기관들
이 순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49) CNBV의 감독활동은 일차적
으로는 중요성과 사업운영의 형태와 수준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상대적으
로 큰 기관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멕시코 은행시스템에 속한 모든 기업
이 국제수준의 최적관행(best practice)과 적용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평가되
고 있다. 평가기준은 저축증가, 생산부문에 대한 자금제공, 금융서비스의 확
대 등이 있다.50) 감독활동은 일상적 조사(routine inspections)와 특정이슈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다.

2) 일상적 조사(routine inspect ions)
2014년 CNBV는 일상적 조사를 통하여 1,785건을 관찰하여 1,171건의 시
정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감독활동 결과 연례방문 프로그램에 기초한 30번
48) CNBV(2014), Annual Report에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음.
49) CNBV(2014), p. 42.
50) CNBV(201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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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기적 조사방문을 통하여 상업은행(multiple banking institution)의 내재적
위험을 평가하였다. 금융개혁의 결과로 과소자본규칙(capitalization rules) 강화
같은 새로운 규정에 입각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CNBV에 제시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금융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다.51)

3) 관련 이슈에 관련한 조사(inspections associated with relevant
and/or conjuncture issues)
정기적 조사 외에 CNBV는 2014년 25건의 특별조사방문과 1건의 수사방
문을 수행했다. 이러한 방문 조사는 사건별로 행해지며 한 부문이 전체적으
로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사, 대출대상별(주택
개발자에 대한 대출,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소비대출 등) 사업 활동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52)

나. 개발은행과 진흥기관(development banking institutions and
promotion entities)
CNBV는 개발은행과 진흥기관들에 대하여 2014년 정기조사방문, 금융위
험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 규정준수 점검, 관련 사건에 대한 추후 조사
등 프로그램화된 감독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에서 2018년 기간에
제도적 프로그램과 사업계획, 대출에 대한 자원 할당 수준을 사업운영의 리
스크 관점에서 감독하고 있다.53)

51) CNBV(2014), p. 43.
52) CNBV(201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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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회사(brokerage firms)
증권회사 사업 영역에서 협상구조, 보상, 정산(settlement), 가치평가 모델
에 대한 감독이 2014년에 강화되었다. 이는 위험에 대한 감독활동이며 투자
서비스 규정을 검토하는 것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증권회사들의 자본화
(the capitalization)의 실효성을 주식시장 체계와 개별 회사의 위험프로파일
면에서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기적 조사 방문을 통하여 내부적
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경영의 질과 법규 준수, 시장에서의 사업
관행을 감독한다. 수취, 등록, 주문처리, 사업 할당을 위한 시스템 기능, 투자
서비스에 관한 규정 수행, 지불에 대한 정책 준수, CNBV에 의하여 결정된
이전 시정사항에 대한 실행 같은 사항이 개정되었다.54)

라. 뮤추얼펀드(mutual funds)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독은 해당 부문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2014년 설계된 조사와 모니터링 일정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55)

마. 환전사무소(currency exchange offices)
보조적 신용거래 기관의 하나인 환전사무소에 대하여는 2014년 감독과
추후점검 활동의 일환으로서 분기별 금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

53) CNBV(2014), pp. 45-46.
54) CNBV(2014), p. 49.
55) CNBV(201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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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운영의 규정준수 주요 금융지표를 분석하고 의견반영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조사활동은 주로 외환사무소의 유동성, 채용과 정산, 외환
거래에 대한 회계기록, CNBV에 제출한 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일치성 여부
에 대하여 주로 행해진다.56)

바. 다목적 금융회사(multiple-purpose finance companies)57)
다목적 금융회사 중 은행과 연계되어 형성된 회사들(grouped companies
consolidated with banks)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상업은행과 규제준수 요구수
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사에서는 CNBV는 9번의 정기적 조사방문을 통하
여 내부적 통제환경을 강화하고 대출경영과정의 단점을 시정, 예방적인 대
출위험추정 계산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련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3건의 특별 방문도 행해졌다. 관련 주제는 상업적 포트폴리오
(commercial portfolio) 개시, 경영, 회복 절차에 대하여, 금융팩토링 사업운영
(financial factoring operations), 보증대출(the granting of guaranteed loans) 등
이다. 추후 점검활동으로는 2014년에는 SOFOM ERs의 자본지표와 사업경
계(리스, 팩토링과 관련분야)에 대한 규정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56) CNBV(2014), p. 57.
57) CNBV(2014),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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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용조합(credit unions)58)
2014년에 연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기조사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주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취약성, 대출과정의 취약점, 대출위험
에 대한 예방적 추정을 위한 부족한 자본, 부실 포트폴리오의 정상 포트폴리
오로 부적합한 등록, 금지된 사업운영 완료, 주식/순자본 관점에서의 취약성
등이다. 모니터링 활동은 정기적으로 추후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중 일부 조합에서는 법률규정에
맞는 자본수준 확충과 유지를 위한 정기화된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다.

아. 대중금융기관 부문(entities of the popular finance sector)
대중금융기관 부문은 SOCAP과 SOFIPO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the Law
to Regulate Activities of Savings and Loan Cooperatives(LRASCAP)와 the Popular
Savings and Loan Law(LACP)의 규제 대상이 된다.59) 이 중 the SOCAPs 의
기능을 시정하는 데 2014년 감독활동이 이루어졌다.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
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대출과정과 위험관리, 재무정보 기
록, 과소자본(capitalization) 수준, 대출위험에 대한 예방적 추정치, 담보권이
실행된 자산(foreclosed assets), 이윤과 영업비용, 유동성 수준면에서 시정 프
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추가적인 감독활동의 일환으로 이전의 보호기금의 예
비감독위원회(the Auxiliary Supervisory Committee of the Protection Fund)가

58) CNBV(2014), p. 61.
59) CNBV(201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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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호의적인 판결을 참고로 하여 2013년 말 상정된 허가요청에 대하여 분
석과 판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말 48개의 요청이 고려되고 있다.60)

자. 은행과 증권의 대표사무소
2014년에 24개의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를 방문조사하고 2개의 외국증권
회사를 방문조사하여 사업운영이 허용된 법위에서 행해지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방문한 대표사무소의 운영이 규제하에서 정상적으로 행해짐을 발견
하였다.61)
금융개혁으로 CNBV의 감독활동의 범위가 확장되는 한편, 체계화, 명문화,
공식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목적 금융회사 중
은행과 연계되어 형성된 회사들(grouped companies consolidated with banks)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상업은행(multiple banking)과 규제준수 요구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2. 규제62)
가. 금융집단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of financial groups)
일반적 규정은 금유지주회사들이 회계상 기록하고 있는 수단과 기술적 기
반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2014년 말 발표된 금융그룹규제법(LRAF: the Law
to Regulate Financial Groups)에 의거한다.63)
60) CNBV(2014), p. 64.
61) CNBV(2014), p. 71.
62) CNBV(2014), Annual Report를 발췌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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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

1) 자본 요구(capital requirements)64)
신용기관에 적용 가능한 자본화규정(the capitalization provisions)은 바젤
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감독에 대한 표준(the standards issued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을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즉 사업운영, 상
대리스크와 신용리스크(counter party and credit risks), 최소기준 외에 자본요
구를 당국이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 수용, 대출과 시장리스크 주제에 관하
여 당국이 공시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조 수용 등이다. 자본화지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면 자본을 확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CNBV에 진술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동성 요구(liquidity requirements)65)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CNBV와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exico)은 상업
은행의 유동성요건에 대한 일반규정(the General Provisions)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인 유동성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63) CNBV(2014), p. 75.
64) CNBV(2014), p. 75.
65) CNBV(2014),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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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은행기관(development banking institutions)
해당 부문에서는 국가재정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성된 대출 포트폴리
오에 대한 등급(loan portfolio rating)을 부여하기로 한다.66)

4) 전자은행업(electroinic banking)
이 부문에 대한 일반규정은 2014년 1월과 7월에 수정되었다. 자동입출금
기나 판매점 단말기(point of sale terminals)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
한 규제 적용에 필요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2014년 5월 해당 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67)

5) 내부적 감사와 통제 기관
개발은행기관에 내부 감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외부의 통제기관을 대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결의안이 발표되었다.68)

6) 기타 변화와 신설 조항(Other changes and updates)69)
신용기관에 대한 기타 주요 수정안이 예방적인 보유고(preventive reserves),
회계기준(accounting criteria) 조정, 정기적 보고서(regulatory reports), 위험과
유동성(risks and liquidity)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다. 예방적인 보유고는 주택

66)
67)
68)
69)

CNBV(2014),
CNBV(2014),
CNBV(2014),
CNBV(2014),

p.
p.
p.
p.

76.
77.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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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관이 시작하고 운영한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등급과는 별개로 신
용기관 자체가 개시하여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조정에서 재무적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보와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기적 보고서의 경우 재무정보가 회계상 조정된
바와 일관성을 보이도록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과 유동
성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을 수립하여 기관들이 직면한 다른 유형의 리스크
를 규명, 측정, 점검, 제한, 통제, 개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동성 위험에서
적합한 경영 및 감독과 관련하여 바젤위원회의 은행업감독에 대한 원칙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업데이트되었다.

다. 증권회사(brokerage firms)70)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되었다.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일정 증권과 발행자(trust certificates mentioned
in 7, section II, subsection c)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식상장 시 제1리드 브로커로 활동할 때는 이러한
제안을 하려는 발행자를 법률 177(article 177 Bis of the LMV)의 조항에 기
초하여 평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증권회사들은 제3기관을 채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이 수립되었다.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자본화(capitalization)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자본소비비율(the capital consumption ratio)은 자본화지수(the ICAP) 개
념으로 대체되었다. 자본화지수는 순자본을 총 위험에 따른 가중 자산으로
70) CNBV(2014),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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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값이다.71) 윤리경영 측면에서 증권회사의 최소 수준의 윤리(the codes
of conduct)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는 업무 수행 시의 잠재적 이해갈등을 해결
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라. 신용기관과 증권회사(credit institutions and brokerage firms)
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제 조항은 몇몇 경우에 대하
여 다음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 고객 프로파일, 금융상품을 분
석하는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과 지침, 일부 의무 준수, 서비스에 대한 수수
료, 금융상품 분석과 분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고서, 고객이 주식 발
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하였을 때 그리고 증권회사가 주식발행자를 소
유하거나 관련되었을 경우 투자자문서비스에 관련 조항으로 인한 이해갈등
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72)

마. 규제대상 여러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regulation applicable
to multiple sectors regulated)

1) 지불시스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참여자들(payment system networks and participants in these networks)
금융개혁으로 CNBV와 멕시코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불시스템
에 적용 가능한 일반규정이 발표되었다. 즉 지불시스템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 환전수수료, 직간접 요금
71) ICAP = Capitalization index: Net capital / Weighted assets subject to total risk.
72) CNBV(2014),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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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개료, 중앙은행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
불시스템법(the Law of Payment Systems)에 의하여 지불시스템 네트워크라
지칭되는 시스템의 서비스는 일반규정에서 제외되었다.73)

2) 외부적 감사와 사업운영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타 전문인들74)
독립적인 외부 감사자와 기타 금융상품 관련 자격에 대한 일반규정이 발
표 되었다.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거래에 관한 의무 준수를 검토할 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전문성과 업무 수행에 윤
리적 행위를 할 수 있고 감독하에 있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검증체계를 수
립하고자 한다.

3) 파일의 통합(integration of files)75)
금융개혁의 법률과 일관된 요구(금융기관의 피고용인이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파일을 통합하는 문제에 관련한 일
반규정의 개정 사항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지명할
때 기술적 능력, 금융과 법률, 행정에 관한 경험, 직업적 위신(professional
prestige), 만족스러운 신용경력 등이 고려되고 있음이 나타나야 한다.

73) CNBV(2014), p. 82.
74) CNBV(2014), p. 82.
75) CNBV(201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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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의 공시(disclosure of sanctions)
2014년 개혁에 기초하여 금융시스템을 관장하는 법률에서 CNBV에 의한
제재 공표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외도 증권관련 사업운영, 자기시정
프로그램(self-correcting programs), 규제대상이 아닌 다목적 금융기업(multiplepurpose financing companies), 환전사무소(currency exchange offices), 그리고
자금이체회사(money transfer companies)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76)
상기 내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견지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
한 규제를 표준화, 공식화, 규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요구기준으로 바젤위원회 감독표준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
상업은행의 유동성요건을 확립한 것, 독립적인 외부 감사자와 기타 금융상
품 관련 자격에 대한 일반규정을 발표한 것 등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상
품과 거래에 관한 의무 준수를 검토할 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성한 바이다.

3. 허가77)
2014년 CNBV는 은행, 증권, 투자펀드 등에 대하여 10건의 사업운영을 허
가하였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관(new financial entities)이 멕
시코 금융시스템에 진입하였다.

76) CNBV(2014), p. 83.
77) CNBV(2014), Annual Report를 발췌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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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부문

78)

해당 부문에서 세 개의 새로운 상업은행기관이 허가를 받았다. 2014년 말 기
준 이들은 사업운영 이전 단계에 있다. 이 기간에 그들은 사업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따르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허가 받은 세 기관은
Banco Finterra, Banco Progreso Chihuahua, 중국의 공상은행의 멕시코 법인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México)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지고 있다.
Banco Finterra는 2014년 3월 조직 및 사업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대중적
금융그룹인 Grupo Finterra가 은행으로 변신(the transformation)한 경우로서
농업사업(the agribusiness)과 농촌부문에 신용공여 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
고 있다. Banco Progreso Chihuahua는 2014년 3월 허가를 받았으며 금융기관
인the financial entities Unión de Crédito Progreso, Akala Sofipo와 Única Casa
de Cambio가 합병한 결과이다.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Grupo Progreso
에 속해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미소(micro) 및 중소기업(MIPYMES),
농-식품부문(agri-food sector), 중하위 사회경제계층의 자연인, 비은행 금융
기관(다목적 금융회사, 대중금융기관, 저축 및 대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멕시코 법인(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México)이 2014년 11월 허가를 받았으며 집중 공
략 시장은 외국 무역과 관련 있는 중대형기업, 멕시코에 있는 중국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 멕시코에 살고 있는 중국인, 중상위 계층의 자연인 등이다.
이외에도 2014년 9월 소액 계좌에 연계된 데빗카드(debit cards)에 특화한 상
78) CNBV(201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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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기관인 Banco PagaTodo가 사업시작 허가를 받았다.

나. 증권부문(securities sector)79)
2014년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중권회사의 영업이 허가되었다.
Goldman Sachs México Casa de Bolsa는 2014년 1월에 사업운영 시작을 허가
받았으며 통화(money), 외환, 자본시장, 파생상품, 기관투자자, 공공부문기
관, 기업과 국제금융시장의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BTG
Pactual Casa de Bolsa는 2014년 3월에 사업개시 허가를 받았으며 자본시장
과 외한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현지와 외국기관투자자,
대형기업, 정부와 연기금에 사업초점을 두고 있다. Itaú BBA México Casa
de Bolsa는 2014년 11월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주식거래부터 시작하여 후에는 자본시장에 투자서비
스 제의(the offer of placement services),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상품개
발을 할 계획이다.
증권사업 지원 금융기업인 A.M. Best America Latina는 증권 등급 기관으
로서 2014년 9월에 허가 받았으며 사업 활동은 국내외 보험회사, 회사채발
행회사(bonding companies), 재보험기관, 이 기관들의 주주와 이들이 발행한
채권에 등급부여절차에 국한되어 있다. Mercado Electrónico Institucional(MEI)
는 2014년 9월에 사업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증권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
록 하는 시스템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기
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부문에 초점 맞출 것이다. MEI는 Grupo CENCOR
79) CNBV(2014),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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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에 의하여 통합된 그룹에 대한 지주회사, MEIDerivados and Enlaces
Internacionales Proveedor Integral de Precios)의 부분이다.

다. 외국금융기관들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financial entities)80)
2014년에 멕시코에서 외국금융회사들의 대표사무소 설립이 허가된 경우
는 독일 은행의 대표사무소인 KFW IPEX-BANK GMBH, 스페인 은행의 대
표사무소인 Banco Popular Español, 한국 외환은행의 대표사무소인 Korea
Exchange Bank 등이다. 이들의 1차적인 관심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멕시
코 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4개의 기관이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멕시코 내 대표사무소를 폐쇄하
였다. 즉 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UPS Capital Business Credit,
Banco Pastor, Bank of America, National Association(누에보레온 주의 몬테
레이에 위치한) 등이다.

라. 대중저축 및 대출 부문(popular savings and loan sector)
12개 SOCAP이 영업지속을 허락받았으며 the SOFIPO 부문에서는 3개의
기관이 영업시작을 허락받았다. 이로써 안전하고 적합한 금융서비스가 해당
부문 소비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확대될 것이다.81)

80) CNBV(2014), p. 93.
81) CNBV(2014),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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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전사무소와 자금이체회사(currency exchange offices and
money transfer companies)82)
금융개혁, CNBV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참여
하는 인력의 전문화 결과로 환전사무소와 자금이체회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등록소(RECC-TD: the Registry of Currency Exchange
Offices and Money Transfer Companies)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때문
에 CNBV는 2014년 1,047건의 등록 경신(registry renewals)을 부여하였는데
그중 1,008건은 환전사무소이고 39건이 자금이체회사이다. 62건의 신규 등
록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57건이 환전사무소이고 이중 5건이 자금이체회사
이다. 2014년 말 the RECC-TD에는 1,065개의 환전사무소(currency exchange
offices)와 44개의 자금이체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Ⅳ.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현황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1999년 외국인투자법(LIE: Ley de Inversión
Extranjera)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개정을 거듭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일부 부문에 대하여 헌법 및 특별법에 따라

82) CNBV(2014),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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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최고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3) 금융업 중 개발금
융기관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멕시코 법인만이 지분 취득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정(제6조)되어 있으며 이외의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LMV12조에서 제시한 투자전문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퇴
직연금 운용회사 등은 49%로 외국인 투자제한을 하고 있다(제7조).84)
금융그룹과 관련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85)
제27조 D: “외국금융기관은 지주회사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그룹을 운
영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 특히 재무부(SHCP)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86)
제27조 E: 각각의 감독권을 지닌 금융당국들은 조약이나 규정협정에 따른
내국민대우 규정을 보장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자회사는 조약
이나 국제협정에 어떠한 제한이 없는 한 지주회사와 동일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87)
제27조 F: “금융그룹법(LRAF)과 신용기관법(LIC) 제27조 B규정에 따라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명확하게 허가된 외국금융기관은 금융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88)

83)
84)
85)
86)
87)
88)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금융투자협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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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H: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본은 F주(51%)로 구성되고 나머지 49%
는 무차별 혹은 일괄적으로 F주 혹은 B주로” 구성한다.89) “외
국금융기관은 제27조 3항의 경우90)를 제외하고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F주를 취득할 수” 있다. “B주는 보통주인 O주와 같
고 F주를 소유한 외국금융기관은 B주 소유와 관련하여 LRAF
제20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91) 제20조에 따르면, 보통주 O
주의 취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51%를 초과할 경우 SHCP
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92)

멕시코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93)
A주: 멕시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보통주
B주: 청약이 자유로운 보통주로 외국인도 취득가능
C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내외국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
D주: 우선배당주 혹은 우선주
F주: 외국의 지주회사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L주: 내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O주: A 및 B주와 동일한 금융그룹 지주회사, 상업은행, 증권회사 주식으
로 은행예금보호법(Ley de Protección al Ahorro Bancario)에 따라 전
환 가능한 주식
89)
90)
91)
92)
93)

금융투자협회(2010), p. 123.
주식이 예금보험기금이나 증권시장지원기금에 담보 혹은 재산으로 양도.
금융투자협회(2010), p. 123.
금융투자협회(2010), p. 123.
금융투자협회(2010), pp. 80~81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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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주: 발행사 임직원을 위해 특별 발행되었으며 거래 불가한 주식
ADR: 발행지 시장과는 다른 복수의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증서로 특
정의 주식 수로 구성되어 있다.94)

상기 서술에서 보여주듯이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몇몇 산
업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고 금융업의 경우도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국가독점 내지 일부 금융업의 지분제한 규정 외에 특별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규제는 없다.95) 또한 멕시코 정부는 2014년 금융개혁을 통하여 민간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증가시키고자 외국인에게 금융시장을 확대 개방하
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금융개혁을 계기로 FTA를 맺은 국가의 금융회사
진입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한국과 같이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의 은행들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다
른 아시아계 은행과 함께 한국 은행들도 멕시코 금융 산업에 진입하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보다 먼저 멕시코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의
사업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외국 금융기업들의 사업 운영 전략
가. 글로벌 은행

1) HSBC 멕시코 법인
HSBC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이며 멕시코 법인은 2002년 Grupo
94) 금융투자협회(2010), p. 81.
95) 금융투자협회(201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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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ero Bital 지분 99.59%를 인수하여 설립되었다. 자회사로는 증권사
(HSBC Casa de Bolsa), 연기금사(HSBC Afore), 보험사(HSBC Seguros), 보증
사(HSBC Fianzas)등이 있다.96) HSBC는 고객과 상품개발 면에서 다각화 전
략을 사용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해외시장을 향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97) 해외진출 전략의 특징은 부실은행 인수를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
반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왔다. 시장 확대에 있어 화교기반 영업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선진국 중심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또한 각국 시
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화를 추구하면서 대기업보다는 개인 및 중소기업 중
심으로 진출하여 점차로 개인고객영업(PB), 투자은행업무(IB), 자산관리 등
으로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확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점
과 직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고객 대상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
점과 직원이 요구되는 기업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HSBC의
직원 수는 2007년 35만 명에 달하였으나 2016년 1/4분기 25만 4,000명으로
감축되었다. 수익원 면에서 2006년 개인소매금융이 42%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23%로 감소한 반면, 기업/투자 금융 면에 있어서는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98) 2001년 터키지역 은행을 인수하여 10위 은행으로 입지를 굳
혔으나 2015년 거액의 손실을 내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래 성사가 용
이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지점 절반을 줄이면서 기업고객에 집중하는 비
용절감 전략으로 전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99) 멕시코에서 HSBC의 강점
96) 금융투자협회(2010), p. 128.
97) 하나금융연구소(2011), p. 19.
98) ｢금융제국 씨티·HSBC의 ‘몰락’｣(2016. 7. 2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4948
(검색일: 2016. 7. 30). 이러한 추세는 씨티그룹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소매금융 55%에서
38%로 기업/투자금융 33%에서 56로 기업/투자 금융 부문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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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성 향상 및 지출관리, 개인 신용카드 관리 같은 영역에 집중 투자하
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100)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
한 자산건전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고객에게 집중하는 전략의 전환은 최근 씨티그룹도 지향
하고 있는 바 일부 국가의 개인대상 소매금융을 축소하거나 수익이 저조한
일부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씨티그룹(바나멕스)의 시장점유율
은 하락하고 있으나 개인 고객 부문 수익은 해당부문 전체 수익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101)

2) Santander
멕시코의 Banco Santander는 Banco Mexicano, Banco Serfin, Santander가
합병된 결과물이다. 유럽최대 기업인 Banco Santander SA를 모기업으로 광
범위한 상업은행과 소매금융서비스에 주력해왔다.102) Santander는 높은 수
준의 지역다각화를 통하여 시장 확대를 추구한다. 또한 HSBC와는 달리 상
품다각화보다는 일정 상품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03) 특히 유럽에서 사업기
반이 더욱 공고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시장 확장 전략 면에서
문화적 언어적 환경이 유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입하며 소매금융 부문
99) ｢금융제국 씨티·HSBC의 ‘몰락’｣,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4948(검색일: 2016. 7. 30).
100) 금융투자협회(2010), p. 128.
101) ｢금융제국 씨티·HSBC의 ‘몰락’｣,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4948(검색일: 2016.
7. 30).
102) 금융투자협회(2010), p. 129.
103)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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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6년부터 중남미에 진출을 시작하여
1999년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2000년에 브라질, 2002년에 칠레와 베네수엘
라에 진출하였고 유럽시장에서도 시장지위가 상승하였다. 리스크 관리, IT,
후선지원 업무는 철저한 중앙집중형 체계로 관리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
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4)

나. 일본, 중국 은행
중국의 공상은행과 한국의 신한은행, 일본미즈호 은행이 2015년 말까지
차례로 멕시코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고 올해 영업인
가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중국의 중국은행과 일본의 스키토모쓰이
은행 등도 은행업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105) 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과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도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106)
특히 미쓰비시 은행은 2016년 3월 멕시코시티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미즈호
은행은 9월에 지사를 세우고 인력도 5배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은행들은 멕시코에 진출한 닛산,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은행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멕시코의 양호한 경제 성장 전망(2.6%)과 낮은 임
금 수준, 미국경제와의 통합성으로 인하여 멕시코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

1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1), p. 17.
105) ｢문 열린 멕시코 금융시장 ‘한중일 삼국지’｣(2016. 1. 5), http://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84236(검색일: 2016. 3. 5).
106) ｢일 대형은행들, 자동차 업체 등에 업혀 멕시코 진출｣(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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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일본 은행들은 이러한 일본 자동차 기업의 멕시코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은행서비스를 중심으로 멕시코에서 사
업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는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 불확실성이
낮은 안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행도 공상은행의 예로
볼 때, 일본 은행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거주하는 중국 기업과 교민을 고객
기반으로 영업을 확대할 전망이다.107)

Ⅴ. 한국 금융업의 멕시코 진출전략
1. 한국 금융업의 현황과 경쟁우위
가. 한국 금융의 현황과 경쟁우위
한국의 금융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부적 구조조
정과 혁신을 통하여 경영성과 면에서 선진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시장의 경쟁, 한국의 저성장시대 돌입 등으
로 국내 금융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 은행들의 ROE는 캐나다 23.8%, 호
주 23.0%, 스웨덴 16.7%, 국내 은행의 경우 4.91%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
다.10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정책의 방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규제 강화와 정
107) CNBV(2014), p. 90.
108) 한국금융연구원(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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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
자활동의 주안점은 초과수익률 추구보다는 안전자산선호 혹은 부채축소로
전환하고 있다.109) 리스크 관리 면에서 안정성을 기하는 반면,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도 병행하여 사업 활동의 수익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해외진출 전략은 해외시장에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대형은
행들을 중심으로 추구되고 있다(김남국, 김동재 2008; 이장로, 박지훈, 김미
옥 2005). 이는 국제화 수준과 기업성과가 반드시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양오석, 민상기
2011), 한국 금융기업들은 아직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국제화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는 2013년 기준으로 수익성 악화, 자산증가율 둔화,
자산건전성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용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다가
최근 소폭 악화되고 있으며 부문별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110) 한
국 금융업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성과를 중심으로 경쟁우위와 잠재적 성장성
을 사업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프라이빗뱅킹사업부 단독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지만 일부 선도은
행을 중심으로 프라이빗뱅킹 사업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격적인 사업 활동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111) 그러나 아직
109) 서정호(2016), p. 14.
110) 한국금융연구원(2014), p. 20, p. 24, p. 26.
111)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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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프라이빗뱅킹 수익기반은 글로벌 프라이빗뱅킹에 비해 수익원
의 다각화 정도를 비롯하여 수익창출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므로 전담 인력 육성, 관련 인프라 구축, 프라이빗뱅킹센터 설치 등 초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112) 그리고 글로벌 프라이빗뱅킹의 강점인 투자자문,
투자일임 면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113) 즉 고객들이 자문이나 상담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은행이 투자자문업은 허용
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프라이빗뱅킹을 비롯
한 소매금융의 여러 사업부문(대출, 파생상품, 유가증권 판매)은 국내은행이
주력할 필요가 있고 성장성이 잠재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
고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2012년에 총 388억 달러 금
융지원 중 민간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750만 달러를 지원한 것
에 그치고 있다.114)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조달
금리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건설, 플랜트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위험관리에 취약한 자산부채 구조를 가
지고 있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문
제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은 외화자산이 구축되어 있어 자연적 헤지가 가능하
112)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0.
113)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0.
114)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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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민간은행의 경우 외화자산의 부족으로 만기불일치 위험에 대응하기 어
렵다.115) 그러므로 민간은행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미 델핀 LNG와 15억 달러 프로젝트파이낸
싱(PF)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116) 사업주는 미국 LNG 사이고 해양플
랜트 설립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선채는 국내 조
선사가 건조하고 총 사업비 21억 달러 중 타인자본 15억 달러 조달에 대해
PF 금융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해외 PF 시장에서 금융자
문, 주선을 하고 국내 조선사, 건설사, 자원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비즈니
스 모델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117)

라. 수수료 수입
국내은행은 이익이 대부분 이자에서 창출되고 2013년 말 기준으로 비이
자 이익 비중이 미국의 비이자이익 37.5% 비해 10.7%로 글로벌은행보다 낮
은 편이다.118) 이러한 자산의존적인 수익구조는 경기에 민감하여 현금흐름
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금융업에서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하
여 M&A(Merger & Acquisition)를 통한 대형화, 수익위주의 경영, 겸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업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은행과 비은
115)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3.
116) ｢산업은행, 美 델핀 LNG와 15억 달러 PF금융자문 계약 체결｣(2016. 6. 10), http://daily.hankooki.com/
lpage/economy/201606/dh20160610174914138100.htm(검색일: 2016. 7. 30).
117) ｢19조원 에너지 사업 등 멕시코 인프라 진출 발판｣(2016. 4. 5),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108300001.HTML(검색일: 2016. 7. 30).
118)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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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제휴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장 전략은 고려해야 할 필수
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준범, 노태우(2016)의 연구에서도 나타
난 바와 같이 수익다변화 전략은 해외진출의 성과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수료수입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핀테크 서비스 역량
핀테크는 금융(finance)에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접목한 사업영역
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모바일기기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를 하고 데이
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자산관리 및 운용, 기업금융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다.119) 한국은 디지털뱅킹 활용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높은 스마트폰
보유인구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업체는 아직 없는 실
정이다. 한편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경쟁은 요우커의 알리페이 국내결제의
예에서 보듯이 심화될 전망이다.120) 이에 정부는 핀테크 육성 정책을 시장
진입규제완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사전규제 완화,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M&A와
현지화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핀테크 서비스 분야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119) 서정호(2016), p. 27.
120) ｢신한은·알리페이, 결제정산 서비스 업무협약...“요우커 잡아라”｣(2016. 9. 8), http://www.
asiatoday.co.kr/view.php?key=20160908010005136(검색일: 201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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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21)

2. 한국금융업의 멕시코 진출전략
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교민 고객 기반 시장진입 전략
일본이나 중국 은행, 글로벌 은행들의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
였던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자국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멕시코 현
지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고 최근에는 기아 자동차 멕시코 생
산법인이 몬테레이에 설립되어 기아차와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와 이에 따르
는 소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들을 고객기반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멕시코 진출 A기업의 관계자와
인터뷰 시 특히 현지 진출 중소 한국기업들의 경우 국내은행의 진출 소식에
향후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122) 또한 멕시코 현지
사정에 맞는 자동차 할부금융 모델과 내구재 할부구매 모델 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대통령 순방 시 한국정부와 멕시코
정부의 인프라개발 사업 관련한 MOU 체결로 인프라 관련 사업에 한국기업
들의 진출이 전망되고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신규 진출기업을 고객기반으
로 시장 확장전략을 펼치는 것도 진입 초기 전략으로 높은 위험을 피하면서
멕시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 예상된다.
진출 한국기업과 교민을 주요 고객으로 사업운영을 하는 경우, 지역적으
121) 서정호(2016), p. 30, p. 32.
122) 2016년 8월, 멕시코 진출 A기업 방문 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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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이나 글로벌 은행들이 선점한 상황하에서 초기
진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선택과 특화할 사업 분야 선정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있는 국경지역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등 대기업이 사업운영을 하는 지역
이 우선적인 진출지역으로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쟁상황과 성
장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지역 중에도 우선적으로 진출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예상된다. 선정 지역에 진출한 후 한국기업과 한국기업의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에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들의 급여이체와 각종 세금 납부를 관리하면서 소액대출과 물품구입
시 할부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데빗카드(debit card)
발급 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객 관련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CJ 홈쇼핑
같은 멕시코 진출 한국유통기업이 향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금융서비
스 수요도 높아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전 신흥시장인
중국 진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은행들이 진출한 신흥국가인 중국에서
최근 한국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외국은행들과 중국은행들
의 수익성은 양호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들의 중국 현지 사업이 한
국기업이 밀집된 동부 연안에 집중하여 진출하고 고객기반도 한국기업과 교
민에 한정된 상태에서 국내 유수 은행들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123) 한국은행으

123) 지만수(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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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2007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2012년부터 6개 한국
은행들의 영업이익과 자산수익률(ROA)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점
으로 보아 중장기 전략을 진입시초부터 구상할 필요가 있다.124) 즉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기업과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현지
화 전략을 통한 시장 발굴 및 확장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멕시코
지역에 따라 시장규모, 접근성, 성장성, 경쟁정도, 한국친화성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125) 이를 기초로 진출단계에 따른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전
략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 경영환경에 맞는 사업전략을 도출하고 적
용할 필요가 있다.

나. M&A 통한 현지화전략
진출초기 전략으로서 일본, 중국은행들과 같이 멕시코 진출 국내기업을
고객기반으로 멕시코 금융시장에서 사업운영을 하는 전략에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이나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현
지화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하리라 예상된다. 실제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멕
시코 당국의 영업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신한은행은 초기 단계에는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신한베트남과 같은 현지화를 통한 사업운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126) 그리고 금융상품과 주력 부문 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여수신 외의
124) 지만수(2014), p. 4.
125) 지만수(2014), p. 8.
126) ｢국내 은행 M&A·지분투자로 해외 진출 다각화｣(2016. 6. 7), http://www.fntimes.com/paper/
view.aspx?num=155287(검색일: 2016. 6. 8).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법인을 설립해 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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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원의 다각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인가는 카드 업무
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지화를 통한 사업운영에 있어 멕시코는 한국과 물리적, 문화적으로 거
리가 멀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면이 많다. 특히 영어와 현지 언어에 대한
언어장벽이 높아 현지 소비자 및 금융당국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 산업은 전문 인력의 유치와 활용이
중요한 만큼 인력 활용과 관리에 대한 지식축적과 네트워크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권종욱 2005; 김남국, 김동재 2008; 이장로, 박지훈, 김미옥 2005; 여
희정 2008; 김기현, 정재호 2014).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국내은행들의 해외
점포 평가에 적용하는 ‘현지화지표’에 따르면 현지화 수준은 현지직원비율,
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 현지자금운영비율, 현지고객비율 등으로
가늠하여 볼 수 있다.127) 이러한 현지화 수준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진입 방법은 M&A를 통한 시장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내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에 경험을 축적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현지 금융사
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에 주로 진출하는 예가 관찰되고 있다. 이
는 M&A를 통하여 피인수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정보와 기존 고객
기반을 단기간에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현지화를 이루는 데에 유리
하기 때문이다.128)
1980년 대까지 글로벌 은행들은 해외시장에 진입할 때 주로 지점을 설치

이용비율 80%를 넘기고 연간 4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던 성공사례가 있다.
127) 지만수(2014), p. 27.
128) ｢국내 은행 M&A·지분투자로 해외 진출 다각화｣(2016. 6. 7), http://www.fntimes.com/paper/
view.aspx?num=155287(검색일: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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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었으나 이후로는 탈규제화와 기술의 발달로129) 인해 해외기관
을 매입하는 방법이 중요한 국제화과정의 양상이 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
카 은행들의 해외은행 M&A 활동이 2009~13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다(표
7 참고).130) 이러한 추세로 보아 라틴아메리카 현지 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은 인수대상 선정 면에서 현재로서는 용이한 접근이 아닐 수 있다. 반면
[그림 2]에서 보듯이 멕시코 현지 은행들이 수익성 면에서 최근 외국은행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131) 멕시코 현지 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통한 전통적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큰 반면, 멕시코 진출
외국 은행들은 수수료, 신용카드, 유가증권, 외환파생거래, 신탁이익 같은 비
이자수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2)

표 7. M&A 인수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본국

1994~1998

라틴아메리카

1999~2003

2004~2008

2009~2013

34

23

23

82

5

43

21

8

유럽(스페인과 포르투갈 제외)

43

3

17

5

스페인과 포르투갈

18

31

34

2

미국

기타

0

1

5

3

종합

100

100

100

100

자료: Alvarez, Sheng, and Vaz(2015), p. 185.

129)
130)
131)
132)

Alvarez, Sheng, and Vaz(2015), p. 183.
Alvarez, Sheng, and Vaz(2015), p. 184.
Doyran and Erdoğan(2015), p. 336.
Doyran and Erdoğan(2015),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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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멕시코 은행들의 수익성 추이
(단위: 평균자산 수익률, Return On Average Asset, %)
2.5
2
1.5
1
0.5
0
-0.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1.5
Average

Foreign

Domestic

자료: Doyran and Erdoğan(2015), p. 336.

상기 연구 결과는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은행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한국은행들이 멕시코 은행을 M&A 한다면, 예금과 대출을 통한 전통
적 사업영역의 경쟁력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멕시코 정부의 여신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은행들의 최근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은 M&A 시 적정 인수가격 결정에 특히 신중을 기해
야 할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멕시코 금융시장의 경쟁이 고조될 경우,
현지 은행이 M&A 인수대상으로 부상될 때 향후 경기부침 등 시장변동 요
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인수 가격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다. 핀테크에 기반한 틈새시장 전략
한국의 잘 구축된 IT 인프라와 이에 기초한 사업경험을 멕시코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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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으
리라 예상된다. 최근 한 국내은행이 베트남 현지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
와 동시에 출시하여 성공을 거둔 예는 멕시코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고무적인 사례이다. 즉 신한베트남 현지법인은 2016년 6월
말 기준 써니뱅크라는 모바일 전문은행의 2만 2,000명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차 대출을 위한 모바일 앱을 써니뱅크에 탑재하였다. 그 결과 출시 두
달 후인 8월 말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2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133)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현재 우수한 현지 사업성과를 이루
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멕시코 진출의 장기적인 관
점에서 현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핀테크를 활용한 사업운영은 한국금융
기업의 효율적인 고객접근과 고객기반 확충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수료
수입 같은 비이자수익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수익원 다변화의 효과도 기할
수 있어 성공적인 현지 사업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멕시코의 스마트폰 보
급률은 [그림 3]에서 보듯이 2014년 기준으로 3,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0%를 차지하고 2017년에는 약 5,400만 명으로 인구의 44.9%에 달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134) 한편 성인 인구당 보급률은 55.2%로서 베트남의
54.6%(2015년)을 약간 상회한다.135) 베트남의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과 증가
세를 고려할 때 베트남의 전체 인구에 대한 보급률인 약 40%(2014년 기준)
133) ｢베트남서 잘나가는 신한은 HSBC와 ‘외국계 1위’ 경쟁｣(2016. 9. 8).
134)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SE=20302
&ARTICLE_ID=5021324&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
=M00006(검색일: 2016. 9. 14).
135) ｢스마트폰 보급률, 이머징 시장 성장세 뚜렷 ...애플 우위 고수｣(2016. 9. 14), http://www.
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2(검색일: 2016. 9. 14), http://www.kita.
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213571&n_boardidx=117000(검색일: 201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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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멕시코에서도 근 시일 내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핀테크 서
비스가 확장될 수 있는 유리한 시장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
있는 한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현지 근로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구
축한 현지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할부 금융과 자동차 대출 영역부터 핀테
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연도별 스마트폰 이용자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명, %)
54.4
47.3
40.4
44.90%

33.3
27.2
39.40%
18.4

34.10%
28.40%
23.40%
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EMarketer, Kotra(2014)에서 재인용.136)

라. 서민대출시장 발굴전략
핀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울러 미소금융(micro financing)을 틈새전략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멕시코는 규모와 유연성 면에서 세계에서 미소금융
136)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SE=20302
&ARTICLE_ID=5021324&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
2=M00006(검색일: 201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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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미소금융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의 미
소금융업은 형식적, 준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인 미소금융기관 형태로 금
융시장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137) 멕시코는 1990년대 후반에 Oaxaca and
Chiapas에서 최초의 멕시코 마이크로파이넌스 기관들이 비영리기관으로 출
발하여 2011년에는 67개의 MFIs(Microfinance Institutions)가 the 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MFIX)에 보고되었다. 2013년 말에는 업계의 구조조정
후 MFIX에 52개 기관이 26억 달러의 대출포트폴리오와 약 600만 명의 차입자
를 가지고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다.13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에 MFI
업계는 기부자가 고갈되고 새로운 기관들이 업계에 진입하게 되어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운영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139)
이러한 점에서 한국 금융기업이 멕시코 미소금융에 진출하는 방안이 틈새
시장으로 시장확장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앞 부분에서 기술한 다
목적 금융회사(SOFOM ERs)와 대중금융기관(SOCAP, SOFIPO)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다목적 금융회사와 연계되
어 간접적으로 미소금융업과 경쟁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신규진
입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운영이 단기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137) Drašarová and Srnec(2016), p. 19. 멕시코는 미소금융기관 외에도 서민에게 금융적 지원과
비금융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과 과학기관, 펀드 등이 있으며 전국적
조직 혹은 지방 조직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소금융기관과 기금의 전국조직은 600개 기관
을 넘으며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미소금융체계는 Asociación Nacional de Microfinancierasy
Fondos(ANMYF) and ProDesarrollo, Finanzas y Microempresa이다. ANMYF는 최소한 41개
의 회원기관과 20만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ProDesarrollo는 30개 회원기관과 80
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138) Silva, Aké, and Martinez(2015), p. 177.
139) Silva, Aké, and Martinez(2015),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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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 결과, 마이
크로파이낸스 기관에서 서민대출의 금리 결정의 주요한 요인은 운영비용으
로 나타났다. 운영비용은 차입자당 평균대출금액과 금융기관의 총 대출 건
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여건과 신용
정보의 제도 발전이 운영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140) 멕시
코의 경우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 Baron(2008, pp. 567-568)
에 나타난 사례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미소금융업(microfinance)으로 주식상
장까지 하고 2010년 기준으로 200만이 넘는 고객을 가진 Compartamos는 이
자율이 2006년 기준으로 거의 90%이며 이 중 15%는 세금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미소금융의 이자율인 25~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 멕시코에
서의 영업비용이 높은 것도 높은 이자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
리인을 통한 이자수금 비용이 많이 든다. 멕시코의 전반적인 높은 이자율과
높은 운영비용으로 비영리법인 Pro Mujer의 미소금융 이자율이 Compartamos
의 이자율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141)
Drašarová and Srnec(2016)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미소금융을 사용하는 소득층은 월 소득이 2,501~3,500페소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301~2,500페소였고 6,000페소 이상
은 가장 적은 수의 고객이 분포하고 있다(표 8 참고).142)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이자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3,501-4,500 페소 계층까지 좀 더 고객
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40) 정영석, 이기영(2012), p. 95.
141) Baron(2008), p. 568.
142) Drašarová and Srnec(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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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tamos를 비롯하여 미소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은 양호하나 변동성은
높은 편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143) 그러므로 멕시코 미소금융업에
진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잠재적 경쟁자를 포함하여 업계 내 경쟁자가
많고 운영비용이 높으므로 규모의 경제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업
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계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
여 정책 변화, 경기 변동 등의 외부적 요인을 사업운영에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8. 미소금융고객의 월 평균 소득
(단위: 멕시코 페소, 명 수, %)

월별 평균 소득
(멕시코 페소)

<1,300
1,301-2,500
2,501-3,500
3,501-4,500
4,501-6,000
>6,000
합

구분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명
미소금융고객 내 비율(%)

미소금융고객입니까?
예
73
10.7
180
26.3
323
47.2
66
9.6
38
5.6
4
0.6
684
100

아니오
80
29.9
55
20.5
54
20.1
45
16.8
28
10.5
6
2.2
268
100

합
153
16.1
235
24.5
377
39.6
111
11.7
66
7
10
1.1
952
100

자료: Drašarová and Srnec(2016), p. 23 저자가 번역하여 작성함.

143) 정영석, 이기영(2012), p. 95; Brièere and Szafarz(2014), p. 40,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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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연구의 요약과 토의
멕시코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과 스페인계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다.144) 멕시코는 1982년의 외채위기와 1995년 페소화위기 후 금융개
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멕시코 시중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은행의 인수를 통한 멕시코 금융시장 진출은 본격화
되었다. 1995년 당시 18개 민영은행 중 10개는 외국인에게 매각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 통합되었으며 일부는 정부 은행으로의 전환을 단행하였다.145)
이때 NAFTA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한하여 3대 은행을 제외한 멕시코
은행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3대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30%에서 49%로
확대하였다.146)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
들도 멕시코 대형 은행들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147) 이후로 외
국계 은행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로 신용카드 대출 확대, 소비자금융, 모기지 진출 같은 영역에 초점을 두
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은행들의 보수적인 경영관행은 소
매금융에 집중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148)
144) ｢문 열린 멕시코 금융시장 ‘한중일 삼국지’｣(2016. 1. 5).
145) 현대경제연구원(2004), p. 4.
146) 현대경제연구원(2004), pp. 5~6. 1994년 당시 Banamex, Bancomer, Promex가 각각 랭킹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47) 현대경제연구원(200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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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금융이 국가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함으로써 선순환적 자금흐름
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멕시코 정부는 종합적인 개혁정책
의 일환으로 2014년 금융개혁을 공표하였다. 그 결과 종전 멕시코와 자유무
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금융사만 멕시코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
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금융기관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149) Haber(2006)는 멕시코의 은행들이 대출에 대해 보수적
인 원인을 은행산업의 독과점과 낮은 수준의 재산권보호로 분석하고 상대적
으로 경제적 비용과 시간비용이 낮은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독과점효과
를 상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최
근 멕시코의 금융개혁의 배경과 정책적 지향을 고려할 때, 외국은행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것은 경제적인 면과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멕
시코 정부가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금융기업에게 멕시코의 금융개혁은 새로운 시장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 금융체제는 재무부(SHCP), 중앙은행(Banxico), 금융
증권감독위원회(CNBV)의 감독하에 각각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중
CNBV의 감독, 규제, 허가의 대상이 되는 상업은행과 개발은행 등을 중심으
로 본 연구는 그 현황과 운용, 외국은행들의 사업 활동 현황, 적응전략을 살
펴보고 한국은행의 경쟁우위와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멕시
코는 개발금융의 국가독점과 일부 부문의 지분제한 외에 외국 금융기업에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는 데 특별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148) 권기수 외(2014), p. 131.
149) ｢문 열린 멕시코 금융시장 ‘한중일 삼국지’｣(2016. 1.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84236(검색일: 201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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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부터 진출한 유럽의 은행,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 일본, 중국은행의 경쟁우위와 해
외확장 전략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은행들의 특징은 국내에서 확보한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본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지역으로 우선
진출하며 현지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M&A를 통하여 단기간에 현지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행들은 멕시코진출 자국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현지 금융시장
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멕시코 진출 역사와 한국기업의 멕시
코 진출 추세를 고려할 때 진입 초기에 한국기업도 지향하는 전략이며 고무
적인 방향이라 분석된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진출 한국 금융기업
들은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이나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
격적인 현지화에 기반 한 사업을 전개하리라 예상된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
이 낮은 고객과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업 범위와 고객범위를 확대
하는 순차적 진입방식 이외에도 IT 기술과 연계한 핀테크를 통하여 송금, 대
출, 이체, 결제 영역에 특화함으로써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최소화
하여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미소금융 혹은 서
민대출 시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경쟁이 심화되고 운
영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접근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진입 방식도
적정가격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전제로 한 M&A를 통한 현지화전략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한국은 프라이빗뱅킹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150) 그리고 한국은행들의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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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행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아 수수료 같은 수익원 개발을 통한 수익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테크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은 수익다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수립과 기업경영에 관련한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멕시코 금융개혁으로 FTA를 맺지 않은 한국
금융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시장 확장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은행들이 선점한 가운데 최근 현지 은행들의 경영성과가 수익성 면에서 높
아지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경쟁정도가 예상 이상으로 높을 수 있음을 고려
하여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 초기 전략으로는 진출 한국 기
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이 중심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현
지화를 통한 시장침투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지역선택을 궁구할 필요가 있
다. 중국의 진출 경험을 기초로 혹은 지역에 따른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를
고려할 때, 멕시코 지역별 사업 확장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전문 인력 유치와 활용 및 관리가 중요
한 사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사업 확장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험에 기초하여 멕시코는 핀테크 서비스가 침투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으므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증권부문에는 외국 증권회
사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다. 현재 주요 수익원이 증권거래 수수료인 것으로
150) 한국금융연구원(2014),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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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아직 기업 M&A나 증권발행, 시장조성, 컨설팅 같은 투자은행의 업
무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향후 멕시코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대규모 국내외 M&A 시장이 발달할 경우, 이에 대한 경쟁
력을 갖춘 글로벌 증권사가 멕시코에 대다수 진출하여 있어 사업영역 확장
가능성이 예측되는 면도 있다. 한국 금융기업이 멕시코 증권업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핀테크를 통한 자금이체, 송금서비스를 외국증권사와 제휴하는 방
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소금융 혹은 서민대출을 틈새전
략으로 고려할 때, 시장의 경쟁정도와 운영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금융시장에는 미소금융 혹은 서민대출 분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목적 금융회사(SOFOM ERs) 같은 관련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신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M&A를 통한 현지화를 추구할 때, 인
수대상 선정과 적정인수 가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현지
은행의 경영성과가 최근 향상되는 면이 있고 이들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전
통적 업무에서 수익을 주로 창출하고 있다. 이 중에 인수대상을 선정한다면,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최근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인수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는 이들 주요 수익원이 예금과 대출에 있는데 이 두 영역의 성과는 외부 금
융충격에 의하여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1)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한 여신시장의 신용경색은 예금 수신율을 저하하는 관계가 있음
이 나타났으므로 멕시코 금융시장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은행 수익의 변동

151) Moraes, Gutierrez, and Barbosa(2015),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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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폭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적 효과를 고려한 수익
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인수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하여 비이자수익에 주력하는 등의 수익원 다변화전략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에 있어 법인 설립 허가
후 멕시코 사업시작 인가를 받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공상은행의 경우, 2014년 11월에
설립허가를 받고 사업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한편 매년 대중금융업
과 다목적 금융업에 대한 진입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
쟁 심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52)
끝으로 정부의 멕시코 진출에 따른 정책적 지원은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
출을 본격화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정부는 2016년 대통
령 순방 시 멕시코 정부와 교역확대와 인프라협력을 포함한 34건의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멕시코 정부의 5,9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계
획 추진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53) 이와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인프라사업 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멕시코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10억 달러, 5억 달러 규모의 수주지원 금융 프
로그램을 조성하는 노력도 한국 기업의 멕시코진출을 현실화하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154) 이는 한국의 금융기업들의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형
152) CNBV(2012), p. 65; CNBV(2013), p. 68; CNBV(2014), p. 93.
153) ｢19조원 에너지 사업 등 멕시코 인프라 진출 발판｣(2016. 4. 5),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108300001.HTML(검색일: 2016. 7. 30).
154) ｢19조원 에너지 사업 등 멕시코 인프라 진출 발판｣(2016. 4. 5),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108300001.HTML(검색일: 201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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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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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후 경제성장을 지속하다가 1996년 OECD 가입
후 반세기 만에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
에 원조를 해주는 수출 순위 6~7위, 경제규모로는 11위로 선진국 수준이다.
짧은 기간에 발전한 비결은 수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경제개발계획 및
무역확대전략회의라고 한다.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
원을 가진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영토에 비하여 많은 인구와 분단
된 적은 영토,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국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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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즉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실행하
여 성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일본, 대만 및 싱가포르가 수출주도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 GATT의 출범, 1995년 WTO의 출범으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
은 완화되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관세장벽은 낮추었
으나,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적극 대응하여 상대국을 설득
하고 수출을 증대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하거나 용이하
게 하기 위한 즉,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중남미 주요 국가
들의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문제
점과 어려움, 그리고 정부가 이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현황에
서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및 적합성평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즉, 회피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
라 기업들의 중남미지역 수출 어려움 및 문제점 파악은 설문지를 통한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에 대한 선행 연
구 논문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
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기술표
준원의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하여 해외인증규격 취득비
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산하기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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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방자치단체 및 테크노파크 등의 해외인증규격 취득비용의 50%를 지
원하고 있는 사업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내수 위주기업 및 수출 기
업들이 활용하면 중남미에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방안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하는
방법으로 첫째, 국제인정기구연합체 ILAC(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
APLAC)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CB Scheme)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
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3개 회원국간에 IT
분야 국가간 상호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남미국가에도 이를 활용하
는 것이다. 셋째,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에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시험인
증기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하는 제도
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어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
국가에 수출할 때에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해주면 수출
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중남미 수출기업을 300개
이상(유효응답기업)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
였다. 추후 연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 및 연구의 방
법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WTO TBT 통보문 건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한
다. Ⅳ장에서는 중남미 시장과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한
다. Ⅴ, Ⅵ장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및 회피 전략을 제안한다. 마지
막으로 Ⅶ장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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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및 연구의 방법
1.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선행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이 인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2014년 말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1)
을 체결하여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이웅 외
2014). 무역기술장벽(TBT)의 무역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제한효과가
있으나 무역창출효과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면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장용준 외 2011).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WTO TBT)에 의
한 회원국 통보문 건수 2014년 1,564건, 2015년 1,466건으로 집계되고 세계
무역기구(WTO) 특정무역현안(SPC: Specific Trade Concern)의 건수도 2013
년 73건, 2014년 85건, 2015년 8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
2016, p. 23).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TBT)을 활
용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한다(장용준 외 2011).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을 회피하여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양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면, 수출 상대국가 시
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
증을 받아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어서 시험인증 획득기간 단축 및 취득비용
1) 지역무역협정(RTA)은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동맹과 역내 무관
세만 규정한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설립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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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감하여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김용재 2016).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우리
나라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정부가 이런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비관세장
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및 회피방안에서는 표준, 기술규격, 시험인증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즉, 회피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지역 수출 어려움 및 문제점 파악은 설문
지를 통한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과 자료들
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하여 해외인증규격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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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실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테크노파크 등이
해외인증규격 취득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내수 위주기업 및 수출 기업들이 잘 활용하
면 중남미에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방안이다.

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하는
방법으로 첫째, 국제인정기구연합체 ILAC(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
APLAC)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CB Scheme)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
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3개 회원국간에 IT
분야 국가간 상호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남미국가에도 이를 활용하
는 것이다. 셋째,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에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시험인
증기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무역기술장벽(TBT) 제거 및 완화하는 제도
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어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남미
국가에 수출할 때에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해주면 수출
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중남미 수출기업을 300개
이상(유효응답기업)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
였다. 추후 연구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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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WTO TBT 통보문 건수 현황 및 분석
1. 세계경제 동향
세계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5년 경
기침체 이후 세계상품교역량은 12.1%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8% 감소하였다. 2011년 세계교역증가율은 19.3%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19%
이었다. 또한 주요국가들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건수와 금
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장벽(TB: Tariff Barrier, 이
하 TB라고 함)과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이하 NTB라고 함)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라고 표기함)을 구
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이
하 WTO라고 표기함) 체제의 확산,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 표기함) 급증과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와 물량규제(Qutor) 등의 전통적인
관세장벽(TB)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비관세장벽(NTB)인 무역기술장벽(TBT)
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신흥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제소가 2015년 12건에 비하여 20건으로 증가하였다.2)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주력품목인 철강, 금속, 화학 및 기계 등이 신흥국, 미국, 중

2) 한국무역협회(2015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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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도, EU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
기술장벽(TBT)인 위생, 동물 및 식물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라고 표기함)는 법률상 해석과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세계적으로 도입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 현황 및 분석
전 세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3) 체제의 확산으로 관세장벽은 빠르
게 완화되는 추세이나,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은 수입억제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무역기술장벽(TBT)이란 표준,4) 기술규격,5)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 절차6) 등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통관을 지
연하는 등 국가간의 교역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Agreement)
을 맺어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인정하지 않는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3) WTO 협정구조는 WTO 설립협정, 상품(GATT: General Agreement on Tarffs and Trade), 서비
스(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분쟁(Dispute Settlement), 무역정책 검토(Trade policy
Reviews) 등임.
4) 표준(Standards):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정한 표준, 규칙, 지침 또는 제품의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공통적·반복적 사용을 위하여 인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 준수여부는
선택사항임.
5)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행정규정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기술규정 준수가 강제적으로 꼭 적용하여야 수 있음.
6)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상품개발 시 국제표준, 기술규정, 시험
인증 등 관련 요건을 충족 또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시험 및
검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201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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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에 대한 협정에서 국가안보, 사람의 안전과 건강,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위
생, 동·식물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
술규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 및 특성 관련 제조공정과 방법에 관
한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Agreement)에
통보한 기술규정이 자국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 교역
상대국에 기술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P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한다.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특정무역현
안(SPC)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에는 4건밖에 되지 않았지
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94건, 2014년 85건, 2015년 86건이 제
기되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885건의 특정무역현안(SPC)이 논의되
었다. 이러한 특정무역현안(SPC)의 증가 추세는 새로운 수입규제이고 무역
기술장벽(TBT)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조치이다.7)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보면, 최근 들어 위생 및 환
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고려되는 형태의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수입국 수입규제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역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간 표준의 상이, 기
술규격, 시험인증 및 적합성 평가 때문에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
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각국의 표준화가 자국의 필요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 국가간 제도의 차이가 무역기술장벽(TBT)이다. 이러한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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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은 수입품에 대해 과도한 기술규격요건, 국제 표준, 기술
규격, 시험검사 및 인증, 적합성 절차 등으로 상품을 수입규제하는 것이다.8)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가 완화됨에 따
라 각국은 각종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기술
규제는 선진국이나 첨단기술의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품목으로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무역기술장벽(TBT)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서는 회원국이 표준, 기술규격, 시험인증 적용 및 적합성 평가를 적용 및 개
발할 때에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제·개정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도 2012년 94건, 2013년도 73
건, 2014년도 85건, 2015년도 8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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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TO TBT 통보문 건수
(단위: 건)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구분
신규·
개정 366 461 799 650 675 607 547 587 797 641 772 878 1,0421,2761,4951,4351,2321,5711,6301,5641,466
통보문
추가·
정정 23 40 48 31 24 25 27 38 100 82 130 155 191 264 405 439 542 626 512 675 523
통보문
전체
389 501 847 681 699 632 574 625 897 723 902 1,0331,2331,5401,9001,8741,7741,7742,1422,2391,989
통보문
STC
건수

4

6

11 16 11 17 22 32 27 27 24 36 46 58 74 61 75 94 73 85 86

자료: WTO/IMS,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5년 4월 근거로 작성.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 1,564건을 분석하면
식품․의약품(641건), 전기전자(228건), 화학세라믹(128건), 생활용품(103건),
교통/안전(80건)순으로 통보되었으며, 통보국가 기준으로 보면 에콰도르
154건, 사우디아라비아 116건, 한국 85건, 유럽연합 82건, 이스라엘 81건, 미
국 69건, 아랍에미리트 63건, 브라질 62건, 쿠웨이트 61건, 카타르 54건을 통
보하여 상위 10개국 중 중동 및 중남미 지역 국가가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기술규제를 하
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 1,466건을 분석하면
식품․의약품(717건), 전기전자(261건), 화학세라믹(216건), 생활용품(183건),
교통/안전(119건) 순이었으며, 통보국가로 보면 미국 283건, 에콰도르 126건,

9) 주용선(201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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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119건, 중국 111건, 우간다 100건, 사우디아라비아 83건, 한국 80건,
유럽연합 79건, 이집트 63건, 아랍에미리트 54건을 통보하여 상위 10개국 중
중동 및 중남미 지역 국가가 다수이다.10)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회원국들이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 사무국
으로 통보한 통보문의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였다.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문을 국가별, 분야별 주요 통보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2014년과 2015년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사무국에 통보한 정규11) 통보문 건수는 1,564건과 1,466건으로 2013년 1,630
건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통보문과 추가(Add), 수정(Corr), 보조
(Supp) 통보문을 포함한 2014년과 2015년 전체 통보문은 2,239건과 1,989건
으로 나타났다.

3. 무역기술장벽(TBT) 국가별 통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통보문 발행 상위국가는 1위 미국(2,459건), 2위
브라질(1,331건), 3위 유럽연합(1,253건), 8위 에콰도르(849건), 9위 멕시코
(813건), 한국은 11위였다. 2015년 통보문 발행 상위국가는 1위 미국(283건),
2위 에콰도르(126건), 3위 브라질(119건)이며 우리나라는 80건으로 나타났다.

1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5), p. 19.
11) 추가, 수정, 보조 통보문을 제외한 신규 통보문(Rev 통보문 포함)을 정규 통보문으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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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정부의 명목재정지출과 명목GDP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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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5), p. 15.

2013년과 비교하면 2013년 상위 10위권 국가의 발행 건수가 921건에 비
해, 2014년도에는 상위 10개국의 통보문 건수가 827건으로 10.2% 감소하였
으며, 100건이 넘는 국가는 2개국으로 전년도와 같다. 특히 에콰도르는 전년
도 43건에 비해 154건으로 증가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15건에서 116건
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45건에서 85건으로 증가하였다. 상위 10개국
중 2013년보다 많이 통보한 국가는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쿠웨이
트, 카타르로 5개국인데 에콰도르는 1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치적으
로 국제수지 흑자 정책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2014년 정규 통보문 발행국인 총 74개 국가 중 통보문 건수가 20건 이상
12) 주용선(201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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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2013년도 24개국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통보문을
20건 이상 발행하는 국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중남미 국가의 통보문 발행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의 통보 건수는 감소하여 수입규제를 적게
하는 듯 보이고, 중남미 국가에서는 수입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중남미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및 전망
1. 중남미시장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지만, 중남미지역에만 27년간 국제
수지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고 현재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금
액 176억 달러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하려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중남미 무역기술
장벽(TBT) 현황과 무역기술장벽(TBT) 회피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
다.13)

가. 중남미 시장 현황 및 특성
중남미 지역의 인구는 총 6억 명으로 전 세계 약 70억 인구의 8.5%를 차
지하며, 그중 35세 미만의 인구가 60%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력
1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중남미 수출 증대에 더욱 더 기여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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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부하고 젊은 국가가 많은 편이다. 즉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중간층의
증가와 소비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이미 인구
보너스기14)에 들어서 2020년대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체 인
구의 중산층 비율도 41%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중남미의 총 GDP는 6
조 달러로 전 세계 약 70조 달러의 8.5%를 차지하고, 1인당 GDP도 1만 달러
에 육박해 신흥시장 평균인 5,103달러에 약 1.9배의 평균소득을 보인다. 그
외에도 리튬과 구리 등의 세계 생산량 40%이상이 매장되어있는 등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매우 미래가 밝은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
남미지역경제공동체(MERCOSUR)의 지역보호주의에 따른 Buy National 정
책 및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입 현황에서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
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25년 이상 국제수지 흑자 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하
다. 중남미 지역에서 1987년 이후 27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즉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나, 대중남미 국제수지 흑자규모는 총 국제수지 176억 달러 중 무역
흑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제수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이 14.5% 감소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본다.
14) 생산연령 15~64세의 인구가 그 이외 인구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시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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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중남미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요 경
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중국의
대 중남미 수출은 연평균 8.5%로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EU(6.9%), 미국(4.9%)도 높은 수출증가를 보인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저조
한 편이지만, 같은 기간 일본도 수출증가세(0.5%)이고 많은 국제수지 흑자
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에 비
해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2. 2014년 대륙권별 수출입 통계
(단위: 천 달러)

순번

대륙권명

1
2
3
4
5
6
7
8

총계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기타지역

2014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572,664,607
323,701,433
75,201,501
71,646,485
35,897,793
34,785,902
21,444,309
9,900,916
86,268

2.3
-0.1
11.8
3.5
-1.2
7.7
11.8
-11.3
58.1

수입금액

525,514,506
221,546,754
50,725,845
85,349,881
18,294,433
119,071,538
22,414,000
8,054,005
58,049

수입증감률

수지

1.9 47,150,101
0.4 102,154,679
9.7 24,475,657
13.2 13,703,396
-0.4 17,603,360
5.6 84,285,637
-2
969,691
39.1
1,846,910
-37.7
28,219

자료: 한국무역협회(2015b), p. 16.

1) 중남미지역 시장의 중요성
○ 중남미지역 시장은 과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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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가 있으나 인구 6억 명,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6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다.
첫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개발도상국가시장 평균의 1.9배 수준
인 약 1만 달러이다.
둘째,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매장되어 있는 리튬과 구리 등 천연자
원이 많다.
셋째, 중산층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
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된다.
○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교역 규모는 ’14년 기준 542억 달러로 아시아,
북미에 이은 3위 무역흑자지역(’14년 176억 달러)이며 ’87년 이후 2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지역 수출 및 진출은 경쟁국인 일본 및 중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다.15)
표 3. 중남미 주요국가 개요

국가

GDP
(백만불)

수출액 COPANT
(백만불) 회원여부

TBT
건수

우리나라와
FTA 현황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멕시코

1,282,725 10,892

정회원

238

협상재개
여건조성

TV, 선박, 자동차부품

브라질

2,353,025

5,495

정회원

485

협상준비
공동연구
(Mercosur)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파나마

30,569

2,230

정회원

49

-

자동차, 아연도강판,
건설중장비

15) 한중일 중남미 지역 투자금액(’13 기준, 달러): 韓33.31억, 日101.97억, 中143.58억(*자료: 수출
입은행, JETRO, 中华人民共和国商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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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국가

GDP
(백만불)

수출액 COPANT
(백만불) 회원여부

TBT
건수

우리나라와
FTA 현황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칠레

248,411

1,742

정회원

184

발효

자동차, 자동차부품

페루

173,502

1,217

정회원

47

발효

자동차,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콜롬비아

328,422

1,129

정회원

149

타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아르헨티나

447,644

1,047

정회원

78

협상준비
공동연구
(Mercosur)

전화기 부품, 기계류,
액정 디바이스

에콰도르

66,381

642

정회원

684

협상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휘발유

베네수엘라

315,841

449

준회원

0

협상준비
공동연구
(Mercosur)

그림, 화학기계부품,
자동차부품

과테말라

46,897

398

정회원

17

-

섬유류, 자동차,
철강제품

도미니카
공화국

56,700

265

정회원

121

-

승용차,
화물자동차/차단기,
철근/아연도강판

파라과이

21,236

225

정회원

47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COPANT 웹사이트; knowTBT; FTA 공식사이트; KOTRA 자료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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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지역 인정 및 시험인증 관련기관
□ 중남미 지역의 인정 및 시험인증기관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중남미 지역의 인정 및 시험인증기관 현황

기관명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COPANT(범미국가표준기구)
ABNT(브라질기술표준협회)

http://www.abnt.org.br/

INMETRO(품질규격관리원)

www.inmetro.gov.br/english/

DGN(경제표준국)

http://www.economia.gob.mx/?P=85

ONNCCE(건축자재표준화인증기구) http://www.onncce.org.mx/

콜롬비아 ICONTEC(국가표준규격관리기구)

페루

http://www.copant.org/index.php/en/

AMN

EMA(민간인정기관)
칠레

웹사이트

http://www.ema.org.mx/
http://www.icontec.org/Paginas/Home.aspx

INN(칠레 표준화기구)

http://www.inn.cl/

INDECOP(지적재산권보호 및
품질규격표준승인기관)

https://www.indecopi.gob.pe/inicio

INACAL(국가품질연구소)

http://www.inacal.gob.pe/inacal/

ITP(생산기술연구소)

http://www.itp.gob.pe/

3) 중남미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전망
□ 중남미지역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16) 건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각

1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
가 및 시험인증을 만드는 경우, 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규제명, 규제 목적 및 내용, 의견제시기간 등
을 작성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송부하는데 이를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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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국제수지 흑자를 위하여 보호주의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
호하기 위하여 규격, 표준, 적합성 절차 및 시험인증을 통한 비관세장
벽인 무역기술장벽(TBT)를 강화하는 신보호주의 정책이 한동안 지속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을 예를 들면, 국제수지 흑자를 위하여
보호주의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규격, 표준, 적합
성 절차 및 시험인증을 통한 무역기술장벽(TBT)을 통해 수입을 억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중남미지역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4년 이후 증가하는 추
세이고 특히 2010년에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341건이다. 중남미
의 지난 10년간 총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2,218건으로 전 세
계 통보문 건수의 약 25%로 수입규제를 많이 하여 자국 산업보호 및
국제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있다.

그림 2. 중남미 주요 6개국 TBT 통보 건수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6

2007

2008

브라질 TBT 통보 건수
칠레 TBT 통보 건수

2009

2010

2011

에콰도르 TBT 통보 건수
멕시코 TBT 통보 건수

2012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know TBT,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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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중남미 주요 6개국의 무역기술장벽(TBT)통보건수가 전체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중 브라질과 에콰도르 상승폭이 매우 높다.

□ 국가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
- 중남미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무역기술장벽(TBT)의 통보 건수가 주요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 아시아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 상위 4개국인 태국, 필
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비중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다.
- 중남미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여러 국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3. 중남미 국가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

브라질
26%
기타
42%
에콰도르
12%
콜롬비아
10%

칠레
10%

자료: 주용선(2014), p. 35.

4) 중남미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 2013년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살펴보면, 중남미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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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식의약품(33.4%),
전기전자(16.2%), 화학세라믹(8.3%)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식의약품이 전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브라질에서 시행되는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SPS)
때문이다.
- 중남미지역국가들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발행 건수가 증가 추세
인데 그 이유는 수입을 규제하여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표 5. 중남미 무역기술장벽(TBT) 품목별 비율

항목

통보건수

비율

순위

식의약품

760

34.2%

1

전기전자

345

15.5%

2

화학세라믹

197

8.9%

3

에너지

169

7.6%

4

농수산품

167

7.5%

5

생활용품

153

6.9%

6

교통/안전

135

6.1%

7

건설

88

4.0%

8

기타

57

2.6%

9

소재나노

49

2.2%

10

기계

48

2.2%

10

바이오환경

43

1.9%

12

정보디지털

8

0.4%

13

총계

2,21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4),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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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주요국가별 무역기술장벽(TBT) 전망
가. 브라질 무역기술장벽(TBT) 전망
□ 최근 브라질은 국제수지 적자로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수지 흑자 감소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각종 수입규제 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종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시, 무역기술장벽(TBT)
강화 즉, 규격, 표준, 적합성 절차 및 시험인증을 통한 비관세장벽인 무
역기술장벽(TBT)을 통해 수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를 위하여 보호주의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하는 신보호주의 정책을 유
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이내셔널(Buy National) 정책, 외국인투자제한, 표준, 기술규
격, 시험인증 및 적합성 절차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등 수입품목
검사 강화, 수입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 2007년에 바이내셔널(Buy National)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2011년
에 ‘더 큰 브라질’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의료 분
야 200대 품목 관세율을 12~18%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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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Brazil)의 주요 인증제도 개요
브라질의 강제인증은 INMETRO 인증, ANVISA 인증, ANATEL 인증이 존재
하며(2015년 12월 기준 총 11개 항목), 임의인증의 경우는 업체 스스로가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질을 공인받기 위해 신청하며 SBC(Marca de Conformidade
do Sistema Brasileiro de Certificaco) 시스템하에 검사가 실시되고 INMETRO
인증마크 취득을 결정한다.
ABNT(AssociaçãoBrasileira de NormasTécnicas)는 브라질의 국립 기술표
준협회로 브라질 내 가공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1940년에 설립
되었다. 또한 품질규격관리원(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e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이 대부분의 인증을 하고 있다. INMETRO
가 허가한 인증서발급 대행 업체(OCP)에 의해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브라질 인증제도의 SBC 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표 6.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의 국제인정기구 협약현황

번호

국제인정기구 가입현황

1
2
3
4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COPANT) ComissãoPanamericana de NormasTécnical
(AMN) AssociaçãoMercosul de Normalização

자료: 저자 작성.

2) 브라질의 인정기관
(가) INMETRO: 브라질 개발 산업 무역부 산하기관으로 1973년 10월 31
일 설립됨. ABNT/ISO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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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증기관, 시험소 등의 지도 및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ANATEL(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l): 브라질 통신부 산
하기관으로 브라질 유무선 통신분야의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 1997년
7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며
통신분야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권한을 인증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3) 브라질 주요 인증제도 현황
표 7. 브라질 주요 인증제도 현황

인증기관

인증마크

개요

대상품목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e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비고: INMETRO 마크는
공통적이나 품목에 따라
인증마크가 상이할 수 있음,
이는 홈페이지에 품목마다
제시되어 있음)
(구분) 강제인증
(목적) 자국민을 건강·안전·환경 문제로
부터 보호, 공정경쟁 촉진, 지속적인 품
질 개선 활동 촉진, 국제무역의 활성화,
자국시장의 보호 등이 목적임
- INMETRO는 제품, 서비스, 관리시스
템, 인력 등에 대한 인증, 공급자 선언,
라벨링을 통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을 운영
- 브라질 적합성평가시스템은 국가 계측,
표준화 및 산업품질 시스템(SINMETRO)
의 하위 시스템
자동차용, 산업용, 가전, 전자, 카시트, 학교
용품, 자전거, 유아용, 장난감, 젖병 관련
제품임
안전제품: 소화기,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안전모, 안전장갑
주방 용품: 압력기기, 전기 오븐 등
www.inmetro.gov.br

홈페이지
자료: 저자 작성.

ANVISA(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비고: ANVISA는 등
록번호나 관련 법령을
상품에 명기함)

(구분) 강제인증
(목적) 브라질 위생, 건강 관련 제품 및
업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 의약품, 의료제품(기계장비포함), 식품,
화장품, 세제, 담배, 혈액 및 혈액제품
등 위생관련 전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반 증명서를 발급
- ANVISA는 ‘인증’보다는 ‘등록’의 의
미이기 때문에 씰이나 마크를 부착하
지 않고 등록번호나 관련 법령을 상품
에 명기함

모든 의료기기는 등록 대상임
그 외에 위생, 건강 관련 모든 제품 및
업체
www.anvisa.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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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와 브라질 교역 현황
○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전기제품,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광학기기 순이었다.

나. 멕시코 무역기술장벽(TBT) 전
◦ 멕시코는 일부 기술규격에 대하여 미국의 인증을 멕시코의 인증과 동
등하게 인정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동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멕시코 정부는 2010년 미국의 전기전자제품의 안전마크(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이하 ETL로 표기함) 인증이 멕시코
의 강제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이하 NOM으로
표기함) 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미 인
증기관의 인증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 수출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약 80%로 멕시코 기업
들의 미국 인증에 대한 수요는 많아 공동 무역기술장벽(TBT) 정
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 멕시코 인증 제도 개요
□ 멕시코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은 멕시코 적합성 절차를 강제인증인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인증인 NMX(Normas Mexicanas)로 정의하
고 있다. 강제인증인 NOM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NOM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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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여야 멕시코로 수출할 때에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NOM과 NMX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는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대응하고 있으며, ILAC, IAF 와 같은 인정기구 분야는
EMA(Entidad Mexicana de Acreditacion)17)에서 대응하고 있다.

◦ NOM 인증(Norma Oficial Mexicana): 멕시코 강제 규정(Mexican Regulation)
이며 멕시코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s)에서 제
정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공표하였다.
◦ NMX(Mexican standards): 멕시코 국가표준, 단체표준기구 및 기술위원
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격으로 품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
한 자율인증인데 관련 국가표준기구, 단체표준기구 및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를 통하여 공표되고 있다.
첫째,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는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가 참여하고 있으며, ILAC, IAF 와 같은 인정기구 분야에는 EMA
(Entidad Mexicana de Acreditacion)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 EMA의 경우 멕시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1999년에 멕시코
정부 승인을 통해 설립된 최초의 민간 인정기관이다. EMA가 참
여하고 있는 국제인정기구는 IAF, ILAC, PAC, APLAC, IAAC가
있으며, 이외 다른 국제기구 OECD에도 참여하고 있다.

17) EMA(Entidad Mexicana de Acreditacion): 멕시코 인정기관으로 시험 및 교정기관, 실험실 등
적합성평가 기관 신뢰성 검사 및 인정 기관으로 1999년 멕시코 정부로 승인 받은 민간
기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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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멕시코 국제인정기구 가입현황

번호

국제인정기구

가입여부

비고

1

ISO

O

Member body(경제부)

2

IEC

O

Full Member(경제부)

3

CODEX

O

Member(경제부)

4

IAF

O

Member(EMA)

5

ILAC member

O

Member(EMA)

6

PAC(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O

Member body(EMA)

7

APLAC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O

Full Members(EMA)

8

IAAC(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O

Full Members(EMA)

9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

member body

자료: 저자 작성.

2) 멕시코 수출 현황 조사
□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전기제품, 광학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순이었다.

다. 에콰도르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및 전망
□ 에콰도르의 무역기술장벽(TBT)은 통보문 건수는 2013년 103건, 2014년
420건, 2015년에는 126건으로 2015년도는 2014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에콰도르정부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대통령 긴급 품질인증
제도 관련 규제로 인해 통보문 건수가 급증하였다가 감소하였다.18)

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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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 조치인 ｢고지 116｣ 2013년 12월 발표 이
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첫째, ｢고지 116｣은 섬유, 가전제품, 식품류, 화장품, 유아용품, 화훼,
장난감 등 293개 제품에 적용한다.
둘째, 적용대상 제품은 에콰도르 국가표준원이 지정한 품질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추가적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어 외국 기업들이 수출하려면 이와 같은 문제점과 어
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 국제수지 적자가 흑자로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입 억제
및 경쟁력이 약한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수입쿼터 및 무역기술장
벽(TBT)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 결국 정부는 수입 쿼터 확장, 유동성 감소, 소비자 신용 구매의 제한
등 수입 억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기술장
벽(TBT)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우리나라의 중남미국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현황
가. 적합성 평가제도의 정의 및 절차
국제표준화기구19)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표준, 기술규정, 적

19) 국제표준화기구는 ISO, IEC, ITU 및 UNCEFACT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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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절차 및 시험인증을 통한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 및
완화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국가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인정
(accreditation)을 받은 제3기관이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대신하여 시험, 교정,
검사, 제품인증, 경영및 환경경영시스템, 자격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제품인증서, 경영시스템인
증서 등)를 공표하는 것이다. 또한 인증(certification)은 제품, 프로세스 및 서
비스가 특정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제3자가 문서로 보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정(accreditation)은 인증기관
을 심사하고 인증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공식으로 승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20) 이러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정기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적격
성(competence)을 평가하고 인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적합성 절차
평가 결과를 각 국가가 상호 인정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하게 하
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은 시방서 및 요구사
항에 대한 제품, 서비스 및 공급자의 적합성 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매자
는 시방서에 적합한 제품(서비스 포함)을 구매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
한 공급자로부터 제품(서비스 포함)을 구매한다.

20) 한국표준협회(2008), pp. 2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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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MP 적합성 평가절차
인정기관
적격성 평가
적합성 평가기관
적합성 평가

제품 (서비스 포함)
공급자

주: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
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자료: 이종석(2013), p. 35.

적합성 평가 절차의 조화는 무역기술장벽(TBT)을 회피하면 전 세계의 수
출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21) 우리나라는 수출 세계 7위 국가로 세계무역
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 규제하여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가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한국표준협회(2008),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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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적합성평가 활동

적합성 평가의 대상

적합성 평가의 근거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인증기관

표준
기술규정

시험
검사
인증
인정

자료: 저자 작성.

나. 우리나라의 중남미국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현황
중남미 주요 국가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은 연3회 개최되
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계기로 2015
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고 있던 애로사항에 대해 상대국과 회의를 하며
대응하여 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제기한 회의 안건은 총 21개국
에 56건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제기받은 안건은 4개국으로부터
받은 2건이다. 그중에서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가 제기한 회의 의제는 [표
10]과 같다.
표 10. 우리나라가 제기한 회의 의제

번호

규제명

대상 국가

현황

1

TV에너지 효율 규제(2015)

칠레

협의 중

2

TV에너지 효율 규제(2014)

칠레

합의도출

3

LED조명 성능 규제

칠레

합의도출

4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규제

칠레

합의도출

5

냉장고 에너지라벨 규제

페루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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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번호

규제명

대상 국가

현황

6

에어컨 에너지라벨 규제

페루

협의 중

7

가정용기기 적합성평가절차

브라질

합의도출

8

완구 인증 규정

브라질

합의도출

9

스피커 성능시험 및 라벨링 규재

에콰도르

합의도출

10

1차 전지 안전규제

에콰도르

합의도출

11

축전지 안전 규제

에콰도르

합의도출

12

레토르트 파우치 품질 규제

에콰도르

합의도출

13

LED 모듈/ 등기구/ 램프 품질 규제

에콰도르

협의 중

14

상원발의 수은제품 수입금지법

아르헨티나

종료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5), pp. 45~47.

3년간(2013~15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신규
양자 대응 안건 및 대응결과는 21개국 90건인데 그중 3년간 중남미국가와
현지 양자회의 대응 대상 상품 및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현지 양자회의 대응 대상제품 및 해결 현황

번호

규제명

대상 국가

현황

1

타이어 에너지 라벨 제도

브라질

해결

2

텔레비전 안전규제

브라질

해결

3

냉장냉동기기 규제

브라질

해결

4

세탁기 에너지 효율 규제

에콰도르

해결

5

타이어 적합성 평가

에콰도르

해결

6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규제

에콰도르

해결

7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

멕시코

협의 중

8

냉매(R-22) 규제

쿠바

해결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5), pp.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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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대응한 규제건이 3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양자회의를 통하여 3년간 90
건 중에서 48(53%)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42건의 규제에 대하여 협
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2) 그중 중남미국가와는 에콰도르 3건,
멕시코 1건, 칠레 1건 등 수입규제 5건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13년, 2015
년 현지 양자대응 대상 제품 및 대응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2013, 2015년 현지 양자회의 대응

번호

대상제품

대상 국가

현황

1

냉장고

브라질

해결

2

텔레비전

브라질

해결

LED램프

브라질

해결

타이어

브라질

해결

세탁기

에콰도르

해결

6

텔레비전

에콰도르

해결

7

텔레비전 에너지 효율 규제

브라질

해결

8

기타, 화장품, 부동액, 브레이크액,
염색약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

브라질

해결

9

레토르트 파우치 대응

에콰도르

해결

LED모듈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에콰도르

해결

3
4

연도

2013년

5

10

2015년

11

분리형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멕시코

해결

12

자동차 인증기간 단축

아르헨티나

해결

13

수은제품 수입금지

아르헨티나

해결

14

WEEE-RoHs법

아르헨티나

해결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5), pp. 53~54.

22) 국가기술표준원(2015),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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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중남미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현황
1.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 분석
중남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3)
설문지의 주요 조사항목은 첫째, 일반적인 사항으로 주요 생산품, 기업구
분, 사업분야, 수출지역 및 기술규제(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
전담인력수 둘째, 수출관련 일반사항, 수출국가, 수출품목, 시험인증 취득,
시험인증취득비용 지원사업 인지여부, 기술규제 어려움, 수출할 때에 문제
점 및 애로사항 셋째, 시험인증 취득 및 유지비용, 시험인증 소요기간 문제
발생할 때에 해결방향, 기술규제 수준, 정부차원 지원 및 대응 방안 등이었다.
설문 및 인터뷰 대상자의 72.7%는 중남미에 수출할 때 표준, 신규 기술규
정,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 등의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를 경험하였
고 81.8%는 해외 수출할 때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기술규제 유형은 기술
규정 및 규격, 적합성 평가 절차, 시험 및 인증, 표준 등으로 조사되었다. 실
태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중남미 수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역기술
장벽(TBT)으로서의 기술규제를 경험해보았고, 주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전자제품, 영상기기, 가전제품, 에어컨, 핸드폰 관련 제품이었다.
이 수입규제 중에서도 특히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기술규정 및 규격, 적합
23) 설문조사 시기는 2016. 5. 2~16 기업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조사대상은 중남미 수출
및 시험인증 경험기업 65개사,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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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절차, 시험 및 인증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표 13]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13. 기술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애로사항

의견
언어소통의 어려움
서류준비 및 비용 문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취득절차의 정보 부족
자금 집행 주체의 불명확성
문화적 차이
현지 대리인 지정

빈도수
8
2
2
2
1
2
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최초 인증 취득 비용
40.5

26.2
14.3

11.9
7.1

500만 원 이하

500~1,000만 원

1,000~1,500만 원

1,000~1,5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와 같이 최초 인증비용은 5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기업규모
가 클수록 최초 인증 취득 비용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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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증 취득 후, 인증 유지비용
47.6

28.6
19

4.8

100만 원 이하

100~300만 원

3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과 같이 인증 유지비용은 100~300만원이 대부분. 기업규모 클수
록 유지비용 큼(500만 원 이상).

그림 7. 1개 제품 인증취득 소요기간
42.9
35.7

11.9

3개월 이내

9.5

3~6개월

6개월~1년

1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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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같이 인증취득기간은 3개월~1년이 대부분이고 기술규제 전담
인력이 적을수록 긴 취득기간이 소요된다.

그림 8. 기술규제 문제발생 시 해결방향

기업 자체적 대응

19.0

64.3

컨설팅기관 등에 위탁

정부부처(중소기업청 등)에 도움 의뢰

16.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과 같이 기술규제 문제 발생 시 자체적 해결보다는 외부 해결이
높다.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기업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45.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사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상대국의 기술규제나 대응 방
법에 대한 정보부족이 36.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화장품을 수
출하는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수출/진출할 때에 기술규제(표준, 시험인증, 새
로운 기술규정 등)로 인한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한 후 다시 3국으로 수출할 때에 수입국(EU, 동남아, 중남미)에서의 브랜드
등록을 위한 요구서류(자유판매 증명원, 각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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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취득비용이 많이 들어 애로사항이라
고 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중남미 시험인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인증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기술규제로 수출이 어렵다고 답변하
였다.
설문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으로 첫째, 중남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
둘째, 복잡한 시험인증절차에 대한 컨설팅, 통번역 및 시험인증 취득비용 지
원 셋째, 실질적인 바이어 발굴 지원 방안 및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방안 넷
째, 중소기업이 중남미에 수출하려고 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
출 지원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요청하였다.24)

Ⅵ. 중남미시장 무역기술장벽(TBT) 회피전략
1. 무역기술장벽(TBT) 회피방안
국제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즉, 무역기술장벽(TBT)을 회피
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
상호인정협약(MRA) 등을 통하여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국가간의 무역 활성화를 증진하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국제적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TBT)의 제거 및
24) 여러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 부족’이 62.3%
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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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를 위한 기구에 가입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을 더욱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
(TBT)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가. 개발도상국 시험·인증기관 관련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가에 시험·인증기관을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공
무원들을 우리나라 전문기관에 초청하여 연수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
도상국과 상호인정협력(MRA)을 체결하여 개발도상국의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아 개
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즉 상호인정협력(MRA)을
체결한 개발도상국가에는 우리나라 시험·인증서를 인정하도록 하여 우리나
라 수출기업들이 시험·인증 취득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여
수출 증대를 돕는 것이다.

나. 상호인정협력(MRA)
상호인정협력(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라고 함)
이란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제도와 동일시하고,
그에 따라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 위한 정부
간 행정협정이다. 상호인정협력(MRA)의 단계로는 시험성적서, 인증서 그리
고 기술기준이 있다.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험성적서는 수입국 기술수준에 따라 수출국 시험관이 발행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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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를 수입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증서는 수입국 기술규준에
따라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기준은 수출국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수출국 기술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수입국에서도 기술수준을 인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IT 부문 MR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상대국과 MRA 체결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200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백만 원)

국가

부문명

생산유발효과
미국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일본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중국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최소

최소

최대

-77 -2,016
-25
-644
0
-11
705 8,673
225 2,770
4
49
1,129 32,285
360 10,312
6
183

2,158
688
11
-335
-107
-2
38,074
12,147
201

정보기기

최대

최소

최대

8,951
2,856
47
-850
-271
-4
954,273
304,453
5,035

70,814 1,280,604
17,337 313,516
345
6,241
-16,149 -40,373
-3,954
-9,884
-79
-197
15,359 412,910
3,760 101,088
75
2,012

합계
최소

최대

72,895 1,287,540
18,000 315,728
356
6,277
-15,779
-32,550
-3,835
-7,385
-76
-152
54,562 1,399,468
16,268 415,853
282
7,230

자료: 오완근 외(2005), p. 106.

다. AEO 상호인정협력(MRA)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라고 함)
란 수출입인증업체라고도 하는데 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을 지연시키자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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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WCO라고 표현함)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Forworder), 항구 및
공항 관련자, 선박회사, 운송업자,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청에서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의 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는 무역안전
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간 수출입을 할 때에 최대한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다.

라.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는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
자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제도이다. 하나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통해 인증기관(CB) 구조(Scheme)상의 모든
국가의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각 국가인증기관(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이 발행한 시험인증서를 상호인정하자는 원칙이다.
국가인증기관(NCB)들은 인증기관(CB)제도상 운영단위로 지정된 CBTL
(CB Testing Lab.)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한다. 인증기관(CB)제도는 제품이 국
제전기표준회의(IEC)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
거로 제시하는 인증기관(CB) Test Certificates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CB Scheme)의 인증계통도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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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인증계통도

제조사

신청

자국 또는
타국 NCB

공인시험소

CB 인증서

자료: 국제전기위원회, 국제인정기구연합체(ILAC) 자료를 근거로 작성.

마. 국제인정기구연합체(ILAC)
국제시험소 인정기구인 국제인정기구연합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이하 국제인정기구연합체라고 함)는 무역기술장
벽(TBT)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간의 국제적인 협력체를 뜻하며 국제인정기구연합체(ILAC)의 지
역별 산하기구 중에 아시아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APLAC: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이하 APLAC이라고 함)가 있다. 그리
고 아시아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APLAC) 회원인 우리나라에 한국인정
기구(KOLAS: Korea Laboratory Scheme, 이하 한국인정기구라고 함)가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개별인정기구로서 상위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4년 주기)를 통한 자격 검증으로 국제인정기구연합체 상호인정협력(ILAC-MRA)
체결이 가능하다. 국제인정기구연합체 상호인정협력(ILAC-MRA)은 국제인정
기구연합체(ILAC) 인정기관에서 발행된 공인보고서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
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 및 완화하고 회원국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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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제정하도록 유도한다.

바.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적인 회피전략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TBT) 회피 전략을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무역기술장벽(TBT) 회피 전략을 위한 대응도구 비교 분석
공급자적합 종합인증우수
상호
성선언공급 업체(AEO) 해외인증취득
인정협약
자적합성선 상호인정협약 지원사업
(MRA)
언(SDoC)
(MRA)

효과의
협정대상국 모든 국가 협정대상국 협정대상국
범위
효과의
강도

단계적
100%

5개
국가와
1단계
현재 우리 체결,
여러
나라의
활용여부 국가와
협상 중,
2단계추
진중

비고

제도 적용
제품에
한정

위해도
낮은
제품에
적용

단계적
100%

단계적
100%
수입국통관
수입국통관
용이
용이

ILAC
(APLAC)

참여국

개도국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CB Scheme
지원 사업

참여국

수혜국가
(개발도상국가)

수용영역별 수용영역별

지원 수준에
따라 상이

민간 표준 EMC 분야는
미활용
분야

지원 중

단기적으
더 많은
로는
수입국통관 외국의 수용 외국의 수용
국가와 적용제품 수입국통관 용이(해외인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2단계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증취득
확대
용이
50%지원)
추진 필요 필요성이
대처
대처
낮음

자료: 여러 자료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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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100%

국제공인인정서 상호수용

지원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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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약(MRA)은 체결 당사국 모두가 무역기술장벽(TBT) 제거로 수
출입이 용이해져 수출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25)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5개국과 1단계 협정만을 체결한 상태이다. 향후에는 더 많은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2단계 장비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하여
기업이 수출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급자적합성선언
(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위험도가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성상 혜택은 모든 국가에 돌
아가고 있으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시험인증인프라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가에 시험인증기관을 설립 및 운영
을 지원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 초청하여 연수를 하
고 있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국과 상호인정협력(MRA)을 체결하여 개발도상
국의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을 증대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Ⅶ. 결 론
본 논문은 중남미에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완
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즉, 회피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중남미에 수
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수출 예정 기업들은 스스로 국제마케팅을 위한 해외
25) 김용재(201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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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참여하면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수출하는 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건의하여 문
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 중남미 시험인증 획
득 필요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중남미 국가는 통합 인증제도가 아닌 국가
별로 각각의 시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해 면
밀히 조사, 분석 후 해당 시험인증 및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기업 스스로 시험인증 획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험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중남미 국가의 특성상 언어적으로 불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므
로 중소기업은 정부 혹은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아 시험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간단한 시험인증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고 복잡한 시험인
증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시험인증범위가 많은 경우,
인증기간 및 절차가 복잡한 시험인증이라면,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다
음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첫째,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국가와는 언어소통에 문
제가 있으므로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HS코드(6단위) 기준 품목별로 시험인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각 기관별로 다양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여 종
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기업에 상당히 유
용한 지원제도라도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기업이 알 수 없다면,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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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어렵다.
넷째, 국내의 적합성 평가가 중남미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
는 상호인정협약(MRA)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상기에 언급한 제도들은 수출에 필요한 해당 국가의 시험인증 취득을 조
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하지만 국가간 상호인정협약(MRA)
을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험인증을 받아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
문에 수출을 위한 준비기간 및 시험인증에 대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우리
나라 기업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참고문헌
권기수, 박미숙. 2014.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용재.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egy for expanding TBT.”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 2016. 국제마케팅. 석학당.
류한얼, 성열용, 김재덕, 김혁중. 2015. FTA 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KIET 산업연구원.
. 2016.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KIET 산업경제.
박진우. 2013.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4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부.
. 2015. WTO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 2016.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TBT 중앙사무국.
오완근 외. 2005. ｢IT 부문 MRA 체결의 경제적 효과(2003년 기준)｣. 대외경제연구, 제
9권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 2014. 인도의 FTA확대가 한인도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석. 2013. 의료기기인증 - GMP 적합성평가절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장용준, 남호선.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 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현수, 장은진. 2015. 대중남미 수출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주용선. 2014.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신흥시장, 중남미 진입.
최금호. 2014. 국제무역의 평가인증 핸드북. 한국표준협회.
하태정, 송종국, 정다울, 전주용, 장용준, 문선웅.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
장벽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28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중남미지역 국가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한국무역협회. 2015a. 2015년 상반기 통보문 건수 분석.
. 2015b. 대륙/경제권 수출입.
. 2015c. 무역통계- 브라질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표준협회. 2008. 미래사회와 표준.
[설문자료]
서울·인천·경기 지역 중남미 수출 및 시험인증 경험기업 65개사 설문조사(2016. 5. 2~16).

129 ∙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에 관한 연구*
26)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차례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브라질 산업 분석
Ⅳ. 브라질 수입품목 변화 분석
Ⅴ. 결 론

Ⅰ.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수출은 2014년 5,726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급
감하여 2015년에는 5,267억 6,000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기우에 불과하던 한국 수출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1997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한국비즈니스리뷰, 제9권 제3호(2016년 12월)
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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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지만, 2015년의 경우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치를 기록한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출 감소는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을 억제하는 등의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에서 살
펴보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중국과 미
국으로의 수출 금액은 2,069억 5,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 전체 금액 중
39.3%를 차지한다. 이처럼 그동안 한국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크게 의존
하고 있어 이 국가에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한국의 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
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
만, 여전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 다변화 지역은 수출 수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설정되
었다. 2015년 기준 인구로,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순을 기록했
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지역의 후보로 중국, 미국을 제외한 인
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들 수 있게 된다. 이 중 브라질의 수입액은 2014년
현재 2,519억 7,000만 달러로 세계 19위 수준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수출 가능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6대 수입국(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나이지리아, 한국)에 포
함되어 있다. 더욱이 브라질의 1인당 GDP는 9,274달러로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브라질 경제가 발전하여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수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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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은 수출 다변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수출 가능 지역이 될
수 있지만, 2015년 현재 한국의 수출 국가들 중 브라질은 수출 금액 기준으
로 21위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 한국의 30대 수출 국가들 중 브라질의 전
년대비 수출 감소율은 38.4%로 러시아의 53.7%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2015년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금액은 55억 달러에 불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과 같은 불황형 흑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지역으로 브라질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한국 제품의 브라질로의 수
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브라질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입
품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산업연
관표와 함께 무역관련 지수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 역시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살펴본다. 국가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연구에는 윤갑식
(2015), 장상식, 김예민(2013), Moretto et al.(2013), 임상수(2010) 등이 있다.
윤갑식(2015)은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업
구조 및 제조업과의 상호 연관성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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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 수준 및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관성은 일본보다 작고, 서비스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였다. 장상식, 김예민(2013)은 한국, 미국, 일본, 중
국, 독일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산업 간 균형․특화 발전 여
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출액 측면에서 한국, 중국은 제조업, 미국, 일본,
독일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한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Moretto et al.(2013)는 1995년과 2009년 사이의
브라질 경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했으며, 분석 결과 브라질은
여전히 일자리, 소득, 세금을 해외에서 창출하는 미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고, 주요 미가공된 제품(unprocessed products)에는 농산품, 광산품, 철
강, 화학, 음식업, 그리고 운송, 공공행정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
석했다. 임상수(2010)는 한국, 독일, 일본, 벨기에, 미국, 프랑스의 철강 산업
에 대한 국제 비교를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산업연관표를 활용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의 문제점으로 산업연관효과 미약, 부가가
치 창출 미흡, 외화 가득률 저조, 고임금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무역관련 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김희철(2013), 정미경
(2012), 장민수(2008), 양평섭(2007) 등이 있다. 김희철(2013)은 한․칠레 FTA
체결 후의 칠레에 대한 수입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수출결합도지수는 1보다 커서 양국간의 수출 긴밀도
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미경(2012)은 한국 창조산업의 경쟁력을 영국
과 일본에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창조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공예품과 출판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공예품의 경우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 공예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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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지원을 주장했다. 장민수(2008)는 한국과 독일의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
석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와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 중고
위기술산업에서는 한국의 대독일 수출 경쟁력은 크게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한국의 대독일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섭
(2007)은 중국의 산업을 다양하게 범주화한 후 무역특화지수를 바탕으로 분
석을 한 결과,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는 최종재의 경우에는 수출 산업화가 진
전되고 있지만 중간재는 수입대체 말기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간재에 대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커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에 대한 산업연관분석과 무역관련 지수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반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학자들에
게 브라질 산업연관분석과 무역관련 지수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역 관련
지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무역관련 지수로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산업내무역지수(GLI: Grubel-Lloyd Index), 현시비교우
위지수(RCA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활용한다.

2. 분석 모형 검토
본 연구가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심을 갖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과
무역관련 지수 비교 분석이다. 우선 입수 가능한 브라질의 연도별 산업연관

13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표를 활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의 변화 역시 살펴본
다.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이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간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
수를 통해 살펴본다. 이와 같이 브라질의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전방연쇄효과와 후방
연쇄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이 브라질 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수준 또는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받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향후 미래 성
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과 총투입액
(중간투입+부가가치)이 같다는 [식 2-1]과 같은 항등식에서 출발한다.

           ····························································· [식 2-1]



 

  

 







⋮

⋮

⋮
 

⋮
  

⋮



: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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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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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의 중간투입,  





 



:  부문의 중간수요,

  :  부문에 사용되는  부문의 투입액,

이를 바탕으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부문 최종수요 1단위 증가
로 인해 유발되는 전 산업의 생산 증가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부문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전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액을 의미한다. 영향력계수는 특정 부문의 최종 수요를 위해 필요한 전 부문
의 생산 증가 다시 말해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라고도 하며,
전 부문의 평균 생산유발계수 대비 특정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비중을 의미
한다. 반면 감응도계수는 전 부문의 최종수요가 모두 한 단위씩 증가할 때
특정 부문의 생산 증가량으로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라고도 하
며, 전 부문의 평균 생산유발계수 대비 특정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가로 합
계의 비중을 의미한다.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  





 

 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 =  



··········································· [식 2-2]





 



··································· [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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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4]
 부문의 영향력계수 =    
 
 


 



    






    







 ∙ 

··················· [식 2-5]
 부문의 감응도계수 =    
 
 


 



    






    

           
⋮
⋮
⋮
⋮
투입계수행렬:             ,
⋮
⋮
⋮
⋮






    
 
  

 
   :  부문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부문의 투입 비중,



        
⋮ ⋮
⋮
⋮
부가가치계수행렬:           
⋮ ⋮
⋮
⋮





 
  

      :  부문의 부가가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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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계수행렬:     

          
⋮
⋮
⋮
⋮
           ,
⋮
⋮
⋮
⋮






    
 
  

 :  부문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유발되는  부문의 생산 증가액,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
⋮
⋮
⋮
           ,
⋮
⋮
⋮
⋮
          

 :  부문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유발되는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액

아울러 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최하 단위인 HS 4단위
를 기준으로 브라질 수입 품목의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본다. 수입 규모 기준
으로 수입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의 상위 100위까지의 품목
을 살펴본다. 이 주요 수입 품목들 중 아직 한국이 수출하지 않는 품목과 한
국의 30대 수출 품목 중 아직 브라질로 수출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브라질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 경쟁
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현시비교
우위지수(RCA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산업 내 무역지수
(GLI: Grubel-Lloyd Index)를 활용한다. 무역특화지수는 교역액(수출액+수입
액) 중 수지(수출액-수입액)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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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해당 품목은 수출 특화 품목이라 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품목은 수입 특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적 비교 외에
해당 품목의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과 평균적인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중
에 대한 상대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다면 국가의 평균적인 수입 대비 수출 비중보다 해당 품목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품목은 수출 특화 품
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Ferto, Hubbard
(2003)의 지수를 수정한 것이다. 산업 내 무역지수는 양국간 산업의 긴밀성
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양국간 산업이 유사하고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의 무역특화지수:    ·································· [식 2-6]
     

 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

 
 
 



       
÷
, ····························· [식 2-7]
     
 
 








    
 
  
∵           

    
 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       ······················· [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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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의 수출액,   :  품목의 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품목의 세계 수출액,   :  품목의 세계 수입액,
  : 세계 총수출액,   : 세계 총수입액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산업연관분석과 함께 무역관련 지수 분석을 통해 브
라질 산업과 수입 품목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의사 결정자가 수출 다
변화 전략 중 하나로 브라질에 대한 중장기 수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브라질 산업 분석
브라질의 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경제 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브라질의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OECD가 회원
국과 함께 주요 국가에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OECD에서 제공
하는 산업연관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활용가능하며, 34개의 산업분류
체계를 지닌다.

1. 브라질 경제 현황
브라질 경제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5년에는 –3.8%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와
비교할 경우, 1993년부터 2008년까지는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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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골드먼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신흥경제국으로 주목하여 BRICs라는 용어를 만들기
도 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인구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수출 수요를 창출한
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국가들 중 브라질은 2009년 이후 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되어,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하
회하게 되었다.

그림 1. 브라질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세계

브라질

10.0 9.2
7.9

8.0

7.5

7.5

5.3

6.0
4.7

4.0
1.9 2.7

2.0

4.7
4.7
3.6
3.2
3.9
3.4
3.8 3.7
3.8

0.6

2.1

0.3

1.0 2.3 2.1

0.7

0.0
1980
-2.0
-4.0

5.3

1990

5.4
4.3
3.1

4.4

4.4
3.4
4.1
3.3 3.3

4.8

3.6
2.5

2.5

2.2

-0.5

1985

6.1

5.8

0.3

1995

0.5

2000

1.4

5.7

3.2

2.9

4.0

5.4
4.2

2005

-4.2

3.9
3.0
3.5

3.0
-0.1

1.1

-3.4
-4.4

5.1

5.4

-0.1

2010

1.9

3.3

3.4 3.1
0.1

2015
-3.8

-6.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6. 5.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인구는 2015년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이는 그만큼 잠재적인 수입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3
년 전 세계에서 다섯째로 인구 2억 명 이상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으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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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2억 44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는 2007년 3억 명을 돌
파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2억 명 이상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림 2. 브라질 인구 추이
(단위: 억 명)
16
14

중국

인도

미국
13.08

12.67

12
10

인도네시아

브라질
13.41
11.95

13.75
12.93

11.14

10.29

8
6
4
2

2.82

2.061.73

2.96

2.211.85

3.10
2.38 1.95

3.22
2.55

2.04

0
2000

2005

2010

201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6. 5. 17).

2. 산업구조 변화 분석
이처럼 브라질 경제는 성장세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인구와 자원이 풍족하
다는 것은 브라질이 잠재적인 수출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출액
의 변화를 살펴볼 때, 브라질의 1차 산업만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
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산출액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
펴보면, 1995년 6%에서 2011년 9.4%로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1995년
32.7%에서 2011년 29.5%로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역시 1995년
에 비해 2011년 비중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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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도 공급서비스는 1995년 5.7%에서 2005년 4.4%로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11년에는 5.5%를 기록했다.

표 1. 브라질 산업별 산출액 비중 추이
(단위: %)

1995

1998

2001

2005

2008

1차 산업

구분

6.0

5.8

6.8

8.0

8.4

2011

9.4

제조업

32.7

29.0

31.9

34.8

33.8

29.5

전력,가스,수도

2.6

3.1

3.5

3.5

3.1

3.0

건설

5.7

6.2

5.3

4.4

4.6

5.5

서비스

53.0

55.9

52.5

49.3

50.1

52.6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16. 4. 15).

다음으로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브라
질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제조
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부가가치 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5%에서 1998년 6.2%로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1
년에는 9.5%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5%에
서 2005년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1
년에는 14.4%를 기록했다. 한편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9.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여 2005년 65.1%를 기록
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1년에는 67.2%를 기록했다. 전력, 가스,
수도 공급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 1995년 각각 2.5%와 5.3%에서 2011년
3.1%와 5.7%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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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브라질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1995

1998

2001

2005

2008

2011

1차 산업

6.5

6.2

7.5

8.2

9.2

9.5

제조업

18.5

15.6

17.0

17.9

16.5

14.4

전력,가스,수도

2.5

3.0

3.0

3.8

3.1

3.1

건설

5.3

6.0

5.3

4.9

4.9

5.7

서비스

67.2

69.3

67.2

65.1

66.3

67.2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16. 4. 15).

다음으로 브라질 수출과 수입을 살펴본 결과, 수지는 2011년까지 흑자세
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연관표상의 수출과 수입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상품 수출 및 수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1차 산업과 제조업의 경우 무역수지가 흑자
를 보였지만 전력, 가스, 수도 공급업과 건설업은 적자를 보였다. 특히 서비
스업의 경우 대부분에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기준 서비스업 중에
서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는 운송서비스와 R&D 및 사업 서비
스로 각각 63억 달러와 13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 중
적자 폭이 큰 부문에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금융서비스, 보건 및 사회
서비스가 포함되며 각각 668억 8,000만 달러, 362억 4,000만 달러, 233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전산업 연평
균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부문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통신서비스, R&D 및 사업서
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사회개인서
비스가 포함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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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라질 산업별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산업

1995

1998

2001

1차 산업

5,630.9

6,932.0

7,320.9

제조업

33,091.1

36,761.2

41,894.5

0.0

0.0

0.0

0.0

0.0

0.0

387.0

341.6

395.2

496.1

769.2

1,022.6

15,456.6

12,815.5

14,880.6

27,822.6

48,134.9

65,796.6

1차 산업

523.4

547.0

542.1

1193.7

2632.5

4068.0

제조업

4264.0

4005.4

2724.7

4645.0

7818.8

10483.7

493.9

656.7

367.5

722.6

1022.5

1434.9

건설

1152.4

1471.0

825.1

1049.5

1745.3

3180.2

서비스

10695.7

12288.5

7602.8

11923.4

20844.2

32123.2

1차 산업

5,107.5

6,385.1

6,778.8

15,084.1

39,833.6

76,549.7

제조업

28,827.1

32,755.8

39,169.8

-493.9

-656.7

-367.5

-722.6

-1,022.5

-1,434.9

건설

-765.5

-1,129.4

-429.9

-553.4

-976.1

-2,157.6

서비스

4,760.8

527.0

7,277.8

15,899.2

27,290.8

33,673.4

수출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서비스

수입 전력, 가스, 수도

수지 전력, 가스, 수도

2005

2008

2011

16,277.7

42,466.1

80,617.7

84,606.3 127,819.3 139,274.9

79,961.3 120,000.5 128,791.2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16. 4. 15).

총투입 중 중간투입 비중인 중간 투입률은 국산 중간 투입률과 수입 중간
투입률로 구분된다. 중간 투입률과 부가가치율의 합은 1이 되기 때문에 중
간 투입률이 증가하는 것은 부가가치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
입률이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투입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1995년만 해도 제조업과 건설업이 투입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컸지
만 이후 상대적으로 1차 산업과 전력, 가스, 수도의 중간 투입률이 빠르게

1) 30개 부문에 대한 수입액과 관련해서는 [별첨 1. 브라질 부문별 수출 및 수입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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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건설업의 중간 투입률을 상회했다. 특히 이와 같은 중간 투입률 상
승은 반대로 부가가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의 비효율성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중간
투입재 중 국내 투입재의 비중인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95% 이상을 기록하
고 있다.

표 4. 브라질 산업별 중간 투입률 및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1995

1998

2001

2005

1차 산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중간투입률

43.3

70.7

48.6

51.6

34.2

국산

42.6

69.7

47.1

50.0

32.6

수입

0.7

1.0

1.5

1.6

1.6

부가가치율

56.7

29.3

51.4

48.4

65.8

국산화율

98.4

98.5

96.9

96.9

95.3

중간투입률

44.1

71.7

48.9

48.9

34.7

국산

43.5

70.7

47.4

47.2

33.1

수입

0.7

1.0

1.5

1.7

1.6

부가가치율

55.9

28.3

51.1

51.1

65.3

국산화율

98.5

98.6

96.8

96.5

95.4

중간투입률

45.6

73.7

57.2

51.2

36.9

국산

44.8

72.8

56.0

49.5

35.3

수입

0.8

0.9

1.1

1.6

1.5

부가가치율

54.4

26.3

42.8

48.8

63.1

국산화율

98.1

98.8

98.0

96.8

95.8

중간투입률

51.0

75.5

48.3

47.7

37.4

국산

50.1

74.6

46.9

46.2

35.8

수입

1.0

0.9

1.3

1.5

1.6

부가가치율

49.0

24.5

51.7

52.3

62.6

국산화율

98.1

98.9

97.3

96.8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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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구분

2008

2011

1차 산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중간투입률

48.2

76.9

52.2

49.2

37.2

국산

47.1

76.1

51.0

47.9

35.8

수입

1.1

0.8

1.1

1.3

1.4

부가가치율

51.8

23.1

47.8

50.8

62.8

국산화율

97.8

99.0

97.8

97.3

96.1

중간투입률

50.0

75.9

49.6

48.3

37.0

국산

48.9

75.0

48.4

47.0

35.5

수입

1.0

0.9

1.1

1.4

1.5

부가가치율

50.0

24.1

50.4

51.7

63.0

국산화율

97.9

98.9

97.7

97.1

96.0

자료: 저자 작성.

브라질 산업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34개 분류 체계로 구분된 산업연관표를 살펴본다. 산출액 비중2)이 1995년에
비해 2011년 상승한 업종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품과 광산품이며, 제조업에
서는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기
타운송장비, 전력, 가스, 수도 공급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R&D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17개 업
종이 포함된다. 제조업에는 16개 업종이 있는데, 이 중 6개 업종만이 산출액
비중이 1995년에 비해 2011년 상승했다. 특히 연도별 산출액 비중을 살펴보
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구조 변화의 추세를 판단하

2) 34개 업종별 산출액 비중 추이는 [별첨 2. 브라질 업종별 산출액 비중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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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산출액 기준으로 10대 업종을 분류하면, 1995년에
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도소매서비스, 금융서비스, 음식료품, 부동산 서
비스, 건설, R&D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화학제품, 교육서비스이며
2011년에는 도소매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
음식료품, 건설, 금융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동산 서비스, 광산품, 교육서비
스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비중3)의 경우, 1995년에 비해 2011년 상승한 업종은 1차 산업에
서는 광산품,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운송
장비, 전력, 가스, 수도 공급서비스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서비
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R&D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14개 업종이 포함된다. 제조업
에는 16개 업종이 있는데, 이 중 4개 업종만이 부가가치 비중이 1995년에
비해 2011년 상승했다.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역시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변화의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10대 업종을 분류하면, 1995년에는 도소매서
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금융서비스, 농림수산품,
R&D 및 사업서비스, 건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음식료품이며
2011년에는 도소매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부동산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건설, 농림수산품, 교육서비스, 광산품, 보건 및 사
회서비스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수출은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브라질

3) 34개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는 [별첨 3. 브라질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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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종별 산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 수입 중 서비스 업종의 증가세가
빠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에 대한 수출 품목 역시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산업연관효과 변화 분석
OECD는 생산유발계수를 제공하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공하지 않는
다. 이에 본 연구는 생산유발계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산출한
다. 그리고 업종별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비교하여 산업연
관효과의 변화를 분석한다.
우선 생산유발계수4)를 비교하면, 2011년 기준 상위 10대 업종에 음식료
품, 운송장비, 석탄 및 섬유제품, 기타운송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기기,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1차 금속제품이 포함된다.
생산유발계수는 해당 산업 최종 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액이
기 때문에, 생산유발계수가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 수요를 위해 타 산업의
생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상위 10
대 업종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펄프, 종이, 인쇄 분야가 제외된 반면 전기
기기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5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앞에서 살
펴본 산출액 비중과 비교할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크면서 산출액 비중 역시
큰 업종은 음식료품이 해당되었다. 이는 음식료품은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
4) 34개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는 [별첨 4. 브라질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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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음식료품의 수요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 역시 생산이 많이 증가해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브라질 2011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상위 10대 업종

1995년 기준

2011년 기준

업종

유발계수

업종

유발계수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2.487

음식료품

2.528

운송장비

2.363

운송장비

2.499

음식료품

2.352

석탄 및 석유제품

2.422

석탄 및 석유제품

2.337

기타운송장비

2.406

1차 금속제품

2.325

고무 및 플라스틱

2.291

고무 및 플라스틱

2.223

화학제품

2.283

기타운송장비

2.210

기계 및 장비

2.258

기계 및 장비

2.193

전기기기

2.246

화학제품

2.119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2.240

펄프, 종이, 인쇄

2.056

1차 금속제품

2.233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생산유발계수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해당 산업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 증대(후방연쇄효과)와 함께 모든 산업의 최종 수
요가 한 단위씩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특정 산업의 생산 증대(전방연쇄효과)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 계수로 측정하
고,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 계수로 측정한다. 먼저 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볼
경우, 영향력 계수5)가 1보다 큰 업종에는 모든 제조업이 포함된 반면 제1차

5) 34개 업종별 영향력 계수 추이는 [별첨 5. 브라질 업종별 영향력 계수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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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력, 가스, 수도 공급 서비스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영향력 계수는 1
보다 작았다. 이 중 광산품의 영향력 계수는 2001년까지 1보다 컸지만 이후
1보다 작게 되었다. 이는 제조업 업종들의 경우, 최종수요 증가가 경제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인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영향력 계수는 목재 및 목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를 제외하고 하락했으며, 이는 제조업의 후방연쇄효
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브라질 제조업이 타 산업과의 동
반 성장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2011년도 브라질 업종별 영향력 계수

업종

계수

업종

계수

업종

계수

농림수산품

0.929

기계 및 장비

1.166

통신서비스

0.935

0.959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1.156

금융서비스

0.812

부동산 서비스

0.578

광산품
음식료품

1.305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1.076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1.067 R&D 및 사업서비스 0.900

석탄 및 석유제품

1.250

전력,가스,수도공급

0.936

공공행정 및 국방

0.833

화학제품

1.179

건설

0.951

교육서비스

0.748

고무 및 플라스틱

1.183

도소매서비스

0.760

보건 및 사회복지

0.874

비금속제품

1.09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31

사회개인서비스

0.956

1차 금속제품

1.153

운송서비스

0.978

가사서비스

0.516

금속제품

1.061

-

-

-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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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1.160

1.086

운송장비

1.29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902

1.059

기타운송장비

1.242

정보통신 및 방송업

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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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방연쇄효과를 살펴볼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감응도 계수6)가
1보다 큰 업종에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
품, 1차 금속제품, 전력, 가스, 수도 공급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운송 서비
스,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R&D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
스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경제 여건이 변
하여 전 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특정 산업의 생산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와는 반대로 전 산업의 최종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산업
의 생산 역시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감응도 계수가 1보다 큰 업종 중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인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감응도 계수가 증가한 업
종은 광산품, 1차 금속제품, 도소매 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의 4개 업종
에 불과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했다. 브라질의 경우,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주로 제조업인 반면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은 서비스업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큰 업종 다시 말해 감응도 계
수와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음식료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은 브라질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6) 34개 업종별 감응도 계수 추이는 [별첨 6. 브라질 업종별 감응도 계수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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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1년도 브라질 업종별 감응도 계수

업종

계수

업종

계수

업종

계수

농림수산품

1.172

기계 및 장비

0.772

통신서비스

1.091

2.032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0.774

금융서비스

1.469

부동산 서비스

0.912

광산품

1.053

전기기기

0.698

섬유 및 가죽제품 0.761

운송장비

0.602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587

음식료품
목재 및 목제품

0.719

0.653

정보통신 및 방송업

0.901

펄프, 종이, 인쇄

0.994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0.639

R&D 및 사업서비스

2.452

석탄 및 석유제품 1.262
화학제품

전력, 가스, 수도공급

1.319

공공행정 및 국방

1.079

건설

0.849

교육서비스

0.673

도소매서비스

2.139

보건 및 사회복지

0.526

0.74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597

사회개인서비스

0.598

1.085

고무 및 플라스틱 0.839
비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

1차 금속제품

1.539

운송서비스

1.058

가사서비스

0.516

금속제품

0.899

-

-

-

-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7)를 비교하면, 2011년 기준 상위 10대 업종을
분류하면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전력, 가스, 수도 공급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업, 음식점 및 숙박업이 포함되며 모두 서비스산업
에 속하는 업종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해당 산업 최종 수요 1단위 증가
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최종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
해 부가가치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기준 부가가치유
발계수 상위 10대 업종과 비교하면, 2011년에는 농림수산품이 제외된 반면
7) 34개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는 [별첨 7. 브라질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참고.

∙ 154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에 관한 연구

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5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앞
에서 살펴본 부가가치 비중과 비교할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크면서 부
가가치 비중 역시 큰 업종은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
융 서비스, R&D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가 해당되었다.
이 업종들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와 함께 전 산업 생산 증
가를 통해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한다.

표 8. 브라질 2011년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 상위 10대 업종

1995년 기준

2011년 기준

업종

유발계수

업종

유발계수

부동산 서비스

0.976

부동산 서비스

0.974

도소매 서비스

0.972

도소매 서비스

0.952

교육 서비스

0.958

교육 서비스

0.951

정보통신 및 방송업

0.956

금융 서비스

0.938

전력,가스,수도 공급 서비스

0.951

R&D 및 사업 서비스

0.936

금융 서비스

0.948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

0.929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

0.943

통신 서비스

0.926

R&D 및 사업 서비스

0.943

전력, 가스, 수도 공급 서비스

0.919

농림수산품

0.937

정보통신 및 방송업

0.918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0.931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0.911

주: 가사서비스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없어 산출액과 부가가치가 같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큰 업종에는 음식료품, 석탄 및 석
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이 산업들은 브라질 생산
프로세스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도 브라질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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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고, 생산유발효과 역시 큰 업종은 음식료품이므로 대브라질 수출
품목으로 음식료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브라질 부가가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큰 업종은 서비스업에 포함되
므로 서비스업 특히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
스, R&D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 업종들은 수입보다는 주로 국내 생
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
출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아직
수출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에
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Ⅳ. 브라질 수입품목 변화 분석
1. 한 ․ 브라질 교역 추이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1990년 이후이며, 특히
200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118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
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5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입은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63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4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대브라질 무역수지는 199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다가 2002
년부터 2004년을 제외하고 흑자세를 유지했다. 특히 2011년에는 흑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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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4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
는 4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브라질 무역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출은 급감하는 데 반해 수입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
록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인 반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6%를 기록했다. 그런
데 브라질의 수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감하고 있지 않다. 후술하겠
지만, 브라질의 수입은 2011년 2,262억 1,0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2,231
억 1,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3년 2,409억 7,000만 달러로 증가했
고 2014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28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3. 한국의 대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14,000

수지

수출

수입

11,821

12,000

10,286

10,000

9,688

8,000
6,000
4,000
2,000
0
-2,000

8,922

7,753
5,926
6,343 6,085
5,495
5,573
5,311
3,487
4,907
4,712
4,380
3,063
4,059
2,411
3,744
1,785
1,724
1,519 1,497 1,711 1,792
1,611
1,619
2,702 2,794
2,501
1,247
1,209
707 889 797 779 1,019
2,195
693
1,388 1,325 1,239
910 935 1,126 1,248 1,137
174 164 449 844
106
356 693 1,546 1,567 3,041 5,478 4,201 4,115 4,015 1,436
131 172 472 1,099 299 789 485
-1 -482 -410 -90
-601 -715 -633 -330 -17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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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을 바탕으로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대브라질 무
역특화지수는 1998년 44.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이후 상승세를 지
속하여 2011년 30.2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12년에는 25.7을 기록했다. 2013
년과 2014년에는 각각 27과 29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5년 다시 15로 급락했다.

표 9. 한국의 대브라질 무역특화지수 추이

년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무역특화지수

-73.9

-65.9

-9.4

6.1

44.2

29.7

0.0

년도

2004

2006

2008

2011

2013

2014

2015

무역특화지수

-10.3

6.2

15.0

30.2

27.0

29.0

15.0

자료: 저자 작성.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품목 중 30대 품목8)을 분류한다.
분류 기준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2015년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금액은 55억 달러이며,
이 중 10대 수출 품목의 비중은 60.2%에 달했으며, 특히 상위 3대 수출 품목
의 비중이 38%에 달했다. 한국의 대브라질 10대 수출 품목에는 부분품과 부
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HS 8708], 전화기(셀
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
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 [HS 8517],
8) [별첨 8.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30대 품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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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집적회로 [HS 8542],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 제외한
다), 그 밖의 광학기기 [HS 9013],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
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HS 8529], 주로 사람
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 [HS 8703],
그 밖의 전기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 [HS 8543],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HS 84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HS 8607],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 [HS 8431] 등이다.
2015년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품목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 [HS 8543]와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HS 8607]이었으며, 그 외 품목
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 중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HS 8607]은 2015년에 새롭게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반면 전자집적회
로 [HS 8542],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
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HS 8529],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
건(station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 [HS 8703], 제8425호부터 제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HS 8431]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 품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
동차와 관련있으며, 이 품목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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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90 이상을 기록하여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이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0. 한국의 대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코드
8708
8517
8542
9013
8529
8703
8543
8407
8607
8431

수출
8,922
1,050
960
1,041
340
663
540
153
130
0
98

2014년
수입
4,907
2
4
8
0
0
0
3
0
0
3

수지
4,014
1,047
956
1,032
339
662
539
150
130
0
95

수출
5,495
870
684
534
276
255
232
195
113
84
66

2015년
수입
4,059
3
10
7
0
0
1
5
0
3
0

수지
1,436
867
674
527
276
255
231
190
113
81
66

주: 1) HS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2)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
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
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
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3) HS 8542: 전자집적회로.
4) HS 9013: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
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
5) HS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HS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
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7) HS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 HS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9) HS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10) HS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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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교역 추이
브라질 수출액은 2011년 2,537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
만, 이후 전년대비 증가와 감소를 거치면서 2014년에는 2,250억 4,000만 달러
를 기록했다. 브라질 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32%와 25.7%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수입액은 2013년 2,40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
에는 2,285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브라질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2010년과 2011년 전년대비 각각 42.3%와 24.5%의 높은 수준을 보였지
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무역수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
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14년 적자로 전환되었다. 브라질 무역수지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년의 151억 2,000만 달러에서 11억 6,000만 달러로
급감했고 2014년에는 –3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11. 브라질 상품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수출액

194,729
152,985
201,906
253,764
238,228
242,133
225,044
88,679

수입
수출증감률

0.0
-21.4
32.0
25.7
-6.1
1.6
-7.1
-19.7

수입액

169,599
127,619
181,641
226,205
223,111
240,973
228,534
95,269

수입증감률

0.0
-24.8
42.3
24.5
-1.4
8.0
-5.2
-15.6

수지

25,130
25,366
20,265
27,559
15,117
1,160
-3,489
-6,590

주: 2015년은 1월부터 6월까지 누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1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브라질로 수출하는 국가들 중 상위 10대 국가에는 중국, 미국, 아르헨티
나, 독일, 나이지리아, 한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가 포함되며, 이 10
개국이 브라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한다. 특히 중국과 미
국이 브라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30%를 상회하고 있다. 한
국은 2014년 기준, 브라질 수입 국가들 중 수입금액 기준으로 6위를 기록했
다. 그러나 한국의 브라질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8년 3.2%에서 2010
년 4.6%로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4년에는 3.7%로 급락했다.

표 12. 브라질 국가별 수입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분류

총계

수입금액

수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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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9,599 127,619 181,641 226,205 223,111 240,973 228,534

중국

20,044

15,911

25,593

32,787

34,246

37,702

37,339

미국

25,810

20,181

27,249

34,212

32,589

36,520

35,293

아르헨티나

13,258

11,281

14,426

16,906

16,444

16,568

14,143

독일

12,026

9,865

12,552

15,200

14,207

15,268

13,833

나이지리아

6,704

4,760

5,920

8,386

8,012

9,660

9,495

한국

5,413

4,818

8,422

10,096

9,095

9,568

8,523

인도

3,564

2,191

4,242

6,081

5,043

6,384

6,635

이탈리아

4,616

3,668

4,843

6,226

6,205

6,775

6,318

일본

6,807

5,367

6,982

7,872

7,734

7,117

5,902

프랑스

4,701

3,625

4,810

5,470

5,911

6,538

5,704

중국

11.8

12.5

14.1

14.5

15.3

15.6

16.3

미국

15.2

15.8

15.0

15.1

14.6

15.2

15.4

아르헨티나

7.8

8.8

7.9

7.5

7.4

6.9

6.2

독일

7.1

7.7

6.9

6.7

6.4

6.3

6.1

나이지리아

4.0

3.7

3.3

3.7

3.6

4.0

4.2

한국

3.2

3.8

4.6

4.5

4.1

4.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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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구분

수입비중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도

2.1

1.7

2.3

2.7

2.3

2.6

2.9

이탈리아

2.7

2.9

2.7

2.8

2.8

2.8

2.8

일본

4.0

4.2

3.8

3.5

3.5

3.0

2.6

프랑스

2.8

2.8

2.6

2.4

2.6

2.7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2014년 기준 브라질의 수입액은 2,285억 3,000만 달러이며, 10대 수입 품
목의 합계는 739억 3,000만 달러로 33.7%를 기록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입에 대한 평균 기준으로 30대 품목을 선정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 [별첨 10]이다. 이렇게 선정된 30대 품목을 기준으로 2014년 브라질
수입을 살펴보면, 30대 수입 품목의 합계는 1,165억 2,000만 달러로 전체 수
입 중 51%를 기록했다. 원유 [HS 2709]의 경우, 브라질의 2014년 수출은 163
억 6,000만 달러로 수입 155억 3,000만 달러보다 8억 2,000만 달러 큰 규모를
기록했다.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원유 [HS 2709]의 경우 2.6을 기록했지
만 나머지 9개 품목들은 모두 0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이 9개 품목들은
수입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도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품목은 석
유가스 [HS 2711], 운송용 트럭 및 자동차 [HS 8704]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
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
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 [HS 85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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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4년 기준 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수지

무역특화지수

225,044

228,534

-3,490

-0.8

2710

3,923

17,630

-13,707

-63.6

2709

16,357

15,533

824

2.6

3

8703

3,195

7,676

-4,481

-41.2

4

2711

62

8,448

-8,386

-98.5

5

8708

2,579

7,142

-4,563

-46.9

6

8517

338

5,677

-5,339

-88.8

7

8542

58

4,444

-4,386

-97.4

8

3004

1,207

3,682

-2,475

-50.6

9

8529

25

3,184

-3,159

-98.4

10

8704

1,494

3,026

-1,532

-33.9

순위

코드

1
2

주: 1) HS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HS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에 한함)
HS 8703: 차량(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 포함)
HS 2711: 석유가스
HS 8708: 부분품과 부속품(차량용)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포함)
HS 8542: 전자집적회로
HS 3004: 의약품
HS 8529: 부분품(텔레비전수신기기와 송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HS 8704: 화물자동차
2) HS 3808: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3. 브라질 30대 수입 품목 분석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한 브라질 30대 수입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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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한국의 대브라질 3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12개 품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 중 18개 품목은 수출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겹치지 않는 18개
품목을 살펴보면, 원유, 석탄, 밀 등 원자재를 제외하고 모두 가공품이다. 또
한 2015년 기준 한국의 30대 수출 품목 중 2014년 브라질의 100대 수입 품목
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액정디바이스 [HS 9013],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
차나 차량의 부분품 [HS 8607],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HS 8207],
금속주조용주형틀 등 [HS 8480]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의 100대 수출 품목
중 대브라질 30대 수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으로 원유 [HS 2709], 석
유가스 [HS 2711], 살충제 등 [HS 3808], 칼륨비료 [HS 3104],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HS 3105],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HS 8411],
제8469호부터 8472호까지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 질소헤테로고리화합
물 [HS 2933] 등이 있다.

표 14. 브라질 30대 수입 품목 중 한국의 수출이 미약한 품목

순위

코드

설명

원자재
여부

1

2710

Petroleum oils, not crude

X

2

2709

Crude petroleum oils

O

3

2711

Petroleum gases

X

12

8704

Trucks,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X

13

3104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potassic

X

14

3105

Mixtures of..nitrogen, phosphorous or potassium fertilizers

X

15

8411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X

16

2701

Coal; briquettes, ovoids &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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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순위

코드

설명

원자재
여부

17

3102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nitrogenous

X

18

8473 Parts&acces of computers & office machines

X

19

2933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 nucleic & thei

X

20

1001 Wheat and meslin

O

22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optical reader, etc

X

23

3901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X

25

8409 Part for use solely/principally with the motor engines

X

26

8481 Tap, cock, valve for pipe, tank for the like ,incl pressure reducing valve

X

29

7403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unwrought

X

30

8443 Printing machinery; machines for uses ancillary to printing

X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액정디바이스 [HS 9013],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HS 8607],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
구 [HS 8207], 금속주조용주형틀 등 [HS 8480], 석유가스 [HS 2711], 살충제
등 [HS 3808], 칼륨비료 [HS 3104],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HS 3105], 터보
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 [HS 8411], 제8469호부터 8472호까지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HS 2933] 등이 브라질
로의 잠재적인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 경
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석유가스 [HS 2711], 칼
륨비료 [HS 3104],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HS 8411],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HS 2933]은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품목들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은 분석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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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7개 품목에 대한 대브라질 주요 수출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고,
한국의 수출 가능성을 분석한다. 주요 수출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경쟁상대
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을 분석한다.

표 15. 한국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액 및 수입액, 무역특화지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HS 9013

HS 8607

HS 8207

수출액

수입액

TSI

수출액

수입액

TSI

수출액

수입액

TSI

2008년

23,068

1,937

0.845

137

135

0.007

815

244

0.539

2015년

21,487

0.728

304

0.494

1,434

2008년
2015년

수출액
1,053
1,943

2008년

수출액
23

3,389
HS 8480
수입액
106
129
HS 3104
수입액
362

TSI
-0.881

2015년

8

214

-0.928

TSI
0.817
0.875

103
HS 2711
수출액 수입액
136
24,893
276
21,556
HS 3105
수출액 수입액
567
74
229

HS 8473

91

TSI
-0.989
-0.975
TSI
0.769

0.431

279
HS 3808
수출액 수입액
128
190
335
194
HS 8411
수출액 수입액
240
986
466

1,614

0.674
TSI
-0.195
0.267
TSI
-0.608

-0.552

HS 2933

수출액

수입액

TSI

수출액

수입액

TSI

2008년

6,161

2,345

0.449

272

642

-0.405

2015년

5,525

2,398

0.395

389

950

-0.419

자료: TSI는 한국의 품목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의미함.

먼저 액정디바이스는 한국에서 수출 금액 기준으로 7위에 해당하는 품목
으로 2010년까지는 브라질에서 중국 다음으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급감하여 2013년 이후
에는 100만 달러에 그쳤다. 브라질의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수입규모는 2011
년 이후 급감하여 2014년에는 1억 1,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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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브라질 액정디바이스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총계

10

7

8

중국

0

2

한국

0

일본

2011

2012

2013

2014

10

3

4

3

1

2

0

0

0

1

1

3

0

0

0

0

0

0

0

0

0

0

총계

1,398

918

979

323

215

124

114

중국

821

430

506

219

143

80

66

한국

448

273

254

41

27

1

1

일본

12

27

70

10

7

6

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액정디바이스의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
해 무역특화지수, 현시선호비교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 결과, 브라
질이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수입을 거의하지 않고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웠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산업 내 무역지수 역시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수들을 바
탕으로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던 규모를 기준으로 액정디바
이스에 대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액정디바
이스에 대한 한국의 대세계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9년 0.86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5년에는 0.728을 기록했다. 물론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브라
질 시장에서처럼 수출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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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한 ․ 중 ․ 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종류

무역특화지수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

2008

1.000
-

2009

1.000
-

2010

2011

1.000

1.000

-

-

2012

0.999

2013

2014

0.999 1.000

2322.258 2144.113

-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무역특화지수

1.000

1.000

1.000

0.996

0.993

1.000 1.000

244.147

162.389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0

0.000

0.004

0.007

0.000 0.000

무역특화지수

1.000

0.995

1.000

1.000

1.000

0.811 1.000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

0.000

-

595.491
0.005

-

0.000

0.000

0.000

-

18.580

-

-

0.189 0.000

자료: 저자 작성.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은 한국에서 수출 금액 기준으
로 184위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브라질의 수입액 중 한국, 중국, 일
본의 비중이 작은 품목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브라질로 수출 실적이 거
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 규모가 2011년 이후 1,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09년까지 브라질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에
대한 수출은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출은
정체한 데 반해 수입은 증가세를 보여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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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브라질 철도용 등의 부분품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169

167

54

48

71

77

60

중국

0

0

0

0

1

0

2

한국

0

2

0

0

0

0

0

일본

0

0

0

1

0

0

0

총계

91

44

197

306

168

161

198

중국

5

3

2

22

12

11

17

한국

0

0

0

1

0

0

0

일본

0

1

28

7

3

2

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의 대 브라
질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 결과, 액정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수입은 거의 없는 반
면 수출 실적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깝고 현시선호우위
지수는 1보다 큰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
가까워 산업 내 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경우 산업
내 무역지수가 2012년과 2014년 각각 0.222와 0.133을 기록했으며, 이는 브
라질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에 대한 산업구조가 한국
과 일본에 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철도용이나 궤도
용 기관차에 대한 한국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9)는 2011년 0.678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여 2014년에는 0.121을 기록했지만 2015년 수출

9) 자세한 내용은 [별첨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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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해 0.494로 급등한 점을 볼 때 브라질에서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품목으로 판단된다.

표 19. 철도용 등의 부분품에 대한 한 ․ 중 ․ 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중국

한국

일본

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특화
지수

1.000

-

1.000

1.000

0.778

1.000

0.867

현시비교
우위지수

-

-

-

-

12.460

-

20.835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

0.000

0.000

0.222

0.000

0.133

무역특화
지수

-

0.333

1.000

1.000

-

-

-

현시비교
우위지수

-

1.410

-

-

-

-

-

산업 내
무역지수

-

0.667

0.000

0.000

-

-

-

무역특화
지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시비교
우위지수

-

-

-

-

-

-

-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자료: 저자 작성.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HS 8207]는 2015년 수출 금액 기준으
로 65위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는 2012년까지 급
증하다 2013년과 2014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호환성 공구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브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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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3.6%를 기록했다. 한편 브라질의
호환성 공구에 대한 수출 규모는 수입 규모보다 작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 규모는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
히 3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요약하
면, 호환성 공구를 브라질 역시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는 수입특화 품목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0. 브라질 호환성 공구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157

131

134

158

137

136

135

중국

1

2

3

1

2

2

1

한국

1

0

0

1

0

1

0

일본

3

2

2

2

3

2

3

총계

216

157

237

352

430

404

372

중국

33

58

69

77

48

23

14

한국

7

3

7

40

53

44

31

일본

38

12

14

57

60

74

8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호환성 공구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다. 그 결
과, 한국의 무역특화지수가 중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중국은 2008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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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락세를 보여 2014년에는 0.061을 기록했으며 일본 역시 2009년 0.33
에서 하락세를 보여 2014년에는 0.079를 기록했다. 한국 역시 2008년 0.25에
서 하락하여 2014년에는 0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호환성 공구에 대해서
는 브라질과의 산업 내 무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로 본다
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보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비교 대상 3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호환성 공구에 대한 대세계 수출 경쟁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
고 일본의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가 감소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1. 호환성 공구에 대한 한 ․ 중 ․ 일 대 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중국

한국

일본

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특화지수

0.778

0.846

0.862

0.889

0.917

0.949

0.939

현시비교우위지수

12.626 24.052 20.991 28.098 35.823 57.048 47.623

산업 내 무역지수

0.222

0.154

0.138

0.111

0.083

0.051

0.061

0.846

0.929

1.000

0.959

1.000

-

27.612

-

무역특화지수

0.750

1.000

현시비교우위지수

5.174

-

산업 내 무역지수

0.250

0.000

0.154

0.071

0.000

0.041

0.000

무역특화지수

0.897

0.670

0.805

0.928

0.850

0.947

0.921

현시비교우위지수

28.323

산업 내 무역지수

0.103

7.293 14.488

7.601 14.634 54.969 24.842 70.708 49.620
0.330

0.195

0.072

0.150

0.053

0.079

자료: 저자 작성.

2015년 수출 금액 기준으로 금속주조용주형틀 등 [HS 8480]은 50위에 해
당되는 품목이며,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2012년까지 급증하다 이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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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는 분석대상 3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 감소했지만 2014년 다시 증가
했다. 일본의 대브라질 수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금속주조용주형틀 등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브라질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하여 2013년 52.4%
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2014년에도 53.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유율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한 것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9년 이후 일
본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중국보다는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2. 브라질 금속주조용주형틀 등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57

46

43

44

47

59

37

중국

1

0

0

1

1

1

0

한국

0

0

0

0

0

0

0

일본

0

0

0

0

0

0

0

총계

213

239

249

332

335

315

270

중국

44

56

57

81

93

83

88

한국

20

26

25

41

52

45

38

일본

27

18

14

33

21

37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금속주조용주형틀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살
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
다. 그 결과 한국, 일본,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금속주조용주형틀을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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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의 경우에는 브라질로부터 금속주조용주형틀을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무역특화지수는 1이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이
때문에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0에 가까운 값
을 갖는다. 따라서 무역 관련 지수만을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앞서 살펴본 대브라질 수출 시
장에서의 점유율이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3. 금속주조용주형틀에 대한 한 ․ 중 ․ 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종류

2008

2009

1.000

1.000

-

-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0

무역특화지수

1.000

1.000

-

무역특화지수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특화지수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2010

0.957

2011

2012

2013

1.000

1.000

-

-

0.043

0.000

0.000

0.022

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97

0.990

0.993

0.989

0.997

0.999

1.000

69.969

0.978

2014

131.877

971.534 284.396 465.857 381.561 1209.578 6839.588
0.003

0.010

0.007

0.011

0.003

0.001

1.000
-

0.000

자료: 저자 작성.

살충제 등 [HS 3808]은 2015년 기준 175위에 해당될 정도로 한국에서 수
출 규모가 낮은 품목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3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특화지수는 2008년 –0.195에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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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7로 급등했다. 이는 살충제 등은 한국에서 수입특화 품목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브라질에서
의 수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수출 규모 역시 감소
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의 살충제 등에 대한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
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1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가
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브라질 살충제 등의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432

332

423

472

428

364

325

중국

1

1

2

1

1

1

1

한국

0

1

0

0

0

0

0

일본

7

11

12

6

0

0

0

총계

1,257

1,301

1,534

1,959

2,246

3,005

3,459

중국

60

276

235

136

106

68

42

한국

0

0

0

0

0

0

1

일본

14

21

18

20

17

17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살충제 등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다. 그런
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브라질 실적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는 의미가 없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운 데 반해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수출특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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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산업 내 무역지수가 0.3~0.9를 기록할 정도였으
며, 이는 브라질과 일본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일본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에 가까워진 반면 무역특화지수
와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급등하였으며, 이는 살충제 등은 일본의 대브라질
교역에 있어 수출특화 품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살충제 등의 경우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5. 살충제 등에 대한 한 ․ 중 ․ 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종류

2008

무역특화지수

0.922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 38.668

2009

1.000
-

2011

1.000

1.000

-

-

-

-

-

-

-

-

1.000

-

-

-

-

-

-

-

-

0.008

1.000

-

-

0.000

0.992
349.696

2014

무역특화지수

-

0.000

1.000

2013

0.078

-

0.000

-

2012

산업 내 무역지수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

0.000

2010

산업 내 무역지수

-

무역특화지수

0.543

0.317

0.187

0.625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

5.188

2.892

2.313

8.859 125.331 156.169 94.142

산업 내 무역지수

0.457

0.683

0.813

0.375

0.968
0.032

-

0.000

0.976
0.024

0.000
0.957
0.043

자료: 저자 작성.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HS 3105]는 2015년 한국의 수출액 기준으로 212
위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2008년 0.769에서 2014년
0.413으로 급락했다. 이는 한국은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에 대해 수출 경쟁
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브라질 시장에서도 2011년까지 실
적이 있는 반면 이후에는 수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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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14년에는 5억 3,2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
면 일본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살충제 등과
마찬가지로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역시 1차 산업과 관련이 깊은 품목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수요가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품목이 모두
2012년 이후 수입이 감소한 것과 달리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는 오히려 증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6. 브라질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의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382

193

250

319

281

342

304

중국

0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

0

일본

0

0

0

0

0

0

0

총계

2,357

645

1,065

2,487

2,138

2,648

2,754

중국

273

2

51

222

90

288

532

한국

29

28

9

11

0

0

0

일본

0

0

0

0

0

0

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
출한 결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1이고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브라질에서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에 있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과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특화지수는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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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시비교우위지수 역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광물
성비료나 화학비료는 브라질과 비교할 때 수입특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일본과 브라질의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내 무역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산업 내 무역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에 대한 대브라질 교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역관련 지수
는 의미가 없다.

표 27.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에 대한 한․중․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종류

무역특화지수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특화지수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특화지수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00
0.000
1.000
0.000
-0.795
0.176
0.205

1.000
0.000
-0.636
0.333
0.364

1.000
0.000
1.000
0.000
-0.778
0.198
0.222

1.000
0.000
-0.700
0.360
0.300

1.000
0.000
-0.391
0.881
0.609

1.000
0.000
-0.677
0.372
0.323

1.000
0.000
-0.730
0.320
0.270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2015년 수출액 기준으로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은 12위에 해
당되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크며, 2013년에는 사
상 최고치인 70.3%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10년 2억 5,800
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수출을 실현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
는 9,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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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브라질 부분품과 부속품의 대한국, 중국, 일본 수출 및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총계
중국
한국
일본
총계
중국
한국
일본

2008
50
4
0
1
1,318
833
128
21

2009
40
4
0
0
1,281
749
193
14

2010
39
3
0
0
1,715
1,043
258
10

2011
51
5
3
0
1,806
1,110
228
11

2012
75
25
8
0
2,436
1,639
178
10

2013
68
20
2
0
2,223
1,562
160
10

2014
49
6
1
0
2,158
1,317
97
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7).

한국, 중국, 일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대 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살펴
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한 결과,
중국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무역
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경우 일본 역시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교역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9.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한․중․일 대브라질 수출 경쟁력

국가

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특화지수
1.000
0.996
0.994
1.000
0.998
0.997 1.000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
- 978.107 530.983
- 1381.517 929.066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4
0.006
0.000
0.002
0.003 0.000
무역특화지수
1.000
1.000
1.000
0.983
0.932
0.967 0.963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
- 61.171
16.860 34.515 29.149
산업 내 무역지수
0.000
0.000
0.000
0.017
0.068
0.033 0.037
무역특화지수
0.994
0.978
0.970
0.993
1.000
0.994 1.000
일본 현시비교우위지수 527.094 134.831 102.368 610.497
- 609.641
산업 내 무역지수
0.006
0.022
0.030
0.007
0.000
0.006 0.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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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관심 국가로 브라질을 선정하고, 브라질의
산업구조와 수입시장에 대해 분석했다. 산업구조는 OECD에서 제공하는 산
업연관표를 활용했고, 수입시장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통
계 데이터를 활용했다. 먼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브라질 산업의 중간투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
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간 투입재 중 브라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인 국산화율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투입재에 대한 수입
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출액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1차
산업,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전력․가스․수도
공급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
대, R&D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되었
다. 이 중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업종은 1차 산업,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
비, 운송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다.
셋째,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큰 업종에는 음식료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제품이 포함되었다.
넷째,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업종에는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교
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R&D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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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브라질 수출에 있어 원자재와 같은 중간
투입재는 지양하고 부품소재와 같은 중간재 성격의 투입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브라질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
고 있으므로, 운송 서비스, R&D 및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
지서비스의 대브라질 수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파
급효과가 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 역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은 업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라면, 무역
관련 지수에 대한 분석은 품목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보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세분류를 포함하는 무역
통계는 없는 반면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한 세분류를 포함하는 무역 통계
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보다 상품을 세분류하여, 수출 가능 품
목을 분석한다. 브라질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30대 대
브라질 수출품과 브라질의 30대 수입품을 비교하였고, 또한 한국의 30대 수
출품과 브라질 100대 수입품을 비교하여 액정디바이스,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금속주조용주
형틀 등, 살충제 등,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제8469호부터 8472호까지 부분
품과 부속품 등 7개 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이 품목들은 브라질 산업연관 분
석 결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인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대 브라질 수
출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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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디바이스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지만, 대브라질 수출은 2013년 이후
거의 없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일정 수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
이할 점은 브라질의 액정디바이스 수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은 한국의 수출 규모는 작지만, 브라질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아
직 중국과 일본의 수출 실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의 경우, 일본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감소하고 있다. 무역특화지
수는 한국과 중국이 높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일본이 높지만 그 차이가 크
지 않아 수출 경쟁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일본
의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수출 금액 기준으로 금속주조
용주형틀 등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브라질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중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한국의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무역관련 지수 역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을 비
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가
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살충제 등은 한국의 수출 규모는 작지만 수입특화 품
목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대브라질 수출 가능성이 있
다. 특히 1차 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과 아직 중국, 일본이
브라질 살충제 시장을 점유하지 못한 점 등은 한국에게 호재로 작용된다. 광
물성비료나 화학비료의 경우,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역시 중국의 대브
라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내 무
역지수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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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7개 품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액정디바이스, 부분품과 부속품 등과 같이 한국의 수
출 경쟁력이 큰 품목 역시 브라질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높지는 못했다. 따
라서 중국의 시장 개척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브라질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연관표의 최근 제공 시점이 2011년인 데 반해 무역통계는 2015년
이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의 시점 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할 때 2011년 산업연관표 역시 의미 있는 분석이
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계 데이터간 시점의 미스매
치를 간과했고 또한 통계치에 대한 원인과 영향 분석 없이 단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브라질 산업연관표를 활용하
여 산업구조를 소개했다는 점과 무역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한․중․일의 대브
라질 수출 경쟁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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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브라질 부문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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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48.6
174.8
239.5
487.4
91.6
259.1
460.0
608.8
164.3
131.6
268.0
198.2
188.2
240.3
141.8
587.9
42.7
154.6
493.9
1152.4
1503.4
450.0
762.9
28.9
2241.6
1251.9
116.5
125.9
585.0
2134.5
421.7
572.0
501.5
0.0

1998
371.5
175.4
282.5
417.9
79.7
207.0
421.3
688.7
148.6
143.0
213.2
191.8
177.5
179.6
115.1
573.3
32.3
133.8
656.7
1471.0
1419.9
446.6
844.2
69.7
2175.0
2074.3
147.9
175.3
950.1
2366.8
451.8
617.5
549.5
0.0

2001
329.4
212.7
155.7
264.4
45.5
193.4
298.8
442.0
88.4
84.4
182.5
146.6
164.1
110.4
71.2
353.7
34.5
89.1
367.5
825.1
932.0
355.9
670.6
111.4
1174.2
1030.2
60.9
74.4
467.0
1474.7
339.2
500.3
411.9
0.0

2005
680.3
513.4
234.1
260.2
57.6
220.1
1023.2
639.3
145.8
118.7
507.2
198.2
195.9
114.3
102.2
675.8
42.1
110.4
722.6
1049.5
1442.9
461.4
1077.6
194.9
1849.5
1503.3
103.6
83.4
906.6
2446.2
490.4
764.2
599.3
0.0

2008
1565.2
1067.3
528.9
485.2
86.4
380.7
908.0
1023.4
248.2
212.4
965.3
344.2
435.6
215.9
179.7
1520.7
83.4
200.7
1022.5
1745.3
2621.4
878.2
1760.5
344.7
3271.8
2217.3
110.7
159.0
1507.5
4519.1
1001.6
1497.5
954.9
0.0

2011
2213.5
1854.5
625.1
707.2
101.7
490.2
1157.8
1376.1
359.9
280.7
1239.0
470.2
567.8
311.4
233.8
2202.6
109.6
250.7
1434.9
3180.2
4242.1
1386.3
2504.3
527.7
4993.5
3343.1
198.1
243.5
2125.0
7177.8
1581.5
2338.4
1461.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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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브라질 업종별 산출액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1995
0.048
0.012
0.068
0.035
0.006
0.018
0.021
0.035
0.012
0.010
0.017
0.012
0.015
0.026
0.008
0.027
0.005
0.011
0.026
0.057
0.077
0.019
0.024
0.005
0.074
0.060
0.003
0.018
0.055
0.092
0.035
0.033
0.027
0.008

1998
0.046
0.012
0.065
0.027
0.005
0.016
0.021
0.037
0.011
0.010
0.014
0.011
0.013
0.018
0.007
0.023
0.004
0.009
0.031
0.062
0.077
0.019
0.024
0.009
0.068
0.077
0.003
0.018
0.074
0.089
0.033
0.032
0.026
0.008

2001
0.049
0.019
0.067
0.027
0.005
0.019
0.031
0.039
0.011
0.009
0.018
0.013
0.017
0.016
0.008
0.025
0.006
0.010
0.035
0.053
0.085
0.021
0.028
0.021
0.056
0.057
0.003
0.013
0.061
0.079
0.035
0.034
0.027
0.006

2005
0.051
0.028
0.071
0.023
0.005
0.018
0.036
0.043
0.013
0.009
0.026
0.014
0.019
0.016
0.008
0.034
0.006
0.009
0.035
0.044
0.085
0.018
0.027
0.021
0.053
0.047
0.002
0.012
0.059
0.078
0.030
0.032
0.023
0.006

2008
0.053
0.031
0.067
0.020
0.004
0.016
0.033
0.040
0.012
0.009
0.027
0.014
0.021
0.013
0.009
0.036
0.007
0.008
0.031
0.046
0.093
0.020
0.028
0.021
0.052
0.043
0.003
0.013
0.061
0.076
0.033
0.033
0.021
0.006

2011
0.050
0.044
0.058
0.018
0.004
0.015
0.022
0.035
0.010
0.009
0.025
0.012
0.020
0.012
0.008
0.033
0.006
0.008
0.030
0.055
0.098
0.021
0.027
0.020
0.055
0.046
0.003
0.013
0.065
0.081
0.035
0.035
0.022
0.006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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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브라질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 가스, 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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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057
0.008
0.029
0.026
0.006
0.013
0.006
0.022
0.007
0.008
0.009
0.010
0.009
0.009
0.006
0.011
0.003
0.009
0.025
0.053
0.129
0.019
0.024
0.004
0.089
0.103
0.003
0.019
0.053
0.107
0.047
0.034
0.025
0.015

1998
0.055
0.007
0.027
0.020
0.005
0.010
0.005
0.023
0.006
0.007
0.007
0.009
0.008
0.007
0.005
0.009
0.002
0.008
0.030
0.060
0.109
0.016
0.024
0.009
0.079
0.139
0.003
0.020
0.078
0.103
0.043
0.032
0.023
0.015

2001
0.061
0.015
0.028
0.020
0.004
0.015
0.006
0.023
0.006
0.007
0.009
0.010
0.011
0.007
0.004
0.008
0.004
0.008
0.030
0.053
0.120
0.018
0.029
0.021
0.067
0.107
0.003
0.013
0.064
0.101
0.051
0.039
0.027
0.012

2005
0.058
0.025
0.029
0.017
0.004
0.014
0.008
0.023
0.007
0.006
0.015
0.012
0.010
0.006
0.006
0.010
0.003
0.008
0.038
0.049
0.123
0.016
0.027
0.022
0.070
0.090
0.003
0.014
0.069
0.099
0.045
0.036
0.024
0.013

2008
0.059
0.032
0.024
0.015
0.004
0.013
0.005
0.019
0.007
0.007
0.015
0.011
0.013
0.006
0.005
0.012
0.003
0.007
0.031
0.049
0.137
0.018
0.028
0.022
0.067
0.082
0.003
0.015
0.071
0.098
0.050
0.039
0.022
0.012

2011
0.055
0.041
0.021
0.013
0.003
0.011
0.004
0.016
0.006
0.006
0.013
0.010
0.011
0.005
0.005
0.011
0.003
0.006
0.031
0.057
0.138
0.018
0.026
0.020
0.069
0.084
0.003
0.015
0.073
0.101
0.051
0.040
0.0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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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브라질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1995
1.628
2.045
2.352
2.046
1.782
2.056
2.337
2.119
2.223
1.992
2.325
2.015
2.193
2.487
2.010
2.363
2.210
1.923
1.814
1.874
1.173
1.784
1.747
1.954
1.584
1.164
1.839
1.702
1.829
1.651
1.505
1.783
1.928
1.000

1998
1.659
2.108
2.366
2.063
1.810
2.193
2.600
2.160
2.360
2.030
2.331
2.053
2.240
2.337
2.163
2.366
2.283
1.989
1.819
1.848
1.382
1.938
1.772
1.843
1.615
1.053
1.757
1.681
1.742
1.628
1.528
1.786
1.929
1.000

2001
1.678
1.947
2.430
2.151
1.913
2.069
2.419
2.181
2.375
2.062
2.229
2.020
2.157
2.088
2.207
2.432
2.191
2.037
1.997
1.877
1.482
2.002
1.795
1.831
1.650
1.099
1.793
1.703
1.816
1.595
1.437
1.677
1.878
1.000

2005
1.881
1.948
2.568
2.201
2.148
2.172
2.440
2.329
2.432
2.115
2.255
2.073
2.352
2.289
2.237
2.590
2.412
2.112
1.805
1.863
1.501
2.032
1.929
1.804
1.572
1.105
1.773
1.693
1.764
1.637
1.474
1.765
1.891
1.000

2008
1.844
1.807
2.598
2.153
2.074
2.111
2.420
2.346
2.370
2.150
2.194
2.057
2.239
2.198
2.286
2.484
2.372
2.094
1.879
1.877
1.492
2.052
1.954
1.851
1.627
1.131
1.770
1.702
1.776
1.628
1.465
1.712
1.895
1.000

2011
1.800
1.858
2.528
2.103
2.050
2.085
2.422
2.283
2.291
2.123
2.233
2.055
2.258
2.240
2.246
2.499
2.406
2.066
1.813
1.843
1.472
1.998
1.894
1.811
1.572
1.120
1.748
1.693
1.743
1.613
1.449
1.693
1.851
1.000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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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브라질 업종별 영향력 계수 추이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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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859
1.079
1.241
1.080
0.940
1.085
1.233
1.118
1.173
1.051
1.227
1.063
1.157
1.312
1.060
1.247
1.166
1.015
0.957
0.989
0.619
0.942
0.922
1.031
0.836
0.614
0.970
0.898
0.965
0.871
0.794
0.941
1.017
0.528

1998
0.862
1.095
1.229
1.072
0.940
1.139
1.351
1.123
1.226
1.055
1.211
1.067
1.164
1.215
1.124
1.229
1.186
1.033
0.945
0.960
0.718
1.007
0.921
0.958
0.839
0.547
0.913
0.874
0.905
0.846
0.794
0.928
1.003
0.520

2001
0.875
1.015
1.267
1.121
0.997
1.079
1.261
1.137
1.238
1.075
1.162
1.053
1.124
1.089
1.151
1.268
1.142
1.062
1.041
0.979
0.772
1.044
0.936
0.955
0.860
0.573
0.935
0.888
0.947
0.831
0.749
0.874
0.979
0.521

2005
0.952
0.986
1.300
1.114
1.088
1.100
1.235
1.179
1.231
1.071
1.142
1.049
1.191
1.159
1.133
1.311
1.221
1.069
0.914
0.943
0.760
1.029
0.976
0.913
0.796
0.559
0.898
0.857
0.893
0.829
0.746
0.893
0.957
0.506

2008
0.941
0.922
1.326
1.099
1.058
1.078
1.235
1.198
1.210
1.098
1.120
1.050
1.143
1.122
1.167
1.268
1.211
1.069
0.959
0.958
0.762
1.047
0.997
0.945
0.831
0.577
0.904
0.869
0.906
0.831
0.748
0.874
0.968
0.510

2011
0.929
0.959
1.305
1.086
1.059
1.076
1.250
1.179
1.183
1.096
1.153
1.061
1.166
1.156
1.160
1.290
1.242
1.067
0.936
0.951
0.760
1.031
0.978
0.935
0.812
0.578
0.902
0.874
0.900
0.833
0.748
0.874
0.95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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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브라질 업종별 감응도 계수 추이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1995
1.098
1.131
1.068
0.920
0.768
1.211
1.231
1.239
0.959
0.811
1.434
0.921
0.886
0.978
0.682
0.573
0.600
0.732
1.222
0.722
1.997
0.610
0.900
0.627
2.592
0.819
0.618
0.890
2.219
1.192
0.635
0.532
0.658
0.528

1998
1.129
1.108
1.120
0.855
0.743
1.079
1.274
1.201
0.918
0.764
1.300
0.900
0.752
0.935
0.708
0.644
0.574
0.650
1.380
0.836
1.791
0.591
1.019
0.780
1.721
0.960
0.645
1.146
3.080
1.116
0.612
0.528
0.625
0.520

2001
1.127
1.279
1.124
0.836
0.706
1.136
1.481
1.260
0.884
0.764
1.310
0.934
0.801
0.875
0.720
0.594
0.547
0.661
1.499
0.862
1.914
0.606
1.116
1.101
1.494
0.935
0.605
0.909
2.419
1.142
0.678
0.531
0.627
0.521

2005
1.154
1.593
1.116
0.808
0.678
1.092
1.668
1.381
0.889
0.740
1.551
0.943
0.772
0.861
0.694
0.614
0.526
0.642
1.499
0.826
1.920
0.580
1.063
1.082
1.338
0.884
0.583
0.875
2.282
1.113
0.623
0.514
0.588
0.506

2008
1.225
1.510
1.169
0.781
0.705
1.027
1.654
1.208
0.850
0.771
1.436
0.925
0.772
0.770
0.717
0.603
0.629
0.652
1.395
0.787
2.055
0.595
1.088
1.141
1.494
0.912
0.586
0.874
2.332
1.086
0.634
0.518
0.588
0.510

2011
1.172
2.032
1.053
0.761
0.719
0.994
1.262
1.085
0.839
0.740
1.539
0.899
0.772
0.774
0.698
0.602
0.653
0.639
1.319
0.849
2.139
0.597
1.058
1.091
1.469
0.912
0.587
0.901
2.452
1.079
0.673
0.526
0.598
0.516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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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브라질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구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목제품
펄프,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전자, 영상장비
전기기기
운송장비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업(재활용 등)
전력,가스,수도공급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정보통신 및 방송업
R&D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

자료: OECD 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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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937
0.872
0.909
0.915
0.925
0.896
0.780
0.857
0.865
0.882
0.833
0.875
0.867
0.798
0.865
0.837
0.856
0.924
0.951
0.908
0.972
0.931
0.902
0.930
0.948
0.976
0.890
0.956
0.943
0.943
0.958
0.926
0.918
1.000

1998
0.932
0.872
0.908
0.922
0.925
0.890
0.808
0.872
0.856
0.890
0.841
0.875
0.833
0.773
0.846
0.803
0.816
0.915
0.943
0.906
0.964
0.927
0.906
0.947
0.946
0.977
0.898
0.928
0.945
0.944
0.958
0.922
0.922
1.000

2001
0.898
0.840
0.881
0.891
0.887
0.864
0.680
0.805
0.778
0.831
0.781
0.834
0.789
0.655
0.768
0.748
0.784
0.883
0.913
0.871
0.947
0.905
0.868
0.910
0.929
0.973
0.861
0.856
0.919
0.929
0.948
0.899
0.900
1.000

2005
0.893
0.869
0.893
0.903
0.883
0.883
0.720
0.818
0.817
0.860
0.808
0.857
0.814
0.709
0.824
0.765
0.793
0.898
0.926
0.893
0.949
0.907
0.868
0.924
0.938
0.972
0.888
0.897
0.933
0.931
0.948
0.901
0.908
1.000

2008
0.877
0.883
0.876
0.893
0.887
0.880
0.685
0.801
0.788
0.844
0.788
0.826
0.798
0.712
0.795
0.744
0.762
0.890
0.914
0.881
0.956
0.916
0.858
0.934
0.944
0.973
0.897
0.911
0.939
0.933
0.953
0.909
0.911
1.000

2011
0.885
0.881
0.884
0.890
0.890
0.884
0.757
0.817
0.801
0.855
0.816
0.846
0.816
0.740
0.817
0.766
0.794
0.895
0.919
0.888
0.952
0.911
0.862
0.926
0.938
0.974
0.898
0.918
0.936
0.929
0.951
0.909
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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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한국의 대브라질 3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코드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708
8517
8542
9013
8529
8703
8543
8407
8607
8431
3907
3903
3902
8415
3004
8479
8483
8534
5402
9018
8207
7210
8480
8414
3808
3002
8504
4011
8536
8507

수출금액
8,922
1,050
960
1,041
340
663
540
153
130
0
98
88
108
68
65
43
123
41
52
57
44
33
47
30
65
0
23
63
75
39
74

2014년
수입금액
4,907
2
4
8
0
0
0
3
0
0
3
0
0
0
0
3
1
3
0
0
0
0
0
0
4
0
1
1
1
1
0

수지
4,014
1,047
956
1,032
339
662
539
150
130
0
95
88
108
67
64
39
121
37
51
57
43
32
47
29
60
0
21
61
74
37
73

수출금액
5,495
870
684
534
276
255
232
195
113
84
66
66
56
51
49
44
43
42
37
37
37
37
36
36
34
33
33
33
32
31
31

2015년(12월)
수입금액
4,059
3
10
7
0
0
1
5
0
3
0
0
0
0
0
5
0
1
1
1
0
1
0
0
4
0
1
1
1
1
0

수지
1,436
867
674
527
276
255
231
190
113
81
66
66
56
51
49
39
43
41
36
36
37
36
36
36
30
33
32
32
31
30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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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HS Code 설명(한국의 대 브라질 30대 수출 품목 기준)

순위

1
2
3

코드

설명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전화기(셀룰러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
8517
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42 전자집적회로

4

액정디바이스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
9013 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laser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
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에까지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
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7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9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10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11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
3907 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form)으
로 한정한다)

12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form)으로 한정한다)

13

3902

14

8415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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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form)으로
한정한다)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
3004
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
외한다)
8479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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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계속

순위

18

설명
전동축(캠샤프트(cam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
(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housing)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plainshaft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screw), 기어박스
8483
(gear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
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
와 샤프트커플링(shaft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joint)를 포함한다)
8534 인쇄회로

19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 모노
필라멘트를 포함한다)

20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21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
8207 (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
(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driving)용, 금속의 인발
(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22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
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23

8480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
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플라스틱성형용주형

24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25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3808 이와 유사한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26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3002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
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물품

27

8504 변압기·정지형변환기(예:정류기)와유도자

28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17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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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 계속

순위

코드

설명

2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
8536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3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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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브라질 30대 수입 품목(2012~14)
(단위: 백만 달러)

순번

코드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710
2709
8703
2711
8708
8517
8542
3004
8529
8704
3104
3002
3808
3105
2701
8411
3102
1001
8473
2933
8483
8471
7403
8409
4011
9018
8443
8481
8479
3901

2012

2013

2014

3년 평균

240,973.0

240,973.0

228,534.0

17,841
16,344
9,113
8,066
8,369
5,063
4,754
3,742
3,589
3,347
3,383
3,194
3,005
2,648
2,498
2,286
2,281
2,447
2,223
2,245
1,842
1,863
1,831
1,688
1,657
1,513
1,552
1,475
1,442
1,357

17,841
16,344
9,113
8,066
8,369
5,063
4,754
3,742
3,589
3,347
3,383
3,194
3,005
2,648
2,498
2,286
2,281
2,447
2,223
2,245
1,842
1,863
1,831
1,688
1,657
1,513
1,552
1,475
1,442
1,357

17,630
15,533
7,676
8,448
7,142
5,677
4,444
3,682
3,184
3,026
2,934
3,243
3,459
2,754
2,309
2,423
2,264
1,812
2,158
2,042
1,693
1,644
1,348
1,419
1,354
1,526
1,333
1,415
1,397
1,549

236,827
17,771
16,074
8,634
8,193
7,960
5,268
4,651
3,722
3,454
3,240
3,233
3,210
3,156
2,683
2,435
2,332
2,275
2,235
2,201
2,177
1,792
1,790
1,670
1,598
1,556
1,517
1,479
1,455
1,427
1,42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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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HS Code 설명(브라질 30대 수입 품목 기준)

순위

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710
2709
8703
2711
8708
8517
8542
3004
8529
8704
3104
3002
3808
3105
2701
8411
3102
1001
8473
2933
8483
8471
7403
8409
4011
9018
8443
8481
8479
3901

설명

Petroleum oils, not crude
Crude petroleum oils
Cars(incl. station wagon)
Petroleum gases
Parts & access of motor vehicles
Electric app for line telephony, incl curr line system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Medicament mixtures(not 3002, 3005, 3006), put in dosage
Part suitable for use solely/princ with televisions, recpt app
Trucks,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potassic
Human & animal blood; antisera, vaccines, toxins, micro-organism cultu
Insecticides, fungicides, herbicides packaged for retail sale
Mixtures of..nitrogen, phosphorous or potassium fertilizers
Coal; briquettes, ovoids &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nitrogenous
Wheat and meslin
Parts&acces of computers & office machines
Heterocyclic compounds with nitrogen hetero-atom; nucleic acids & thei
Transmission shafts&cranks, bearing housing; gearing; etc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ptical reader, etc
Refined copper and copper alloys, unwrought
Part for use solely/principally with the motor engines
New pneumatic tires, of rubber
Electro-medical apparatus(electro-cardiographs, infra-red ray app, sy
Printing machinery; machines for uses ancillary to printing
Tap, cock, valve for pipe, tank for the like, incl pressure reducing valve
Machines & mech appl having indiv functions, nes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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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HS Code 설명(브라질 30대 수입 품목 기준)

HS Code

HS 9013

HS 8607

HS 8207

HS 8480

HS 2711

HS 3808

2008년

0.845

0.007

0.539

0.817

-0.989

-0.195

2009년

0.866

0.181

0.618

0.779

-0.986

-0.128

2010년

0.822

0.489

0.574

0.847

-0.982

0.003

2011년

0.790

0.678

0.574

0.887

-0.983

0.087

2012년

0.790

0.408

0.612

0.897

-0.980

0.117

2013년

0.800

0.312

0.629

0.882

-0.983

0.200

2014년

0.767

0.121

0.673

0.908

-0.983

0.291

2015년

0.728

0.494

0.674

0.875

-0.975

0.267
0.224

2016년

0.714

0.481

0.682

0.896

-0.955

HS code

HS 3104

HS 3105

HS 8411

HS 8473

HS 2933

2008년

-0.881

0.769

-0.608

0.449

-0.405

2009년

-0.893

0.709

-0.679

0.415

-0.498

2010년

-0.833

0.690

-0.537

0.462

-0.488

2011년

-0.811

0.711

-0.450

0.375

-0.443

2012년

-0.875

0.565

-0.462

0.293

-0.400

2013년

-0.928

0.490

-0.555

0.392

-0.459

2014년

-0.931

0.413

-0.463

0.490

-0.467

2015년

-0.928

0.431

-0.552

0.395

-0.419

-0.940

0.295

-0.469

0.179

-0.372

2016년
주: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HS

9013)
8607)
8207)
8480)
2711)
3808)
3104)
3105)
8411)
8473)
2933)

액정디바이스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금속주조용주형틀 등
석유가스
살충제 등
칼륨비료
광물성비료나 화학비료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제8469호부터 8472호까지 부분품과 부속품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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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방안

* 이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지역연구 논문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전략지역(남미의 페루와 칠레) 선정과 심층연구의 주제(해양 거버넌스)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대학중점사업(NRF-2015S1A5B8036201)과의 연
관성도 십분 고려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졸고를 심사해주신 외부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
사를 전한다. 남미 태평양 지역의 페루/칠레 해양 정보 및 기본적인 데이터, 해양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GCC-KOLAC)가 2016년
7월 공동으로 연구한 2016 중남미 해양편람의 다섯 개 연구 대상 국가들 가운데 ‘페루’와 ‘칠
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선별해 인용했으며 많은 부분 정책 연구로 수정 보완되었다. 소중한
1차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준 국내외 해양기관들과 해양과학자/연구자들 그리고 관련 해양 전
문가 그룹에 감사를 전한다. 본 정책 연구는 또한 2016년 중남미연구,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35권 4호(pp. 111~152)에 몇몇 페루의 수산업 발
전 및 해양보호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으로 인용해 게재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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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8년 한·페루 해양과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012년
한-페루 공동연구센터 개원, 2016년 2월 한-칠레 남극협력센터 개원 등을 통
해 남미의 페루 및 칠레와의 해양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중남미
해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협
력 어젠다 발굴 및 협력 이슈 조사에서 중남미 국가들에 절실한 해양 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 분야 발굴 및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
는 등의 체계적인 협력국의 정책 선호도 탐색 활동보다는 주로 글로벌 의제
인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 혹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해양자원(수산업) 개발에 집중하거나 방
법론적으로도 이러한 현실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거나 이슈별, 정책 영역별
협력 방안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존재했다(예를 들어, 해양과
학기술과 해양수산업의 분산적 접근 등).
일반적으로 해양에 대한 이해는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한 ‘해양법
에 관한 국제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존재하더라도1) 여전히 어느 한 개별 국가의 주권이나 국내법이 미
치지 않는 국제적 차원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이다. 포괄하
1) 해양과 해양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과 관
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
하고 있으며 통칭 국제해양법이라고 부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의 구분.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성문화는 UNCLOS-III 회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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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의제들 또한 영토, 해양 물류 및 항만 등의 해양 인프라, 해양자원
개발과 보존, 해양환경 보존, 수산업과 양식업 등의 산업구조의 개선, 해양
안보 등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중남미 해양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하에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에 대
응하는 협력대상 국가들의 해양일반에 대한 이해, 해양 정책과 제도들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한-중남미 해양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한·
페루, 한·칠레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 또한 단순히 기술적 지원 관계에 그치
지 않기 위해서는 페루와 칠레의 해양 정책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 한국의
해양 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상보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APEC 의장국인 페루와 인근 국가인 칠레는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우
리나라와 해양 공간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훔볼트 해류의 공유와 풍부
한 어획량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엘니뇨(El Niño)와 라니냐(La Niña)
등 기후변화와 관련해 해양 과학 관측기술의 이전과 국제해양협력이 긴급하
게 요구되는 국가이다. 해양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발전 가능성과 부가가치
가 높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해양 인프라 미비, 해양과학기술 부
족 등으로 해양 관련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적, 기술적 국제해양협력의 전
략적 대상 국가이기도 하다. 나아가 양국 모두 중요한 글로벌 의제로 주목받
고 있는 해양기후변화나 해양생물자원 보존 등을 위한 국제 해양레짐 뿐만
아니라 근래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태
평양동맹(PA, 2012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02년 시작해 2016년
현재 12개국이 참여 중이며 페루와 칠레는 회원국)과 같은 지역적/국제적 무
역레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략적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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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대상국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범주와 방법
본 연구는 해양 생태학 혹은 가치 규범적 입장보다는 해양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국제적,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해양 활동에 요구되는 변화 현황과 이
에 대응하는 중남미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정책들의 발전을 진단해보
고 특히 제도적 입장에서 한계를 분석/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 해양 관련
연구들과 국제적 논의들은 단순하게 해양 영토적 접근 및 해양 안보와 이웃
국가간 영토 및 수산자원 갈등 등에 대한 접근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양은 역동적인 시스템이어서 공간적인 구획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우며 해
양 환경 시스템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Tanaka 2004,
pp. 486-488)에서 다양한 해양 이슈간 상호연관성은 간과되어 왔다는 비판
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구역적 혹은 영토적 접근은 기존 주권국가들을 중심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상충하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협력보다
는 안보 갈등 및 분쟁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면서 ‘해양자원 또는 환경이 어떻
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및 그 이상의 것들, 그
리고 어떤 행동이 수용되거나 금지되는가, 어떤 규칙 및 처벌들이 해양자원
과 환경을 이용하는 유형에 적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메
커니즘’(Juda 1999, pp. 90-91)으로 정의되는 해양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
이런 개념의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국내외적 수준(level)에 각각 적용하여 중
남미 해양 이슈를 대표해온 페루, 칠레의 해양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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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양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미래 정책 방향 및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십분 고려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페루/
칠레와의 국제해양협력 방안을 전망/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적/다층적 수준에서 해양 거버넌스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 거버넌스의 실체를 이해하고
자 한다. 기본적으로 페루 및 칠레의 국내 해양정책이 적용되는 지정학적 영
역과 해양 정책 이행 관련 주요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참여와 정
책을 제도화하면서 정책들을 이행해오고 있는가, 예를 들어 ① 페루와 칠레
의 해양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해양 행위자들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제도)은 무엇이며 ② 양국이 미래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해 가
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국내외 차원의 정책 선호도(예를 들어, 해양환
경보호, 해양과학기술 발전, 국가능력 배양, 혹은 국제해양협력 참여 등)는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양국 모두 기존의 해양자원의 개발 중심에
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가장 중점
을 두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정책의 이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개별 국가들의 해양정책에 포함된 주요 이슈와 정책적 우선순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중장기적 해양 전략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하는 국제해양협력 방안 도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술저서 및 해양 거버넌스 관련 주요 논문,
페루와 칠레의 해양발전 국가보고서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 중인 해양 관련
제도(해양법, 어업 및 양식업, 담당기구, 해양환경보호, 등) 및 각 정부의 해
양 관련 부처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정책, 혹은 해양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

20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전 전략, 해양과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1차 문헌분석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Ⅱ.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1. 해양 거버넌스 개념의 필요성
해양 거버넌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거버넌스(governance)’
라는 용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1989년 사하라 이남의 아프
리카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서 “발전을
위해 사회에 대한 통제 및 자원을 관리하고 정치적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언급되기 시작했다(Marquette 2001, pp. 399-400). 이후 세
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다양하게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거버넌스를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관리에 있어 권력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바라본다. 이때 거버넌스는 레짐의 형태, 발전을 위한 경제적·사회
적 자원을 관리하는 권위 행사의 과정, 정책 및 수행 기능을 기획하고 공식
화하며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World Bank 1997). UNDP
는 모든 수준에서의 국가적 사안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및 행정적
권위의 실행을 거버넌스라 정의한다(UNDP 1997). OECD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사회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관계된 통제의 실행 및 정치적
권위의 사용을 거버넌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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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성격뿐만 아니라 이익의 배분을 결정하는 경제적 기제가 작동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공적 권위의 역할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의 외에 가장 포괄적이며 거버넌스의 특성에 주
목한 개념은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개인과 제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 그들의 공동사안을 관리하는 수많은 방식의 총합”이다. 즉 거버넌스
는 충돌하거나 분산적인 이해들이 조정되고 협력적인 행동들이 취해지는 것
을 통한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Fukuda-Parr and Ponzio 2002, pp. 2-3).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경제적 지구화가 냉전 이후의 지구
적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인식하에 국경 없는 세계,
보다 복합적인 시장의 제도화를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특히
지구적 변화의 정치적 측면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전의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지배 또는 통치의 의미보다는 보다 수평적이고 참여적
이며 조정 또는 관리의 맥락에서 다양한 이슈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고 여겨진다(Hewson and Sinclair 1999). 이처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지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인식
이 확산됨에 따라 부패나 인권 등 새로운 이슈에 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적, 정책적 틀로 설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르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해양 이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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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전통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천연자원과 해양/해안 관련 활동들
에 연관된 정부 기구와 부처는 필요한 일상품의 생산에 관심을 갖는 형태의
광산업이나 어업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활동을 강조하며 관할권에 있어서도
영토적(구역적) 혹은 부문적 접근을 취해왔다(Juda 2003, p. 162). 그러나 전
통적인 영토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해양의 관리에 관련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첫째 한계는 법과 자연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영토적
(구역적) 접근 및 부문적 접근은 해양공간을 원칙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천연 자원과 대양의 성격과 상관없이 단지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한
공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대양은 역동적인 자연시스템이며 해양법
은 자연의 역동성에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적(구역적) 접근
에 기초한 해양법은 아직까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시스템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해양법은
전통적으로 개별 종 및 부문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해양
이슈간의 상호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 환경의 보호는 효과
적인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양 이
슈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토적(구역적) 접근이
기초하고 있는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원칙 즉, 주권의 원칙과 자유의 원칙은
특히 해양 생물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Tanaka
2004, pp. 486-488).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구역적 및 부문적 접근이 갖는 문제들은 국제적 차원

∙ 208

중남미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현황과 한‧ 중남미 국제협력 방안 연구: 페루와 칠레를 중심으로

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해양 거버넌
스의 개념으로 수렴되어 왔다. 고립되고 개별적인 자원의 이용이나 해양 활
동보다는 해양 공간의 이용에 관한 총체성의 맥락에서 해양 거버넌스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거버넌스 개념의 맥락에서 해
양 거버넌스는 “해양 자원 또는 환경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배치와 제도 및 그 이상의 것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수용
되거나 금지되는가, 어떤 규칙 및 처벌들이 해양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는 유
형에 적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메커니즘”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Juda 1999, pp. 90-91). 나아가 해양 거버넌스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
적, 지방적 차원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현실주의적 전제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입장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 해양 레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2) 해양 거버넌스는 한편으

2) ‘유엔해양법(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국
제 해양 레짐 및 해양 거버넌스의 작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국제 레짐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주권국가 중심적 전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작동을 위한 전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상기할만하다. 첫째,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증대된 해양지역의 규모를 국가의 관할권과 관리하에 귀속시켰다. 대륙붕과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들은 자원들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졌다고 인식하며 따라서 이
기적 국가 이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유엔
해양법은 연안에서의 국가 권리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해양 관경 및 그 자원의 관리를 위한
책임성도 부여한다. 일반적인 해양 환경에 대해 국가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수용해왔고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해왔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해양의 이용은 넓은 맥락에서 또한 자연 환경에 관한 잠재
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국제 해양 레짐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 공간의 문제들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전체로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1982년의 유엔해양법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유엔해양법이 대
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실천해야만 하는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틀 내에서 자국의 법령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Juda 2003,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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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몇 개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중첩적이고 일반적인 기구들과 다른 한편
으로는 국가 행위자, 시장 행위자와 시민사회 조직들 사이의 협상과정을 포
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바다에서의 활동을 관리하고 그것의 결과를 통제하
기 위한 정책결정의 노련함을 공유하도록 한다. 해양 정책과 의사결정은 상
이한 거버넌스 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3) 해양 거버넌스의 배치는 해양 정
책 영역의 내용과 조직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상이한 거버넌스 배
치에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의 연합은 자원을 관리하고 게임의 법칙을 설
정하기 위해 공유된 담론에 기초해서 바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행위에 영
향을 미치려고 하며 정당한 계획을 구상하려고 한다. 게임의 법칙을 협상하
며 정책과정에 포함된 잠재적 행위자들은 상이한 행위자들, 그들 사이에 불
균등하게 분배된 자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상이한 능력간에 존재하는 권
력관계에 의존한다(Van Tatenhove 2013, p. 29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해양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해양 활동이 갖는 몇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해양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단일한 기구도 해양에서의 문제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점
이다.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국가적, 국제적, 초국가적 수준에
서 조정되며 이 각각은 자신들의 규칙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

3) 거버넌스 배치라는 개념의 정의는 정책 배치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정책 배치는 “특정 정책
영역의 내용과 조직이 보여주는 일시적인 안정 상태”이다. 정책 배치의 구조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연합, 권력과 영향력에서 차이를 갖는 행위자들 사이의 자원 배분, 현재 작동하고 있
는 공식적, 비공식적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에 포함된 행위자들의 현재 정책 담론 또는
관점에서 각각 분석될 수 있다(Van Tatenhove 2013, p. 298, 각주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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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엔해양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법칙이 있고 국
제해양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
서의 해양협약들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해양 정책, 관광
산업, 석유나 가스 생산 등의 부문별 이슈는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개별 국가에서는 상이한 부처의 장관들이 상이한 해양 활동을 조정하는 데
책임을 지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 그
들은 서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책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초국가적 기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다양한 부문의 해양 활동이 갖는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부문의 해양 활동은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나뉘어져 있다. 즉 석유 추출, 어
업, 항만 등의 해양 활동들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며 고정되고 정적인 공간 구조에 의해 배열되어 있다. 게다가 상이한 부문
들은 관련 기구의 능력, 경제적 중요성, 정치적 영향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
서 부문별 해양 정책에 의한 조정은 서로 통합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충돌하
거나 양립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문제는 특정한 거
버넌스 구조와 조정방식을 갖는 복합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느슨한 부문별
정책에 의해 조정되거나 충돌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 차원에서는 주권국가의 영해에 관한 권위와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의 이용이라는 공
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정책간 조정을 강조하는 형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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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레짐이 형성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
양하면서도 중층적인 해양 관련 활동들을 보다 통합적인 맥락에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양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통합
적 해양 거버넌스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해양 거
버넌스를 강조하는 접근은 크게 생태학적 입장, 규범적 입장, 제도적 입장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생태학적 입장에서 해양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입장은 해양생물의 다양성
을 포함해 생물자원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환경시스
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생태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시스템은 “특정한 해역에 살고 있는 해양 유기체의 총합, 그
들의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환경”으로 정의된다.4) 그러나 생태
학적 접근은 여전히 구역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지역과 그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규범적 접근은 다양한 해양 이슈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
련한 규칙의 중복성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지역적, 국제적 정
책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통합적 해양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문제는 다양한 해양 활동 분야에 관련된 규칙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당사국 회의를 통한 규칙 조정 및 협력, 나아가 개별 당사국간에 맺
은 조약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연구｣,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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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입장은 해양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통제
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해양법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합
의와 조약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
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IMO, FAO, UNESCO/ IOC,
UNEP 등의 활동이 해양 거버넌스의 작동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통해 뒷받
침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해양 관련 국제적 규범의 형성, 구체적인 조약들의
체결 및 이후 조약 내용의 실천에 대한 감독, 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
제기구들의 역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Tanaka 2004, pp. 496-512). 예를 들어
해양 관련 모든 활동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규준을 합의하고 이에 따른 국가
정책조정과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해양 거버넌스의 입장은 1992
년 리우회의를 통해 합의된 ‘의제 21’의 조항 17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나아
가 조항 17은 국제 규준에 맞게 계획,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양 정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양 정책 추진을 위해
대양 및 연안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 NGO,
지역공동체, 원주민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UNEP의 지역 해양 프로그램(the Regional Seas Program)은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 공간을 흑해, 동아시아 해역, 동부 아프리카, ROPME 해역,
지중해, 북동태평양, 북서태평양, 홍해와 걸프만, 남아시아 해역, 태평양, 남
동태평양, 서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 해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해양의 이용
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이익의 극대화와 국제 해양 레
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
는 방향으로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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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5) 앞에서 언급한 국제적 노력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 자원의 이용 및 관리는 국가 공통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해양법 및 제도의 파편화가 효과적
인 해양 거버넌스에 주요한 장애물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양 거버넌스를 위해서도 보
다 통합적인 해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를 법적, 제도적, 실행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각각 살펴볼
때, 법적 요소는 국제적, 지역적 협약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활동의 관리를
규정하는 프로그램까지 포괄한다. 국가는 자국의 법률 내에서 이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한다.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요인들은 해양 관리에
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행위자간의 조정과 협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양은 해양 자원, 안보,
수송 및 운송, 해양 생물, 영토, 기후 및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와 이슈가 중
층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활동하
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복합적, 중층적 성격은 개별 국가 정책 차원
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볼 수 있다. 실행의 메커니즘이란 지방적, 국가
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집단·부처 간 해양 관련 활동 및 정책
실행의 조정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특
히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거버넌스의 실행 메커니즘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
로 통합적 해양 정책의 추진이다.

5) 유엔환경계획 공식 사이트, http://www.unep.org(검색일: 2016. 10. 1)에서 참고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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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해양 정책은 “의사결정의 전제로서 정책 결과를 인식하고 전체적
인 평가로 종합하며 정책의 집행에 포함되는 모든 수준의 정책 및 정부부처
에 관철되는 정도로 통합된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Repetto 2005, p. 18).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통합적 해
양 정책의 범주에 필적할 만한 정책분야를 찾는 것이 어려울 만큼 해양문제
에 관한 대부분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연관된 정책 분야의 범주가 매우
넓다. 따라서 통합적 해양 정책이 요구하는 정책 분야의 조정은 용이한 작업
이 아니다. 기존의 정책 분야들은 전형적으로 그 가치와 전통에서 작동하며
이는 다양한 법적 규제가 해양 분야에 연관된 부문적 이슈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는 법적 시스템을 반영한다.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을 어렵게 만
드는 또 다른 요인은 국가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정치에서 해양 관련 이슈들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파편화된 기구와 법적 구조로부터 결과한 다양한 국가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계획의 갈등은 통합적 해양 정책이 출현하기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는 다른 요인이다. 많은 경우, 국가의 해양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도 구역
적, 부문적 접근이 지배적이며 이는 서로 다른 행위자와 서로 다른 정책 분
야에서 조정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Koivurova 2009, pp.
172-173).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과 눈앞의 경제성장을 위
한 개발이 대립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크다. 따라서 국제적 규준의 준수와
정책 효율성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부처 및 기구 간의 협력 및 조정 필요성
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통
합적 해양 정책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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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해양 정책이 적용될 지정학
적 영역의 범주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적 해양 정책이 유용
하기 위해서는 해양 공간의 전체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둘째, 국가가 권리
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합적 해양 정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결정되어
야 한다. 이때 정부 기구, 민간부문,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학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해양 정책에 포함되는 이슈와 이해관계에 관한 우선순위
와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Repetto 2005, pp. 18-20).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과 협력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정치적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양 정책의 필요성과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페루와 칠레의
사례를 제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페루 해양정책의 현황과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1. 페루 해양의 지리적, 정치경제적 조건
가. 해양 지리적 조건
페루는 약 130만 km² 영토를 가진 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이다. 이웃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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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는 북쪽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남쪽으로 한때 해양 영토 분쟁을
경험한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내륙에서 벗어나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따라 긴 해안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양 지리적으로 대부분의 해양생물자원이
여기에 다량 분포되어 있다. 해양 영토로 페루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확보하고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페루의 해양 지도

자료: http://www.mapsofworld.com/peru/(검색일: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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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영토 규모만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넷째로 큰 국가인 페루(한반도의
약 6배)는 특유의 해양자연환경 및 해양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열대기후 지
대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기후도 기후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
로 다양한 해양 생태계 및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을
특징으로 하는 구분법을 적용하면 페루는 크게 태평양에서부터 들어오는 훔
볼트 난류(la Corriente de Humboldt) 지역, 해안지역을 따라 이어지는 사막
지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안데스 산맥 지대, 페루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약 6,800m의 우아스카란(Huascarán) 산맥으로 구성된다. 페루 내륙으로는
긴 강인 우카얄리 강(Ucayali)과 마라뇬 강(Marañón)이 합쳐져 아마존 강
(Amazonas)을 형성한다. 또한 티티카카 호수(Titicaca)는 페루 양식업은 물론
선박운송로로 이용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약 3,800m)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날 볼리비아와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정치경제적 조건
2015년 기준 인구가 약 3,100만 명인 페루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통해 무역 개방과 해외투자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
2008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약 9%에 이르기도 했다. 2000년도 들어서는 외
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여타 이웃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출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자재(구리, 아연,
직물 등)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수
출은 면화, 섬유, 어분(안초비), 그리고 서비스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페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브라질, 스위스, 일본 그리고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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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점차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치적으로 2011년 6월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이 절반(50%)을 약간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어 정권을 유지
해 오다가 2016년 6월 새로운 대선에서 우파인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출신
의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77세)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
선되어 임기 5년으로 2021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대외무역 정책에서 투자
개방 중심 및 이의 강화를 통한 성장 정책을 표방하는가 하면, 국내 정책에
서는 기업 친화적, 시장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공약으로 국내 소비를 활성화
하고 새로운 투자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제고,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향후 페루의 경제 개혁을 활
성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페루는 2012년 설립된 태평양동맹(PA),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 안데스공동체(CAN, 1969년) 등 이웃 남미 국가 및 안데스 지역 경
제협력기구를 통해 지역 통합을 강화해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5년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도 페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등 국제적으로 역내 이웃 공동체와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영토와 관련하여 페루는 남미 태평양 전쟁6) 이
후 오랫동안 칠레와 남동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국경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

6) 태평양전쟁은 1879~83년 사이 약 4년에 걸쳐 해양 이웃국가인 칠레와 페루(볼리비아 동맹
군)이 맞서 싸운 남동태평양 유역의 전쟁이며 당시 페루와 볼리비아는 칠레에 패전해 일부
(해양) 영토를 빼앗겼다. 이후 페루는 영토를 회복했으나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볼
리비아는 여전히 칠레와 영토 분쟁(비록 외교적 차원이지만)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 a Bolivia!(해양을 볼리비아에게!)”는 수도인 라파스(La Paz)의 공공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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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어 왔으나,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영토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로 이웃인 칠레와 해양경계가 평화적(페루 해양영토 회복)으로 해결된
바 있다. 해양 활동의 경제적 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어업
및 수산업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페루는 199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2006년), 중국(2009년) 그리고 유럽연합(EU,
2010년)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페루 경제에서 어업분야는 광
업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2016년 올해 페루는 APEC 의장국
이기도 하다.

다. 해양 생태계, 해양자원 및 해양보존지역 분포
페루는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높은 강우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0개 이상
의 생태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 지형학적으로 남쪽에는 페루의 뿐따 아
구하(Punta Aguja)에서부터 칠레의 칠로에(Chiloe)에 이르는 페루-칠레 해구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이 지역은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독특한 페루의 해
양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페루의 해양생태계는 다양한 하위 구조에 의해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해안, 해양, 연안지대, 간조와 만조, 해수면, 대륙붕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해양보호지역인 메지아 국가습지(늪)보호지대(Santuario Nacional
Lagunas de Mejía)나 파라카스 국가보호지(la Reserva Nacional Paracas)를 비
롯한 그 외에 다양한 해양 섬들은 페루의 대표적이며 중요한 해양요소에 포
함된다. 게다가 페루의 북쪽은 적도 태평양 홍수림(일정한 시기 동안 해양에
침식된 열대와 아열대 연안 해안에서 서식하는 상록수림 형태) 생태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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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곳에서는 심해어 및 저생생물들을 볼 수 있다. 페루 연해의 해양 환경
으로 잘 알려진 훔볼트 연안 용승 생태계(ESC El Ecosistema de Surgencia
Costero Peruano) 또는 페루(훔볼트) 해류노천광 생태계라고도 불리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산어업 생산량을 자랑한다.

그림 2. 페루의 해양보호지역 및 습지보호 포함한 자연보호지역

자료: Donlan(2014), “A Marine Conservation Assessment in Peru,” p. 36(검색일: 2016. 10. 5)
(좌); http://www.sernanp.gob.pe/los-manglares-de-tumbes(검색일: 2016. 10. 5)(우).

[그림 2]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페루는 3개의 해양보호지역(MPAs)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보호지역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약 63만 헥타르). MPAs
에 해당하는 지역은 페루 전 해안에 약 33개로 지역으로 분포되어 존재하는
케이프(cape)와 섬을 포함해,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파라카스(Paracas)와 산
페르난도(San Fernando) 국가 보존지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해양보존지
역은 페루 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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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해양과 연안 서식지는 페루의 자연보호지역시스
템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북동쪽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페루의 경우 이
웃 국가인 브라질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데 2003년 기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생물이 약 3,700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은 풍
부한 생물자원 분포는 페루의 미래 성장 잠재성을 높이고 있는 중요 자원이
며,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상업적 가치를 가진 종으로는 인근 연해 어장
에서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멸치류(일명 안초비; anchovy)를 비롯, 정어리,
정강이, 고등어 그리고 참치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해양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늘날 페루 정부는 몇몇 해양보존지역을 지정해 어획
금지, 혹은 할당제 도입, 치어 어획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갑각류로서는 다양한 새우 종이 있는데 주로 페루 북부 해양에서 대부분 어
획되고 있다. 해양 연체동물의 경우는 대부분 남쪽 지역에서 발견된다. 또한
페루 해양보호지역으로 북서부 주 및 태평양 연안의 북단부에 있는 툼베스
국가 맹그르브 보호지역(Santuario Nacional Manglares de Tumbes)라는 곳에
서는 심해 숲이 있는데 남태평양 아메리카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7) 1996년 페루 정부는 국가습지보호 전략 계획을 세웠으며 맹그로브 지대, 황무지, 강어귀 그
리고 늪 지대 등을 보호지역으로 여겨 보호를 강화해오고 있다. 토지이용변경, 산업오염, 도
시스프롤 현상(도시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 그리고 산림 황폐화 등이
지속적으로 페루의 습지 통합 관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아레끼빠(Arequipa)
지역의 거의 50킬로미터에 달했던 ‘뿌춘(Pucchun)’ 늪 지대는 농업목적으로 용도가 전환되면
서 완전히 건조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1989년 수도 리마의 남쪽에 위치한 ‘빌야(Villa) 습지’
의 경우는 도시스프롤 현상으로 원래 규모였던 50킬로미터에서 현재는 3킬로미터로 축소되
었다(하상섭 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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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베스 습지대(Santuario Manglares de Tumbes)의 면적은 대략 3,000헥타
르이다. 빠라까스 국립공원(Reserva Nacional Paracas), 습지보호지역인 판타
노스 데 빌야(la Zona Reservada de los Pantanos de Villa) 그리고 페루 메지
아 습지 호수(el Santuario Nacional Laguna de Mejía)에서는 다양한 물새와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 지역들은 람사르 습지(RAMSAR)로 등록되어 있다.8)
이러한 보호구역 및 습지 지정은 페루의 생물다양성협약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화가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정과 실질 보존을 위한 페
루 국내 정책 이행의 한계는 크다는 것이 해양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라. 해양 인프라: 항만시설 및 해양운송
2014년 현재 페루의 해양 인프라 기반을 보면 총 21개 항구와 45개 컨테
이너 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이 항구들 중에 카야오(Callao) 항은 페
루의 총 컨테이너 물량의 91%를 해결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 항구이다. 상
업용 선박의 대수는 등록된 선박기준으로 유조선 8척(약 17만 톤 물량), 컨
테이너선 2척(약 3만 톤 물량) 그리고 기타 67척의 상업용 선박(약 9만 톤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해마다 해상을 통한 물량 이동의 증가 추세에 있으
며 이를 반영하여 더 많은 전략적 해양 인프라 건설이 현 페루 정부의 과제
로 남아있다.
해양 항구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요구는 점증하는 페루의 농작물 및 광물
수출 수송 물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페루의 국가항구개발담당 APN에 의

8) 람사르 습지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회가 지정, 등록
하여 보호하는 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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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특히 새로운 신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항구에 대한 리모델링
및 업그레이드와 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수송 물량에 대처
한다는 국가 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페루 정부는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8킬로미터 떨어진 찬까이(Chancay) 지역에 새로운 항구
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 28억 US달러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 유
치를 통해 복합 단지를 건설하여 지방의 경제와 상업 그리고 산업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10개의 부두(pier)와 군수 물류 센
터를 세우는 등 항구 인프라 부족을 보충해 페루의 광물 수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개발 과정에서 신항 주변의 문화 유적지,
환경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새로운 항구 건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림 3. 찬까이(Chancay) 지역 개발 프로젝트

자료: http://www.peruthisweek.com/news-chancay-expects-new-port-infrastructure-103796(검색일:
201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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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행
위자들이 협력 또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해양 정책이다. 찬까이 지
역 개발 프로젝트는 해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이었지만
어업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지역 어민협회는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부
문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워낙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해양 정책은 보다 세밀하
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KIOST and GCC-KOLAC
2016, pp. 11-12).

2. 해양 거버넌스의 제도적 조건: 주요 기관과 역할
가. 해양관련 정부 기관
페루의 해양관리 혹은 제도적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면 다양
한 정부 부서가 정책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부, 외교부, 관광부, 국방부(해군), 에너지광업부, 생
산부, 보건부, 교통통신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의
한 축인 ‘해양환경보호 및 이를 통한 해양생물다양성보호’ 관련 정책 결정은
‘국가환경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참여해 직·간접적인 관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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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페루 해양 거버넌스 정부 시스템

해양관리부서
국가환경위원회

농림부

관광부

국방부

에너지광업부

생산부

외교부

보건부

천연자원연구소 관광청

페루해군

에너지청

어업청

비서청

보건청

국가관광국 해양국 수도항해국 탄화수소국 수산가공국
페루석유공사

수산양식이사회

환경이사회

어업기능국

교통통신부
통신청

항만국

외교정책비서 환경보건국 수로운송국 사회경제국

감시통제국

아메리카지역국

페루해양연구소

주권국
남극및해양국

출처: KIOST and GCC-KOLAC(2016), p. 13 인용.

예를 들어, 페루 농림부의 경우 해양 관리 역할과 기능에서 산하에 ‘국가
천연자원연구소’를 두어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존 증진과 천연자원
보호지역의 국가적 시스템 관리를 수행한다. 페루 관광부는 해양에서의 지
속가능한 관광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해군)는
산하에 페루 해양국을 두어 해양활동 규제, 지휘, 통제, 생명안전 보장, 해양
환경보호, 해양 불법 활동 통제 등 일련의 해양활동에 관련된 국가법 및 국
제협약 집행 등의 중요한 기능과 규제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
히 산하에 항해국을 두어 해양학, 수리학, 항법학, 기상학, 지도제작 활동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양자원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에
너지광업부는 산하에 탄화수소국을 두어 탄화수소분야 정책 제안, 영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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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탄화수소 활동의 기술적 측면 통제,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운송, 분배,
상업화를 돕고 있으며 특히 페루석유공사는 해양에서의 탄화수소 탐사, 개
발, 및 투자 증진 그리고 탄화수소의 상업화를 위한 협상 및 계약에 대한 주
요 업무들을 담당한다(KIOST and GCC-KOLAC 2016, pp. 12-13).
위처럼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해양개발과 관리 및 통제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만 페루의 해양 발전 분야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부서는 특히 페루 산업 발전에서 역학과 비중이 큰
수산업과 양식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생산부이다. 생산부는 산하에 어업
청을 중심으로 ‘수산가공국’을 두어 수산자원 어획 활동과 관련한 분야별 정
책 제안 및 이의 관리 실행, 합리적인 수산자원 개발과 해양환경보호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새로운 내륙에서의 수산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양식국은 페루 양식 활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 환경국은 21세기 새로운 현안인 해양환경보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 활동 이행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영세어업국
을 두어 해양 및 내륙에서 영세어업의 통합적 자원 개발 증진정책 마련과
정책 이행 업무를 담당하며, 감시통제국을 두어 수산업 활동의 통제 및 감시
와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실행은 물론 수산위생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적용을
수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수산해양분야 연구와 관련해 설립된 페루해양연구
소는 해양자원의 과학적 연구 수행은 물론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관리를 위
한 자문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정부 기구들의
면면을 고찰해 보면 페루는 이미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연구 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기본 시스템은 구축되었다는 평
가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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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림 4]에서 보듯이 해양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해양보호와 관련된
부처간 최고위원회는 페루의 ‘국가환경위원회’이며, 이 위원회는 국가 차원
의 통합적 환경계획과 해양환경보호 정책간 균형 발전 및 접근 관리, 국가계
획 승인, 국가/지역/국지적 차원에서 해양환경관리 교차 조정, 특히 생물다
양성의 국가전략 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페루 해양 관련 해양연구 기관 및 대학
해양 발전 및 해양과학 분야 연구 관련 주요 페루의 해양연구 기관 중에
페루해양연구소(IMARPE)가 대표적이며 페루 생산부 소속 분산형 공공기관
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해양 및 내수면의 해양생물자원, 해양생태학적 요인,
해양학, 호소학 및 수생환경의 질(quality)에 관한 해양과학 연구를 담당함과
동시에 어업자원관리(예를 들어, 수산어획쿼터)를 위한 다양한 해양과학 연
구와 이의 국제해양협력을 주도해오고 있다. 페루어업기술연구소(ITP)는 국
립어업보건청 관할 기관으로 수생자원의 변화 및 보존과 관련한 연구를 수
행하거나 어업자원 활용도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침 제공, 국내어업
및 수산 양식 활동분야의 위생조건 개선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어
업개발펀드(FONDEPES)는 어업부문 분산형 공공기관으로 전반적으로 페루
의 지속가능 해양수산업 발전, 영세어업 및 수산양식 생산주기 개발 기술과
능력 촉진, 양식업 증진을 위한 어민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이외에도 페루 외교부 산하에 해양관리국은 페루 해양외교 정책 수립, 해양 관련 조약 및 국
제협약 협상 및 서명, 특히 남극 및 해양국에서는 페루 해양 및 남극 정책에 관련한 정책 조
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부 산하의 환경보건국은 국가 해양보건 정책 제안 및 실행, 해양
환경 보건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이행, 해양환경보건 관련 법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KIOST and GCC-KOLAC 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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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조직 구성 혹은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해
양연구기관에 대한 인적자원 지원 부족, 미시적인 수준 혹은 부문별 해양 정
책 담당의 파편화 등으로 시너지 효과 미비 등의 문제는 오늘날 페루의 통합
적 해양 정책을 저해하고 나아가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내재
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해양 관련 이슈에서 다양한 위계 구조를 가진 분
야별 정책과 정부 기구가 존재하나 부처간 혹은 정책 결정자간 정책협의를
위한 의사소통 및 조화를 이룰만한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상호 부처간 업무 권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통합보다는 ‘분산적’ 정책 입안 과정은 종종 막대한 업무 낭비나 행정의 비
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양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3. 해양 관련 제도적 거버넌스 시스템: 법과 정책
가. 해양법 및 수산어업법과 해양환경보호 관련 제도
1952년 칠레 산티아고(Santiago) 선언을 통해 페루는 이웃 해양 국가인 칠
레, 에콰도르와 더불어 해양주권 및 배타적 해양 관할에 대해 발표하여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10) 약 62만 6,249km2 지역에서 해양 관련
활동에 대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페루는 아직 ‘유엔해양법협약(Convención sobre el Derecho del Mar)’에 비
준하지 않고 있다. 페루 의회의 국제조약 비준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2016년
현재 국제 해양 레짐에서 페루의 발언권과 협력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10) 페루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산티아고 선언’과 이의 영향 분석은 Leonhard(1982), pp. 175-1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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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해양 영토에 대한 국내법적 적용도 1971년 ‘일반광
업법(la Ley General de Minería)’ 규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
양자원에 대한 페루의 국가권리 혹은 국가 차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
는 영역으로 페루 정부는 광물법을 통해 ‘영토 및 심토(해양, 해양연안, 심해
등)’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페루는 다양
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수산)관리에 대한 법령들을 제정해왔으며 이를 근
거로 해양(수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1992년 페루 정부는 ‘수산업일반법령
(Ley General de Pesca 제25977조)’을 제정해 수산물을 통한 영양 공급, 수출
입등과 같은 페루 국민의 생계유지 등을 위한 수산어업 관련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11) 1994년 참치어업 관련 규정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영해
내와 원해에서의 참치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자원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어업
을 규정하고 있다(장관명령 No. 110-94). 2001년 오징어어업 관련(아메리카
대왕오징어, Dosidicus Gigas 포함) 수산어업법의 수정 보완은 물론, 2007년
에는 ‘전갱이와 고등어 어업관련 규정(ROP)’을 통해 해양수산 자원(특히 전
갱이와 고등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공정한 공급 및 조달에 대해
제도화한바 있다.12)
2008년 입법 제1013은 페루 환경부가 제정하였는데, 일명 ‘2010~2021년
국가환경행동계획(Plan Nacional de Acción Ambiental-PLANAA Perú 2010~
2021)’으로 페루의 천연자원 개발 중에서도 특히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지속

11) http://www.unido.org/fileadmin/import/18239_LeyGeneraldePesca25977.pdf(검색일: 2016. 9. 20).
12) 페루 생산부는 2012년 1/4분기 동안 생물 자원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 특히
전갱이, 고등어에 대한 어획한도를 4만 톤과 2만 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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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 2005년 에스뚜아
리오 데 비릴라(Estuario de Virrilá) 지역의 천연자원경영계획(Plan de Manejo
Participativo de los Recursos Naturales del Estuario de Virrilá)을 두어 해양자
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다.13) 점차적으로 단순
한 개발과 생산 중심에서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
가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적용 및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 수준에서 해양수산 관련법과 제도가 수정 보완
되어 발전했다. 페루 수산업일반법령 N° 25977은 어업활동규제, 식량 및 고
용, 소득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수생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동시에 경제 수익 최대화를 위한 법적
틀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01년 ‘수산업 일반규정에 관한 대통령
령(Supreme Decree N° 012-2001-PE)’은 수산업 일반법에 정리된 조항을 규
제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모든 법규 및 수정 조항을 단순화하고 법‧경제
적 안정성을 위한 도구를 포함하여, 수산업 부문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이
러한 규칙을 수생생물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은 원칙이나 규칙, 규제 조치를
정한 법률을 제공하고 독립 개체로 다루어지는 수생생물자원에 특히 적용된
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에 남극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방법 및 규칙을 채택
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목적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메

13) http://www.legislacionambientalspda.org.pe(검색일: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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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루사(대구의 일종) 수산관리 법규(Supreme Decree Nº 016-2003-PRODUCE)
를 두어 메를루사 관리의 주요 목적, 예를 들어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과 책
임 있는 수산업의 원리,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고려하여 메를루사 및
관련 종의 추후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해 중·단기 회복을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메를루사 어획 및 가공에서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조화시키
는 역할도 하고 있다.14)
2008년 볼리비아와 국경인 ‘티티카카 호수’ 집수 지역의 수산 및 양식 관
리 법규(Supreme Decree N° 023-2008-PRODUCE)의 목적은 수생생물자원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강령의 원칙에 따라 티티카카 호수 분지의 수산양식활동을 개발하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또한 본 법규는 환경 및 생물다양
성 보호를 포함하여, 경제적 성장과 투자 장려, 자원보존 간 균형감 있는 정
책 이행을 위해 티티카카 호수의 현실에 맞춘 규제의 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페루 아마존의 수산관리법규(Supreme Decree N° 015-2009 – PRODUCE)
의 목표는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강령의 원칙에 따라 수생생물자원
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아마존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생
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포함하여 경제
성장, 투자 장려, 자원보호 간 동적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15)

14) 2013년 5월 페루 생산부는 산하 연구기관인 페루해영연구소(IMARPE)의 권고를 감안하여
2013년 상반기 메를루사(Merlusa) 총 어획량(LMCTP: Limite maximo de Captura Total Permisible)
을 4,140톤 증량한 바 있다.
15) 더욱 자세한 국가 양식업 관련 법률 개요 NALO, http://www.fao.org/fishery/legalframework/
nalo_peru/enm 및 FAOLEX 법률 데이터베이스, http://faolex.fao.org 참고. FAO, http://www.
fao.org/fishery/facp/PER/en(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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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환경보호 관련 페루 정부의 노력
Josh Donlan(2014, pp. 35-38)에 따르면 페루 정부의 해양보호지역 지정을
활용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많은 과제와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페루 정부의 내륙의 아마존
열대우림보호 경험과는 달리 해양에 대한 정부 정책 결정자의 관심과 경험
부족, 여전히 해양환경보호 개념보다는 해양자원 및 이의 적극적 개발에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법)에서 내륙의 자연서식지에 살고
있는 동물군은 보호해야 하는 ‘야생동물(wildlife)’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
는 반면에, 해양 서식지에 살고 있는 동물군은 여전히 법적으로 개발 대상인
‘해양자원’으로 분류 정의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면 여타 다른 부문
(정부정책, 대학에서 해양환경 교육 차원 등)에서도 해양환경보호 차원의 개
념의 인식적 확산, 실질 정책으로 이행 혹은 미래 해양교육으로의 발전 정도
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비판/언급하고 있다.16)
페루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제도
적 수용 혹은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은 특히 해양보호 관련 정부 기구의 저발
전에서도 목격된다. 예를 들어 페루의 대표적인 해양연구 기관인 페루생산
부(PRODUCE)가 공식적으로 모든 페루의 해양자원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
고 해양보호 차원에서 ‘어획 및 개발 금지구역(일명 No-Take Zone)’을 지정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지구역 지정과 통제에 있어 그리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산어업 및 이의 경제적 생산 개발 분야
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를
16) Josh Donlan(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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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공기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양공동
체 및 관련 어민단체, 시민사회 내 해양보호 공동체의 참여도 부족한 상황이
라고 관찰/보고하고 있다.17)
이러한 해양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의 문제는 페루가 민주화와 더불어 탈중
앙화(decentralization) 혹은 지방자치제 강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
정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전히 더 많은 금지지역 지정과 이의 지속적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당국의 소재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2008년 페루 환경부
(MINAM: Ministerio del Ambiente)에 의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자연보
호지역국가서비스(SERNANP: Servicio Nacional de Áreas Naturales Protegidas
por el Estado)’의 경우, 페루의 특정 자연 및 해양환경보호라는 중요한 역할
을 부여 받아 활동 중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방에 위치한 해양보호지역에 대
한 해당 지방정부의 역할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중앙집권방식
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8) 예를 들어, 피우라(Piura) 지방 정부가 지역공
동체 차원에서 포카 섬(Isla Foca) 주변에 해양보호구역(MPAs) 지정을 시도
했지만 SERNANP가 이를 국가 중앙정부 관할 해양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한 바 있다. 특히 피우라(Piura) 지방 정부가 푼타 살(Punta Sal), 엘 누로
(El Ñuro), 포카 섬(Isla Foca) 등에 대한 지방자치 정부차원의 산호초(reef)

17) ‘어획 및 개발 금지구역(no-take zone)’은 정부에 의해 해양자원 개발, 어획 등의 활동이 금
지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어획 및 개발 금지구역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해양보호지역
의 일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내륙이나 해양(호수)의 특정 지역을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호, 서식지 보호 혹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특별 관리한다. 이 지역에서
종종 해양과학조사 등의 특별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기도 한다. http://nationalgeographic.
org/encyclopedia/no-take-zone/(검색일: 2016. 8. 16).
18) http://www.minam.gob.pe/el-ministerio/organismos-adscritos/sernanp/ 혹은 http://www.sernanp.gob.
pe/sernanp/(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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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Josh
Donlan 2014, p. 37).

그림 5. 피우라(Piura) 지방의 포카섬(Isla Foca) 해양보호지역(MPAs)

자료: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kr(검색일 2016. 9. 10).

또 다른 해양자원, 특히 페루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산업과 해양
보호공동체 간 부정적인 관계도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자원개발 이해당사자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혹은 중앙정부에 대한 개
발업자로서 로비 활동은 또 다른 해양보존지역 지정을 제도적 혹은 법적으
로 더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19)

다. 해양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해양 관련 국제협약 혹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차원에서 페루가 서명한
주요 서명 및 협정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해양 및 해안생물종
19) 해양자원 이해당사자와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혹은 사회내부 갈등 사례는 Josh
Donlan(2014), p. 37의 자원개발 허가권과 보호구역지정 사례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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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에 대한 국가계획을 취지로 한 생물다양성협정(La Convención sobre
Diversidad Biológica)이다. 해당 협정의 준수와 이행은 제조업, 환경, 에너지,
광공업, 무역, 관광업, 그리고 주거 산업 부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부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당 분야 이슈와 관련한 국가 연구소 중에서는
페루해양연구소(IMARPE), 전국어업협회, 자연보호구역 관련 국가서비스
(SERNANP) 활동에 연계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
체적인 제도(법률) 발전을 시기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페루의 해양 관련 국제적 의제 수용으로서 국내법 적용과 발전

법률

Presidential Decree N. 781
대륙붕관련법
(1947. 8. 1 제정)
1993년 헌법
Law Decree 25977
어업에 관한 일반법

목적

대륙붕에 관한 주권 및 관할권 확립
법에 의해 정해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
저, 심층 및 해안지역에 근접한 해수를 포함, 페루의
영해 정의
영양, 고용 및 소득의 원천으로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진흥을 위한 어업 관리 규제

Law N. 27460
(2001. 5. 25 제정)
양식업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법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환경 유지의 맥락에서 해
양 및 내면에서의 양식업 장려

Supreme Decree N. 017-2003
(2003. 6. 27 제정)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규제

Law N. 26221
(1993. 8. 19 제정)
탄화수소 이용에 관한 법

영토 내에서의 탄화수소 이용 활동 규제
PETROPERU의 내륙 및 연안 석유자원 통제 원칙
명시

Law N. 26821
투자 증진을 위한 준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천연자
(1997. 10. 6 제정)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하고 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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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법률

목적

Law N. 26839
(1997. 7. 8 제정)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
해양, 강 그리고 호수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통
Law N. 26620
해양, 강, 호수 내 활동 통제 및 감시법 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을 해양 당국에 부여
해양, 강 및 호수의 항만에 위치한 역, 기반시설 및
Law N. 27943
설비의 서비스와 운영 규제
(2003. 3. 1 제정)
병참 네트워크의 개발, 항만 기반시설의 현대화, 다
국가항만시스템에 관한 법
양한 운송체제 촉진뿐만 아니라 항만개발과 경쟁력
증진
Law N. 28245
공공단체의 환경목표설정과 이의 효과적인 이행
(2004. 6.8 제정)
종합적인 환경관리 메커니즘 강화
국가환경관리시스템에 관한 법
Law N. 28611
(2005. 10. 12 제정)
환경에 관한 일반법

건전하고 균형 잡힌 환경권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원칙과 기본적인 제공을 보장
효과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국가 의무 명시

자료: Repetto(2005), pp. 39-41.

위의 다양한 법들과 제도 발전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페루의 해양환경보호
는 일반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차원이고 해양환경 그리고 보존과
보호에 대한 특화된 제도 발전은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
속가능한 해양 발전 혹은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차원에서 해양환경보호, 해
양생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다양한 정책의 이행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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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루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구축 과제
페루의 법제도 및 해양 정책 관련 기관의 관계와 업무를 살펴보면, 페루의
해양 정책은 부문적 접근에 기초한 관리 및 규제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부처
들이 각각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핵심부서의 역할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페루의 해양 정책을 주
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가 생산부라는 점은 법적 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 규준들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경제성장 및 생산 중심의 해양자원 이용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기반이 되는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은
몇몇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국내법으로 수용 발전해오고 있지만 실질 정책
이행은 상당히 저조하다. 무엇보다도 일부 해양 정책과 담당 부처가 해양 관
련 사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다양한 수준에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어 정책간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관련 부처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필요
한 네 가지 조건 즉, 지정학적 영역(공간적 범주) 및 관할권 문제, 행위자,
이슈 및 이해관계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따라 페루의 경우에 필요한 내용들
을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적 범주와 관할권의 측면에서 페루가 통합적 해양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의 관할권 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페루는 1982년 유엔해양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에 대
해 조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페루 헌법에서는 해양의 범위를 국가가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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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이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해역으로 정의해왔다.20) 이러한 조항은
페루 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의의 문제가 되어왔는데 이를 크게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해석은 주권과 사법권의 개념은 국가가 그
영토 내에서 집행하는 특권으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양의 범위는 유
엔해양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영토적 의미의 바다’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해양의 범위가 다양한 해양 구역을 넘어서며 각
각의 성격에 맞춰 주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의 범주는 영토적 바다뿐만 아니라 유엔해양
법에서 구분해놓은 다른 구역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Repetto 2005, pp. 49-50).
페루의 경우, 수산/양식업 분야 혹은 생물다양성보호 및 해양환경보호 관
련 이슈 등에서 해양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국제적 규범 및 규칙을 수용하
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련 국내 기구에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큰 틀과
국가적 수준의 해양 정책을 양립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공간
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민간부분, 기초과학을
포함하는 학계, 비정부기구 등의 행위자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된 형
태로 해양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페루는 2002년 국가 해양 정책의 방향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2021년까
지의 국가발전계획의 틀이 될 수 있는 ‘국민적 합의(Acuerdo Nacional)’를 공
20) 페루 헌법(1993), 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Art. 54, http://www.peru.gob.pe(검색일: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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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여기에는 페루 의회를 대표해서 APRA를 비롯한 7개의 정당이 참여
했고 시민사회 또한 종교계, 노동계, 기업인, 지역공동체, 빈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21) ‘국민적 합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평등과 사회정
의, 국가 경쟁력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탈집중화된 국가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 지속적 발전과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장려,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로 규정했다.22) 이러한 내용들
은 모두 해양 거버넌스의 틀 내에서 통합적 해양 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
고 있는 이슈들이다. 나아가 주요 사회세력이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
속적으로 이후의 과정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통합적 해양 정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혹은 ‘문서적’ 합의만으
로 존재하고 있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질 거버넌스의 이행은 좀 더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그리고 참여의 네트워크화 등이 아
직은 미숙한 시스템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1) CNEP(Concilio Nacional Envangelico del Peru), CGTP(Confederación General de Trabajadores
del Peru), CNIMP(Confederación Nacional de Instituciones Empresariales Privadas), Coordinadora
Nacional de Frentes Regionales, Mesa de concertación para la lucha contra la pobreza,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등을 들 수 있다.
22) 페루의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Secretaria Técnica del Acuerdo Nacional, “Acuerdo Nacional
para trabajar de acuerdo,” http://www.acuerdonacional.gob.pe(검색일: 2016. 8.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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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칠레 해양정책의 현황과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1. 칠레 해양의 지리적, 정치경제적 조건
가. 해양 지리적 조건
칠레는 태평양과 남미 서남쪽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
형태가 매우 길면서도 영토 폭은 좁은 해양 국가라는 특징을 갖는다. 영토
면적이 약 756.096km²로 남-북 간 거리가 6.435km인 데 비해 동-서 간 폭은
180km에 달한다. 칠레 영해 수역의 범위는 12해리이며 200마일에 달하는 배
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하고 있다. 칠레는 대륙 내 해안선 혹은 섬 지역
외곽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12마일을 영해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범위 내에
서는 완전한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23) 이외에도 다양한 수역 및 관할권을
통해 칠레는 해상, 해저생물, 무생물 자원과 해저 토양을 포함한 해양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수역을 합치면 칠레의 영향력이 미치는 총 해양 면적은 총 368
만 1,989km²이며 중남미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23) 1986년에 칠레 법무부는 제596조 법안 신설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CONVEMAR)’ 비준 및 효력 발효가 칠레 현실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1991년에는 제19080
조에 의거 칠레 해양을 ‘현존하는 바다(Mar presencial)’라고 정의하였다(칠레 경제진흥재건
부 Ministerio de Economía, Fomento y Reconstrucció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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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칠레 해양지도

자료: http://www.mapsofworld.com/chile/(검색일: 2016. 9. 11).

이웃 해양공동체인 페루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칠레는 이웃 국가인 페
루 및 에콰도르와 공동으로 1952년에 ‘산티아고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해안에서 배타적수역을 200마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배타적 어업
권을 인정받고 있다. 칠레의 대륙붕 총 면적은 16만 1,338km²이며 2009년 5
월 칠레는 대륙붕한계위원회(la Comisión de Límites de la Plataforma Continental)
에 자국 영토로 인정되는 대륙붕 길이의 확장에 대한 국제사회 승인을 목적
으로 한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타이또(Taito) 해양외부
에 위치한 파스쿠아(Pascua) 섬, 사라스 이 고메즈(Salas y Gómez) 섬, 산 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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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 그리고 산 암브로시오(San Félix y San Ambrosio) 섬, 후안 페르난데스
(Juan Fernández) 섬 및 남극을 아우르는 5개 지역에서의 대륙붕 연장 승인
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칠레 해양 당국은 밝히고 있다.

나. 정치경제적 조건
남미에서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 특징을 가진 칠레는 1974~89년 동안 무
려 15년이나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부 독재 종식
이후, 1990년 민선 정부가 등장하면서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
한 바 있다. 최근 2014년 3월 중도좌파연합(Nueva Mayoria)의 미첼 바첼렛
(Michelle Bachelet) 여성 대통령이 취임(2기)하면서 기존 우파정권보다는 실
용적 좌파 정권 정체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바
첼렛 정부의 제2기 집권(제1기: 2006~10년)은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 스캔
들에 따라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치경제 그리
고 사회적 개혁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24)
칠레의 국내 정치와는 달리 국제정치는 다른 남미 이웃국가에 비해 대외
개방 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대외 관계 폭도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국, EU,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적극 체결하고 있으며, 2010
년에는 남미 국가로서는 최초로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24) 예를 들어, 바첼렛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조세개혁과 더불어 정부 국세청 행정 관료들이
납세자 세금에 대한 환급을 대가로 사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지는가 하면, 이전 광업
부 행정부 차관이 광물/광업 회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공개되
면서 기업들의 후원금 폐지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바첼렛 여성 대통령 아들
부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부동산 이익을 챙긴 비리 사건이 폭로되면서 집권 초창기부
터 바첼렛 정권의 신뢰도와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24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이라는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여 신경제블록을 형성하였
으며, 2015년에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멕시코, 칠레 그리고 페
루 등 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칠레의 대외무역은 2011년 이후
칠레의 주력 수출 광물인 구리 가격이 급락하고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주요
수입품인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바 있다.
남미 국가들의 거시경제에서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외채 관리의 경우,
“2015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및 총 수출 대비 외채 상환액 상승 등 외채
관련 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대외거래에서 외국인투자유입 증가에 따른
풍부한 외환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6, p. 450)”.25) 칠레 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기반
하고 있다. 금융부문이 강세이며 관광산업도 지난 20년 동안 개발을 통해 잠
재력이 많이 신장되었다. 상기했듯이 개방적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 EU, 중
국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음은 물론 APEC에도 1994년 초에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인근 국가와 안데스공동체(CAN), 남미공동시장
(MERCUSOR) 등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5) 칠레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출 품목은 세계 최대 보유량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구리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목재와 목재에서 파생된 상품, 포도, 생선가루, 연어와 과일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천연자원에 기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칠레 사람들은 이 천연자원
의 효과적 이용이,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생태계 보존 여부에 달려있다는 걸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조현수(2016), ｢칠레 국가 개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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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 생태계, 해양자원 분포 및 해양보호 현황
칠레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
만 칠레 내 지역별 분포변이, 특히 식물,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의 지방별
식생은 많이 알려진 편이다(KIOST and GCC-KOLAC 2016, p. 71).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주로 칠레의 특수한 지리적 이질성에 의해 설명된다.
태평양 및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들어오는 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강과 하천
은 어류와 양서류의 생식 분포를 결정한다. 해양보호 및 해양 관광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칠레 연안에는 라파 누이(Rapa Nui) 국립공원, 보스케
프라이 호르헤(Bosque Fray Jorge) 국립공원, 칠로에(Chiloe) 국립공원, 판 데
아수카르(Pan de Azúcar) 국립공원, 토르카(Torca) 습지 국립공원 그리고 홈
볼트(Humbolt)펭귄 국립공원 등이 존재한다. 칠레 영해에서의 수산어업 활
동은 전통적 영세어업26)이 지배적이며 칠레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하고
는, 상업적 목적의 수역(水域)이나 해역에서 수산어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해
당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칠레 해양법 제19.080법안(Ley 19.080,
1991년) 제2장/제3장에 의하면 칠레 해양에서 수산어업 활동을 하려면 칠레
해양법이나 국제법 규범에 따라 관할 국가인 칠레 정부에 일정한 등록 절차
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7) 칠레에서는 저생생물자원의 채굴권 및

26) 복잡한 구조의 대형선박이나 고도 기술 장비 없이, 작은 배나 보트에서 소수의 인원이 그물
이나 낚싯줄로 고기를 잡는 어업방식을 말함.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이 방식이 일반적인
고기잡이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어민들은 이 방식으로 생계를 꾸린다. 영어로는
artisanal fishery.
27) 영세 어업에 관해서는, 수산 및 양식에 관한 일반 법률은 칠레 영토의 북쪽에서부터 남위
43° 25' 42“(43도 25분 42초)까지 그리고 오세아니아 섬에서 해안선으로부터의 영해 5해리
안에서 영세어업에 관한 활동 제한을 두었다(법률 제225조, 제18,892조, 29장; 법률 226, 법
률 제19,079조, 1º/Nº 26; 법률 227조, 제20,657조 등 근거). 영세 어업을 위한 수생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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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들은 영세어업 가능 국가 리스트에 등록된 관련 기관에 의해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관리 구역은 해당 확인 부서에 전달되어 국가 행정 명령
과 조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관리 계획 및 운영 활동은 양식 및
종자 수집을 포함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상업화 성격이 강한 칠레 양식업 발전은 사실 공공
영역보다는 시장경제 산업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 동안 칠레 신자유주의 국가정책과 일치하여 발전되었다. 특히 칠레의
양식업은 국제시장에서 소비 증가 및 특정 어종 어획량 증가 추세에 발맞추
어 개방경제 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품종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
러한 국내외 흐름을 정책화해 1980년대에 칠레는 연어산업이 눈부시게 발
전했다. 특히 다양한 어종 및 굴 등에 대한 양식에 있어서도 상당할 정도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칠레 양식 기술은 해안 환경에 따라 발전해있으며 강과 호수 등에서도 활
발하다. 하지만 칠레의 양식업 활동은 주로 두 개의 행정구역에 집중되어 있
다(III-IV구역 그리고 X-XI 구역)는 한계도 지적된다. 양식 면적에 있어서는
연어 양식 면적이 제일 넓으며 이어서 굴과 해초 양식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에 등록된 총 재배 면적은 약 2만 헥타르에 달한다.

채굴에 대한 접근은 자유이다. 그렇지만 채굴 활동을 위해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련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외 해역에서 자국 어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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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칠레의 해양 구역 및 규제 구조

자료: Gallardo Fernández(2008), [그림 3.1] ‘Map of Chile and its regions’ 직접 인용.

칠레 연어 양식은 주로 해안 및 강, 호수 등에(때로는 민물에도) 위치한
인공연못 등에서 집약적 양식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연어 양식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준-집약적(semi-intensivo) 양식으로 낚시 줄을 이용한 굴(ostión,
굴의 일종) 양식과 좀 더 대규모 양식으로는 연못 쌍각연체동물(예를 들어,
홍합이나 굴), 해조류 양식 등이 발전해있다.

라. 해양 인프라: 항만시설
2016년 현재 칠레 전체 항구의 개수는 36개로 이 중 11개는 국가가 운영
(법령 No. 19,542)하며 나머지 25개는 허가제를 통해 운영되는 사적 항구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에너지로 보유하거나
혹은 생산하지 못하는 칠레의 경우, 유조선 혹은 천연가스액화선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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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하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보유하지 않아 에
너지 공급에 많은 문제점을 지닌 칠레의 경우 최근에는 해안선 6,000km를
활용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경쟁 입찰을 시도하는 등 해양을 활
용한 재생 에너지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섬과 섬을 잇는 해양 및 내륙
운송로 확보 교량 연결 프로젝트 투자는 한국 기업들도 참여 중에 있다.28)
그림 8. 칠레 해양 교통 연결 프로젝트: 차카오 운하

자료: http://www.mop.cl/PuenteChacao/Paginas/descripcion_Proyecto.aspx(검색일: 2016. 9. 15).

28) Chacao 운하 연결 프로젝트는 칠레의 해양 관광 휴양지인 Chiloe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칠
레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참여 중에 있다. 그림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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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거버넌스의 제도적 조건: 주요 기관들과 역할
페루와 더불어 세계 10위권의 수산대국 칠레는 특히 연어 양식 부문에서
는 유럽의 노르웨이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성장해 있으며 1990년
부터 세계 어획량의 4.0~8.5%를 점유에 오고 있다(어획량의 90% 이상은 멸
치, 고등어, 정어리, 삼치 등으로 트롤 어선 등에 의한 어획 활동이 주가 되
고, 줄, 어망, 덫 등의 전통적 방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29) 지속가능
한 수산업 개념을 도입해 수산해양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특히 수산어업 규
제 정책을 강화해 수산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어종별/어획시기/어획가능 크
기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산업형 어업활동 희망자에게는 칠레인 또는 칠레
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허가권을 주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및 수산업 적
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부가 허가권을 주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
다. 점차 양식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1984~2004년까지 연평균 42%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양식업 분야 정부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투자 인센
티브 제공,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정책 강화, 양식기술개발,
제품의 수입규제 폐지 등 과감한 양식업 육성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양식어종도 연어를 비롯한 송어, 어패류, 기타 해조
류까지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정
책적 한계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6년 기준 연어 및 송어 비중이 칠레 양식업 생산 전체 80%
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어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양식업
등록사무국에 등록된 양식장은 2013년 기준으로 총 3,521곳이며 운영 중인
29) 김진오, 성기주(2008), p. 1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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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은 2,329곳에 달할 정도로 발전해 있으며 해수면 양식이 주로 이루어
지지만 내수면 양식도 점차 발전 추세이다. 수산가공품 중에서 어류 가공품
이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93%는 칠레 연안 부근에서 나
머지는 공해에서 어획되고 있다. 수산업 제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어분 및 냉동 제품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KIOST and GCC-KOLAC 2016, p. 74).

가. 해양 발전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
칠레 수산청(SERNAPESCA: Servicio Nacional de Pesca)은 전통 방식 어업
의 현대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산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수산
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과학 지식을 지닌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
히 전통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어부들과 영세업자들을 위한 어업행위 구역
설정, 그리고 이들의 연금 및 노동위생 같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
고 있기도 하다.30)

30) 칠레는 현재(2014년) 약 33곳의 어장이 존재하나 이 중 5곳은 해양과학지식 부족으로 정보
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약 8만 명의 어민이 여전히 전통어업 방식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분석이 있다(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2014
년 조사결과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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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칠레 해양수산 분야 행정시스템 및 정책 결정 거버넌스
관할 수준

관할 기관

기관의 역할과 기능

국가

경제부

국가

어업청(subsecretary, 입법역할)

수산업과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규범의 적용을 통해 경제사회적
이익을 현재 및 미래 세대에 부여하는 역할
수행.
5존(zone) 수산업 위원회를 관할함.

국가

국가어업위원회

국가어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수산업 관련
된 국내 기관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구성:
어업청장
칠레해군기상청장(DIRECTEMAT)
수산업진흥연구소(IFOP) 상임이사
국가수산부 장관
상원의 3/5 제정에 의해 대통령에 의해 지명
된 7인의 대표
4개의 매크로 존(zone)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
표, 1인의 소규모 선주 대표, 1인의 각 조직에
의해 지명된 양식업 대표, 노조에 의해 지명
된 기업노조 부문 대표, 4개의 매크로 존(zone)
을 대표하는 전통 소규모 어업 부문 대표 등
이 참여.

존(zone,
1개 이상의
지역 혹은
광역 존)

5개 지역 어업위원회(I존 & II존
(이끼께, Iquique); II존 & IV존
(코낌보, Coquimbo); V존에서
IX존(탈까우아노, Talcahuano);
X존 & XI존(푸에르토 몬트, Puerto
Montt); XII존(푼타 아레나스,
(Punta Arenas))

존(zone) 수준에서 어업과 양식업 분야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해 탈중앙화 방식으로
어업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음. 자문역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존(zone) 수준에서 어업규범 발전 역
할을 수행 중임.

국가

국가수산청(Sernapesca, 행정역할) 어업양식업, 위생 그리고 환경규범에 대한
통제와 규제 기구이며 수생물학적 자원보호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의 국제협약
을 준수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
전통 어업, 선박의 등록 역할을 수행하며 13
개의 지역 어업 위원회를 관할하며 전통 영세
어업 발전 기금의 집행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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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관할 수준

국가

존/지방/
공동체
지역

지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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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기관의 역할과 기능

전통 영세어업 발전 기금(FFPA) 전통 영세어업기금의 역할은 칠레 영세어업
당사자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
고 영세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
는 것임.
영세어업 인프라 발전, 영세어업자와 이 그
룹들을 대상으로 한 어업 능력 배양과 기술원
조, 영세어업자과 영세어업 경작자들에 의해
수출되는 수생물 자원의 증식, 영세어업 상
품의 상업화와 상품 센터의 관리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지역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의 참여
로 기능함:
수산업진흥연구소 상임이사, 축항(harbour
works) 국장, 국가기획협력부 대표, 어업청
대표, 영세어업 부문을 대표하는 3인의 대표
(특히 매크로 존 어업 지역)
5개의 존 어업조직
기능은 위의 국가수산청과 동일하나 단지 존
(zone) 수준에서 활동과 임무 진행.
13 개의 지역 어업 사무소
13개의 지역 어업 사무소는 위의 국가수산청
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지역(regional) 수준
에서 활동과 임무 수행.
지방 그리고 공동체 어업 사무소 기능은 위의 국가수산청과 동일하나 단지 지
방(province) 혹은 공동체(communal) 수준에
서 활동과 임무 진행.
지역 어업위원회
칠레 어업법은 지역 행정구를 인정하며 지역
어업위원회를 두어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대
한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게 함. 지역 어업 부
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문제들을 관찰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기술적인 보고서를 제
출함. 구성은 의장으로 국가수산청의 지역
국장, 4개의 연구소 대표(대학이나 어업 활동
관련 연구소), 수산 기업 부문 대표, 노동 부
문에서 4명의 대표(2명은 반드시 영세어업
부문에서 참여).

중남미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현황과 한‧ 중남미 국제협력 방안 연구: 페루와 칠레를 중심으로

표 2. 계속
관할 수준

관할 기관

기관의 역할과 기능

지역

지역회의위원회: 지역회의를 위한 지역회의위원회(CAR)는 지역회의어업위원회
(CAR-Pesca)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금을 분배
어업위원회
하는 역할을 함. 지역 관할구 산하에 있는 CAR
는 예를 들어 CAR-Pesca는 투자기금(e.g.
CORFO)운영 및 분배와 관련된 국가수산청
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부문의 조직으로부터
대표성을 가지며 투자 상담 역할을 하기도
함.
다른 국가 CORFO, Sercotec, Fosis, DOP
다양한 기구(기관)들이 칠레 어업 활동 및 어
기관
(항구 업무), Conicyt 그리고 다
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금융 협조로 참여 중.
양한 국제 기금들
자료: Gallardo Fernández(2008), ‘[Table 3.3] Institutional Scheme of Chilean Fisheries Administration
직접 번역 인용.31); KIOST and GCC-KOLAC(2016), pp. 77-77 재인용.

칠레의 해양수산, 양식업 및 다양한 해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여타 다른 남미 이웃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체계
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보듯이 칠
레의 ‘국가어업위원회’는 칠레 해양수산업 관련된 다양한 국내 이해 당사자
(정계, 학술연구소, 행정부, 수산양식업 대표, 노조, 지역 대표 등)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이웃 해양 공동체에 비해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
자가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지방의 해양 이슈 혹은 수산 및 양식업 관련 종사가의 의견이 중앙이

31) 글로리아 가야르도 페르난데스(Gloria Gallardo Fernandés)의 저서인 ‘멸종의 바다에서 신뢰
의 바다로(From Seascapes of extinction to seascapes of confidence); 부제: 칠레 어업에서 영
토 사용에 대한 권리’는 오늘날 칠레의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해양생태)에 대한 다양한 현
안들을 잘 다루고 있다. 특히 해양보전지역에 대한 칠레 사례 분석은 물론 오늘날 칠레 어
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관찰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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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네트워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 당사자간의 유기적 조합(corporatism; 예를 들어 정부-기업어민) 형태가 잘 발전하여 수산개발, 양식업 발전 특히 해양수산 관련 국제
협력 시에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정책 결정 과정 참여도가 높은 거버
넌스 시스템을 발전시켜오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수산청의 경우는 전통적인 역할인 수산어업과 양식업 발전뿐만 아니
라 위생 그리고 해양환경보호 규범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담당함과 동시에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들의 국제협약을 준수
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해양 관련 정부 및 민간 연구소 및 대학
칠레의 해양연구 및 인프라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존재하는 생태학 및 환
경과학, 수산‧양식, 해양학, 해양생물학, 분자생물학, 위생 및 질병 통제학, 해
양미생물학 연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다수 발전해 있다는 평가
이다. 수산·양식, 해양학, 생태학, 환경학 분야 전문 인력은 기본적으로 수산‧
양식 연구는 물론 다양한 대학(혹은 연구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 연
구 방식으로 연구나 학술에 참여 중이며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를 위한 기술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특히 칠레수산개발원(FIOP)을 포함한 산업계(혹은 학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에는 정부의 수산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과학 자문과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연구 센터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민간연구 센터들은
칠레수산청의 주요 업무인 위생, 해양환경보호 관리자문, 수산양식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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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등에 대한 과학적 자문, 새로운 해양 에너지 연구 개
발(예를 들어, 칠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에너
지 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간 산업기술 개발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차원
의 일환으로 광업, 약학,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총 4개 분야에서 공동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각 프로젝트에는 향후 10년간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다. 2013년 3월 칠레 정부에서는 국
제해양에너지 연구개발 공동연구센터 관련 해양에너지 공동연구조사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한 국제입찰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8년간 최대 1,300만
달러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KIOST and GCC-KOLAC 2016, p. 79).

3. 해양 관련 제도적 거버넌스 시스템: 법과 정책
가. 해양법 및 수산어업법과 해양환경보호 관련 제도
칠레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 이슈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6년 10월에는 법률 제593조를 통해 ‘지하 터널을 이용한 채굴 및 개발에
관한 해양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1958년 영해 협정(제네바 협약)
에 따른 국제적 권리에 의해 칠레 영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자국
어민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들이 많다.
칠레가 광대한 해안선을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수역 및 해
양환경보호 담당 거버넌스 시스템은 아직까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다. 단지 2013년 제정된 수산·양식에 관한 일반법률 제2,0657
조 추가조항을 통해 ‘생산 활동 발전 차원에서 칠레에 존재하는 자원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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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특히 어업활동의 제한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방 조치로서 보호
구역 지정과 수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만 존재했다.
국제해양법 체제하에서 각국은 자국 영해 내의 수생물자원은 물론 해양생
태계의 국내 수산양식업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해 주권을 행
사할 권리가 있다. 칠레도 자국 주권에 따라 영해 내에서 모든 해양 지역 탐
사, 개발, 보존 및 수생 자원과 생태계의 관리를 규제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1991년 칠레는 수산일반법(Ley General de Pesca)
제19,080조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으며 해양자원 관리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과 책임은 국가수산청(SERNAPESCA: el Servicio Nacional de Pesca)에 있다
고 밝혔다.32)
이러한 노력은 페루와 마찬가지로 칠레도 오늘날 일방적인 생산중심 혹은
무분별한 해양자원 개발에서 탈피하여 해양보호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수산
해양 정책을 제도화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수산어업 분
야에서 어획 제한 및 규제 이행을 강화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정 종에 대한 채취 금지, 특정 수역에서의 특정 어종에 대한 집중채취 금
지,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어업금지 및 제한, 특정 지역 및 특정
어종 연간 어획량 제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양공원 관련 정책 혹은 해
양생물다양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업 제한 조치, 환경
부 법령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선언과 이에 대한 조업 제한, 이동성 어류가

32) 현재는 15개 지역 부서장, 45개 지방 사무소(2개의 섬을 포함함: 파스쿠아 섬, 후안 페르난
데스 섬)를 보유 중이며 수도 산티아고에 중앙 조직이 있다. 추가적으로 해양 및 해양자원
부서의 본부는 발파라이소에 있으며 약 150명의 공무원이 등록되어 있다. 산티아고에 있는
중앙 조직은 또한 경제 진흥 관광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국에 8개의 산하 조
직이 있다(KIOST and GCC-KOLAC 2016,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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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업 제한
등을 점차 정책적으로 제도화해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 해양어업 발전
을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나. 칠레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정부의 노력
칠레의 해양연안보호 지역 지정 및 관리는 칠레가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의
가입과 이에 대한 국내 준수 및 칠레의 환경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the Environment: CONAMA, 2010년에 칠레 ‘환경부’로 전환)의 조정에 의
해 시작되었다. 물론 초창기 이에 대한 관리 기금은 ‘글로벌 환경기금(GCF)’
의 도움이 컸다. 칠레에서 해양보호 지역의 일반 정의는 ‘해양과 연안 지역
에서 해양생물자원 및 해당 문화의 보호, 행정, 관리,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의 해양연안 보호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
양과 연안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 멸종위기의 해양어종이나 해양자원의 고
갈 위험 축소, 관련 해양과학기술과 해양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적 고
려를 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공동체가 보유
한 역사/문화적 해양 지역을 동시에 보호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규범적
의미의 해양 거버넌스는 발전해 있다고 분석 평가된다.
하지만 오늘날 칠레의 해양보호 지역 규정은 명확하게 자연보호 지역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통합적 차원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한계가 있다
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해양보호 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지정 지역의 규모
나 관리 기구의 협소함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
다. CONAMA의 요청으로 칠레 해군이 해양보호 지역을 관리·조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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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가 적고 정도가 낮으며 소규모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참여 해양 거버넌스, 특히 실질적으로 시민 사회와 연계한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지정된 네 개 지역 중에 칠레 동쪽 섬들과 라스 크루세스(Las Cruces),
우이나이(Huinay) 등은 관리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이며, 특히 해양환경 보
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인 어획금지(no-take zone) 구역 지정도 단지 한
개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보호지역은 다양한 용도(어획 가능 등)로 활용되고
있어 해양보호 지역 지정과 관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 중에서 두 개 지역(라스 크루세스와
우이나이)은 사적 부문이 설립해 관리하고 있어, 관리 비용이나 관련 정보
수집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한계는 관
리기구의 분절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칠레 일반어업법은 해양보존지 및
해양공원에 대한 관할이 국가수산청(SERNAPESCA)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연안공원 관리(현재 20개 공원 지정)는 칠레 국가산림 협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양환경 보호라는 큰 이슈에서 이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
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 거버넌
스가 상당히 복잡하다. 지정이나 보호관리 주체 논쟁, 특히 칠레 해양 거버
넌스 시스템에서 보호지역의 관할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확대(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해양 행위자의 존재)는 바람직하지만 실질적 보호 정책에서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사적 부문의 해양보호지역
관리 참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재는 칠레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호 및
발전에서 상당히 고질적 문제로 남겨져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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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칠레는 해양환경 보호 관련 실질 정책의 계획
과 운영에서 여타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해 상당할 정도의 거버넌스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해양협력의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이
다. 여전히 해양과학기술이나 재원은 부족하지만 남동태평양 국가들이 공동
으로 경험하고 있는 해양의 기후변화 취약성 극복이나 공동대응 연구 차원
의 통합적 국가네트워크(대기, 해양, 내륙) 구축에서는 선두국가이다. 남동
태평양 홈볼트 해류의 중요성과 이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에 대한 대응 노력에서 칠레 정부는 이미 국내적으로 장기계
획을 마련해 2008-12년 ‘국가기후변화 행동플랜(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에 넣어서 개선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남동태평양 유역 남미 해양 공동체 국가와 국제협력 노력의 하
나로 2015년 칠레의 콘셉시온(Concepcion)에서 공식적으로 라틴아메리카 해
양산성화 네트워크(Latin-American Ocean Acidification Network; 일명 LAOCA
네트워크)가 IOC-UNESCO 기금 후원을 통해 설치된 바 있으며34) 현재 총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그리고 칠레)
에서 24명의 해양과학자가 참여해 공동협력 이슈를 구상한 바 있다. 특히 해
양산성화 방지 국제연대센터(OA-ICC), 해양사회 생태시스템 다층연구 센터
(MUSELS), 그리고 칠레의 해양학밀레니엄연구소(IMO) 등이 참석해 해양산
성화의 규명과 이에 대한 미래 해양연구, 해양 과학적 대안 모색 등을 논의
해오고 있다.35)

33) 칠레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국가 사례 분석은 http://www.mcatoolkit.org/Country_Analyses/Chile.
html(검색일: 2016. 8. 20) 참고.
34) http://www.eula.cl/musels/english/?p=1268(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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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 관련 국제협약 및 조약
칠레가 해양 관련 이슈로 국제사회에 참여해오면서 국내법을 통해 수용하
거나 혹은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제도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칠레의 해양 관련 국제적 의제 수용으로서 국내법 적용과 발전

국제조약 참여
1959년 남극협약
1979년 국제포경규제협약
1971년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
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1972년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협약
1973년 멸종위험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협약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대한 협약
1981년 비상사태 시 석유 및 기타 유독물질로 인한
남동태평양 지역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 협정

시기
조인: 1959. 12. 1; 비준: 1961. 6. 23;
발효: 1961. 7. 14.
조인: 1946. 12. 2; 비준: 1979. 7. 6;
발효: 1979. 9. 21.
조인: 1971. 2. 2; 비준: 1981. 11. 27;
발효: 1981. 11. 1.
조인: 1972. 12. 28; 비준: 1980. 7. 2;
발효: 1980. 4. 24.
조인: 1973. 3. 3; 비준: 1975. 2. 14;
발효: 1975. 3. 25.
조인: 1979. 6. 23; 비준: 1981. 9. 15;
발효: 1981. 12. 12.
조인: 1981. 11. 12; 비준: 1986. 3. 20;
발효: 1986. 6. 14.
조인: 1981. 11. 12; 비준: 1986. 5. 14;
발효: 1986. 8. 11.

35)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합의했다: 라틴아메리카 해양 산성화 영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통합; 라틴아메리카 탄산염 화학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 세트(컴퓨터상의
데이터 처리에서 한 개의 단위로 취급하는 데이터의 집합)의 측정, 유지, 이행에 대한 개선;
다양한 행동 영역에서 LAOCA 멤버의 교육 훈련 강화(e.g. 관측, 실험, 모델링); 화학적 분
석 기술 그리고 데이터 질 향상을 위한 실험 프로토콜과 화학적 분석 기술의 표준화; 지방,
지역 그리고 글로벌 연구 프로그램과 연대 구축을 위한 지역적 교점 구축(e.g. 글로벌 해양
산성화 관측 네트워크; GOA-ON 그리고 국제 해양 탄소 조정 프로그램; IOCCP); 해양 생태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해양 산성화 지방 및 지역 시나리오 분석, 평가에 대한 결정
(e.g. 큰강 어귀, 연안지역, 개방된 해양, 등); LAOCA 회원국 기관간 장비와 인프라 접근을
위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강화; 해양 산성화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들과 영향에 대한 분석
과 이를 위한 대중과의 소통 방법 디자인; LAOCA 회원국간 협력 프로젝트 개발 추구; 회
원국 국내 정치에 해양산성화 문제를 정책 어젠다로 편입 노력 등이다(KIOST-GCC-KOLAC
2016, pp. 129-142의 중남미 해양공동체와 해양협력 국제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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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국제조약 참여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91년, 칠레 ‧ 아르헨티나 환경협약
1991년, 환경보호에 대한 남극조약 의정서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1992년 생물적다양성에 대한 협약
1995년,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시기
조인: 1982. 12. 10; 비준: 1997. 8. 25;
발효: 1997. 11. 18.
조인: 1991. 8. 2; 발효: 1993. 4. 14.
조인: 1991. 10.4; 비준: 1995.1.11;
발효: 1998.2.18.
조인: 1992. 5. 9; 비준: 1994. 12. 22;
발효: 1995. 4. 13.
조인: 1992. 6. 5; 비준: 1994. 9. 9;
발효: 1995. 5. 6.
조인: 1995. 3. 3; 비준: 1997. 11. 11;
발효: 1998. 2. 13.

자료: KIOST and GCC-KOLAC(2016, p. 81) 인용 및 편집 정리함.

4. 칠레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
칠레의 제도적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 예를 들어 다양한 법령과 정책
(그리고 관련 정부 기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산어업
및 양식업 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물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접근은 아직 기초 수준에서 관리 및 규제
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수산어업 중심, 해양자원 개발 중심, 경제적 생산 중심의 관리 정책이
집중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페루와는 달리 다양한 정
책 이행 기관의 분산화 혹은 정책 결정 과정의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참여형
해양 거버넌스가 발전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예를 들어 지정학적 영역 및 관할권 문제, 해양 이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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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선순위에 대한 칠레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 범주
와 관할권 규정에 대한 영토적 주권과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은 이미 1982
년 칠레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회원국이 되면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협약 관련 국제해양 레짐에 참여해오고 있음
은 물론 남동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공동체에 적극 참여해 해양산성화
방지 협력, 기후변화 국제협력 등의 어젠다를 통해 지역공동 해양환경보호
의제를 개발해내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선두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효과적인 통합적 해양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참
여가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해 중앙-지방 간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는 것은 칠레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다만 정책 결정 참여와 정책 이행
사이의 괴리는 페루의 사례와 비슷하게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효율적 거버
넌스 시스템 혹은 정책 이행을 위한 ‘국가능력’(예를 들어, 해양금융 및 해양
과학기술 발전)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미래 해양 발전을 위한 해양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전통적인 생산과 개발 중심에서 해양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나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은 이행되고 있
지만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다양한 내부동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 관련 연구나 대학 교육 혹은 해양환경 보호 지역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사적 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강력한 정책 이행이 필요할 때에 요구되는 강한 중앙 정부의 규제 개입 한계
가 존재하는 것도 칠레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의 발전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해양자원 개발과 보호라는 일종의 정책적 균형을 제도화해 패러다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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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있지만 거버넌스 시스템은 여전히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보다는 해양자원의 생산 혹은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수산어업
분야 발전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존재한다. 해양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수출을 강화해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칠레의 특수한
발전전략을 십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V. 결론: 해양 거버넌스와 한 ‧ 중남미(페루/칠레)
국제협력 방안
페루와 칠레는 태평양 연안을 해양영토로 보유한 국가로 양국의 경제규
모, 1인당 국민소득, 해양면적, 소득분배 수준, 제도적 환경, 기상기후, 해양
생물종 분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해양에 기초한 자연환경 조건에서 매우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양국은 중남미 태평양 인접 국가의 해양 대기학적 조건들 중 가장 두드러
지는 요소인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다는 점과 세계 황금어장인 홈볼트 해류를 공
유하고 있어 수산업 분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그동안 제도적 수준 그리고 정책 이행 수준에서 해양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특히 생산을 통한 경제발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수산
어업 분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 참여를 통해 국제해양협력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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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해양
과학 연구와 해양교육 분야 협력 강화 노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근래의 해양
환경 보호 혹은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해양과학
분야 기술과 연구 분야 발전에 대한 국제협력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해양 연안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은
특히 해양 모니터링, 측정, 분석과 평가 등의 해양과학기술을 요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해양과학기술(해양관측) 발전과 해양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병행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1. 국제해양조약 참여 및 국제협력 과제
페루와 칠레는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설정된 의제
들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수용이 가능하다. 해양 관련 국제협력의 기초가 되
는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는 발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국가들의
좀 더 다양한 해양레짐 참여는 향후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양국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보호 협약의 국내적 수용 과정에서 국제협약
을 더욱 내실화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국내 수준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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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해양 거버넌스: 제도와 정책 발전
국가별 관련 해양 정책
국가

제목

년도

범위

법적 문서

1991년 8월
배타적 경제
해양과
28일
수역에 근접한
습지
19080조항,
칠레
1991
제3자의
어업에 대한
보호
영향력이 있는
일반 법률
수역
구역 제시
수정

집행 기관

관심 주제

비고

경제산업진흥부

자원의
합리적
개발

-

어업 차관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부, 양식업,
환경부,
어업 및
해양 영토 경제 일반어업법
전통 영세어업 단체, 양식
1993년
설정 및 연안과 (Law Decree
페루
1993
공중감시 통제 기관 자원의
헌법
25977)
대륙붕 설정 및
그리고 정부 출연 합리적
200 해리 규정
연구소인
개발
IMARPE가 참여해
해양 및 수산 분야
의사결정

일반어업법(Law
Decree 25977)
양식업
진흥발전법(Law
N. 27460 Law of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Aquaculture,
5/25/01)

자료: KIOST and GCC-KOLAC(2016), p. 145 선별적 인용 및 저자 작성.

[표 4]에서 보듯이 양국 모두 해양 영토에 대한 제도 발전에서 일반적으로
자국의 해양주권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에 기초한 해
양 정책들을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해
양발전 제도 및 정책은 그동안 수산어업 관련한 경제활동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해양환경 보호 개념을 도입한 지속가능한 해양 제도
도입, 정책 변화 혹은 패러다임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 관련법과 담당기구(e.g. 수산어업법, 해양 정
책)는 양국의 상위법인 헌법을 포함해, 환경법, 다양한 관련 일반법령들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배제한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어 통합적 거버넌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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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제도의 통합화 정책 이행의 부처간 협력과 조화를 이
루기 위한 노력은 요구된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들 법률들은 점차적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연관성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적 거
버넌스를 발전시켜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이행을 위한 국가능력 혹은
실질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이행은 양국 모두 여전히 미비한 수준으로 평가
된다.
양국은 모두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보존, 어업 및 수산업 부분에서 고용창
출, 수산물 자원의 식품안전 등을 관리, 규제 및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와 법 그리고 담당 기구를 발전시켜오고 있지만(근래의 어류채취 및 양식기
술 관리 담당기구 등), 실질적으로 이를 정책으로 이행하는 주(estado), 지방
자치단체(municipio) 차원에서는 예산 결여, 인력 부족, 지방 정부 능력 결여
등의 이유로 거버넌스가 결여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중앙-지방 정부 조직간
의 정책 조율이나 통합적 해양자원 관리 혹은 해양환경 보호 노력 부족의
문제는 이 국가들의 해양 거버넌스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국제 규범 및 협정 등에 양국의 참여도는 높지만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필요한 해양금
융 및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해양 거버
넌스 구축 기금 조성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국제해양협력 기금의 수용은
국내적으로 먼저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강화라는 전제를 통해 용이해질 수 있다. 더욱이
협력 기금이나 투자 기금 유치를 위해 국가간 국제협력 및 지역 해양 공동체
간 결속을 강화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자원개발 효율성 증
가는 물론 지역 내 공동해양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 차원의 해양환경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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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메커니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이의
해양과학발전 협력에 대한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Rodney Martinez 2007, p. 10).

2. 정책 이행의 조화: 정부와 민간 간 해양 거버넌스 발전과 협력
과제
양국 모두 해양 관리 및 내륙의 담수 관리 부문에서 생물학적 접근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전담할 공공 기관 및 연구소 등이 존재한다. 하
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연구 주제들이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어류자원 및
양식업 분야 발전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페루 해양연구
소(IMARPE), 칠레의 어류자원육성연구소(IFOP) 등은 이를 대표하는 기관
들이다. 물론 해양 정책 관련 예산과 관련 해양연구 전문가, 해양인재 양성
을 위한 투자 부족 등은 양국 모두 고질적인 국가 능력 부족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양국 모두 어업과 수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개별 국가의 정책적 마인드에 따라 다른 정
부 부처 산하에 편입되어 있거나 혹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발전하지 못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칠레에서는 경제부가, 페루에서는 생산부가 어
업과 양식업 발전 등을 주도한다는 점은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의 장애요소
로 작용한다. 어류자원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해안
및 해양생물종 관련 연구에서 앞서 이야기한 연구 기관들이 차지하는 중요
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국은 모두 어류 및 해양 자원만을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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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없거나 특히 해안 관리를 국가산하기관에서 ‘독
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 관리 능력’은 상당히 저조하다.
정책 우선우위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한 해양환경보호 지역에 대한 지정
과 관리는 국제협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문이다(페루의 보호지역 지정 평
가 및 지정과 관리에서 자원개발 우선순위와 갈등 해결 메커니즘 등). 칠레
의 경우 중앙 정부 혹은 다른 해양 관련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역할보다는
국방부(해군)가 이를 주도하면서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
한 관리 차원의 개념 도입과 국제 규범 수용 및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가시
적으로 해양환경 보호 이슈가 현안이 되고 있지만 효율적 정책 이행은 여전
히 이해당사자 사이에 복잡한 갈등을 낳고 있다.
정책 이행 및 의사 결정(참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관찰되는 양국의 해양
분야 행정 관리 역량은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칠레의 경우 중앙 정부
보다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역량이 요구되면서 결국 국가관리 능력이 낮은
지방의 시나 읍 단위 지방자치단체(municipios)에 업무가 집중되어 전체적으
로 보면 중앙-지방 간 통합 혹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통합적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3. 생산, 연구, 교육 관련 거버넌스 한계와 협력 과제
양국 모두 집중하고 있는 주요 해양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 주제가
어류와 양식업에 관련된 지식 창출과 교육 관련성이 크다. 주로 특정 어류종
의 채취 및 육지에서의 양식이나 가공, 생물학적 분석, 번식, 그리고 지리적
분포 등을 포함한다. 연구와 교육 과정에서도 최근에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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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해(특히 해양환경 보호) 연구 방법이나 교육 커리큘럼의 전환이 요구된
다. 페루의 경우는 특히 수산어류자원 관련 연구와 교육이 몇몇 특정 공공기
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협력이 더욱 요구되지만 칠레는 오늘날 어업 관
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 및 대학들도 관련 주제 연구와 교육 관
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덜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양국 모두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충분한 지원 협력은 부족하다. 이는 연구 능력 향상, 해양 이슈
관련 정책 홍보와 미래 교육을 위한 출판과 마케팅 강화 등에서 향후 필수적
인 국제협력 이슈이다.
사실 양국 모두 현재 해양 발전에 투자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
히 낮다. GDP 대비 해양연구 및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낮은 투자 그리
고 혁신을 위한 예산의 낮은 비율, 연구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의 부재, 해양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빈번한 정부 예산 삭감
등의 문제들은 중남미 지역 해양연구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 관련 정보 지식 사회로의 전환이나 통합적 해양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양과학 연구의 활성화 및 관련 전공 학생의 양성, 해양탐사 및 관측기술
개발,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적인 해양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의 모든 정책 결
정자가 과거의 단순한 해양 영역 관리 범위를 뛰어 넘어 경제발전 및 사회발
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서 미래 해양연구와 교육을 우선순위로 명백히 자
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미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우선순위는 이 국가들에서 더 많은 생물학자 및 해양학자 그리고 수산어
업 관련 산업공학도와 전문가가 더 많이 양성되는 것이다. 해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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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식 축적은 페루나 칠레와 같이 ‘해양발전=경제발전’이라는 등식이 성
립하는 국가일수록 연구개발 강화와 더불어 미래 인재개발도 조화롭게 발전
해가야 한다.

4. 한국 ‧ 페루/칠레 해양협력 어젠다 및 실질 협력 방안
오늘날 태평양 동남부 지역(즉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태평양 연안 국가)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동태평양 해양협의체(CPPS)’ 회원
국으로서 페루와 칠레는 적극적으로 지역 해양 거버넌스에 참여 중이다. 자
국의 주권 및 사법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에서의 천연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존에 대한 면밀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국간 공동협력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PPS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페
루와 칠레를 포함하여 이 지역 해양공동체가 공통으로 영향을 받는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해양과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해양과학선박을 지원
하는 일인데, 페루와 칠레는 이 일에 참여 중이다. 이 협의체의 장점은 지역
공동으로 국제적 수준의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국가 수준을
넘어 지역 차원의 해양 공동체로서 상호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협력 어
젠다 설정은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해 실질 협력 정책으로 이행한다
는 것이다.
위처럼 페루와 칠레 양국의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현황과 한계를 중심으
로 향후 우리나라와 국제해양협력이 가능한 정책, 이슈, 혹은 방향들을 제시
해보면 첫째, 양국 모두 기존의 해양자원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제도화,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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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해양 협력 방향도 이를 존중하거나 혹
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양국 모두 다양하게 존재하는 해양 문제들을 인식하고(지속 불가능한 생
산방식, 남획, 해양오염, 기후변화 영향 등), 이를 국제협력을 통해 예방하거나
혹은 협력 어젠다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연계해 복원하
려는 양국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국가발전 계획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과학기술 발전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근본적으로 중남미 지역 모든 해양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연결하
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변화할 기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
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국은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해양
교육과 해양 전문가 육성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기술 및 혁신은 경제 발전을 유지하고 해양관련 교육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
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양과학과 해양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는
양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페루 및 칠레의 개별 국가 차원의 해양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역내 해양공동체 차원의 우선순위
도 고려해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동의 해양문제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나
협력 우선순위도 공동체의 우선순위에 먼저 부합하는 국제협력 방안도 고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CPPS는 남동태평양 지역 해양개발과 해양환경 및 생
태계 보호라는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역내 해양
정보 수집은 물론, 제도나 정책 그리고 금융이나 과학기술 등에서 더 많은
협력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현안으로 지역 해양공동체가 안
고 있는 다양한 소지역 단위의 협력 어젠다를 국제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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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충분히 감안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동태평양 개별 국
가가 공동으로 혹은 소지역 단위로 국제협력을 제시하고 있는 엘니뇨에 대
한 대응과 적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이 지역 해양 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 문제(해양오염,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
호 지역 지정 등), 사회 문제(주택, 보건, 교육), 인프라 문제(물과 위생, 에너
지와 전기, 교통 및 통신, 도시 인프라), 경제 문제(농업, 가축 및 수산업, 물
류와 무역, 해양 관광) 등과 연계한 통합적 협력 방안 마련 및 이의 접근도
미래 협력 어젠다 개발로 필요해 보인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엘니뇨와 라
니냐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분석과 과학적 대응 연구, 해당 지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상호 연계해 새로운 통합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여타 다른 학문 영역인 생물학, 정치사회학, 기술통계학,
대기과학, 문화인류학, 환경정치학 등을 결합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도 아직
시기상조에 머물러 있다.
양국을 포함한 미래 중남미 지역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수산어업 발전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호 이슈가 제도 및 정책 결정자에게 우선적인 정책 선호도로 자리
매김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해양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국제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역내로부터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해양문제들
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논의해 이를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차원의 주요
국제협력 어젠다로 개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해양산성화 공동해결 네트워크, 해
양측정기술 발전과 해양 정보 공유 등을 지역 공동체 차원의 우선순위로 설
정해 국제협력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남동태평양협의체(CPPS)의 지역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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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거버너스 방식은 새로운 실험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호응할 필
요가 있다.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의지는 물론 통합적 해양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중남미 지역 차원의 국제해양기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해양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회는 더욱 풍성해지고 넓혀질 수 있다. ‘한국-CPPS-페루/칠
레’를 연결하는 삼각협력 및 통합 해양 거버넌스 실험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국제협력의 다각화 혹은 다양화 전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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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조직이 자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 조직과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양식은 ‘협력 전략(cooperative strategies)’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들에서 설명되어져 왔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에 관한 행위는 전략이론의 분야에서 자원기반 이론, 거래비용 이론, 조직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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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지식 기반, 대리인(agency)
관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1)
BoP 비즈니스2) 세계에서는 기업이 자선 활동이 아닌, 본업인 영리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조직으로 조직과의 제휴·협력하는 행동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전략 이론과 국제 경영 등 기존 경영 연구 분야에서는
전략적 제휴에 대해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전략적 제휴는 복수의 영리 기업간 협력 행동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존재하
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BoP 비즈니스에 대해 영리 기업
이 사회적 조직과 제휴 및 협력하는 행동을 전략 이론 및 거기서 파생되어
채택된 거시적 관점의 조직 이론과 기업 이론의 입장에서 고찰하여, 제휴의
형성 및 성과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려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BoP)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적 및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BoP 비즈니스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조직과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행동이, 경제 합리성에
기초한 기존 이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또한 만약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OlysetNet) 모기
장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유엔의
1) 거래비용 이론,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및 조직학습관점(Williamson 1975; Hennart
1988; Kogut 1988; Kogut and Zander 1992;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6; Grant and
aden-Fuller 2004; Gomes, Barnes and Mahmood 2016 등), 소셜네트워크, 지식기반, 대리인
(agency) 기반의 관점(Barney and Hansen 1994; Gulati, Noria, and Zaheer 2000; Wassmer 2010;
Meier 2011; Pamigiani and Santos, 2011 등).
2)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얻을 목적으로 벌이는 사
업을 ‘저소득층 비즈니스: BoP(Base of the Economic Pyramid) Business’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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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사
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속성(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
조직과의 제휴. 협력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략적 제휴 이론과 탄자니아의 사례를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
져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행동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을 간략히 소개한 후, 기존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이론을 BoP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기존 전
략적 제휴 및 협력 이론이 BoP 비즈니스에서 영리 기업과 사회적 조직 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스미토모화학의 아프리카 모기장 진출 사례를 통해 검증한
다. 셋째, 기존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BoP 비즈니스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가설을 설정한 후,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스미토모화학의 모기장 사례를
통해 재검증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 기업에 의한 추진되는 BoP 비
즈니스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행동의 이론에 관해 설명하고, 새로운 실증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둘째, 개발도상국 BoP 비즈니스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기업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현지의 사회
적 조직과 전략적으로 제휴·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인 정보로서 제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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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oP 비즈니스의 제휴·협력 이론 고찰
BoP 비즈니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BoP)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기업의 이익의 추구)와 사회적 가치(현지 사회의 문제
해결)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연
구자를 통해 성과물이 축적되어져 왔다.3) BoP 비즈니스에서는 글로벌 다국
적기업이 100% 자사만의 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독자적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그 외 사회적 조직(NGO·NPO),
소액금융 기관 등과 합작투자와 계약을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행동
도 목격된다.
BoP 비즈니스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Bo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더 나아가 현지의 비전통적인 파트너와 협업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지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
력하지 않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특허, 브랜드, 지적재산권, 현지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계약 등 기존의 법적 시스템이나 안전장치 등을 통해서는 경제
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London and Hart 2004).
Hart and EnK(2006)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BoP 시장에서 현지에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개발, 생산, 판매, 유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현지에 존재하는 유력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BoP 비즈니스에 대한 주요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Hart(1997); Prahalad and Hart(2002); Hart
and London(2005); Karnani(2007); London, Anubindi, and Sheth(20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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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 저소득(BoP)층 시장에 진입할
때, 현지에 존재하는 유력한 사회적 조직과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행동을 결
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 Gomes, Barnes,
and Mahmood(2016)는 경영학 저널에 소개된 80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전략적 제휴에 관한 주요 연구 주제, 방법론, 대상 국가 및 지역 등을 소개하
고 있다. Christofferson(2013)은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성과 문헌 리뷰를 핵
심구축을 위한 통합적 증거와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전략적 제휴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서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자원기반 이론
(Resource based theory)을 제시하였다. Meier(2011)는 전략적 제휴의 지식 경
영을 지식기반 이론(Knowledge base theory),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Parmigiani and Santos(2011)는 조직간 관계의
메타 리뷰를 “숲에서 길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
과 대리인 이론을 제시했으며, Shi, Sun, and Prescott(2011)는 M&A와 전략
적 제휴 이니셔티브의 관점에 대해 문헌 리뷰와 향후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직 이론, 거래비용 이론, 리얼옵션 이론(Real option theory)을 중심
으로 소개하였다. Wassmer(2010)는 제휴 포트폴리오에 대해 문헌 리뷰와 연
구 어젠더라는 주제로 소셜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자원기반
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4) 전략적 제휴에 관련된 주요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Gomes, Barnes, and Mahmood(2016);
Christofferson(2013); Parmigiani and Santos(2011); Meier(2011); Shi, Sun, and Prescott(2011);
Wassmer(20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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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략적 제휴에 관한 문헌 리뷰

저자

주제

방법론

이론

Christoffersen
(2013)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성과 문헌 리
거래비용 이론,
뷰: 핵심구축을 위한 통합적 증거와 시스템적 리뷰
자원기반 이론
새로운 방향성

Shi, Sun, and
Prescott(2011)

조직 이론, 거래비
M&A와 전략적 제휴 이니셔티브의
시스템적 리뷰 용 이론, 리얼옵션
관점 : 문헌 리뷰와 향후 방향성
이론

Meier(2011)

전략적 제휴의 지식 경영: 실증분석
지식기반 이론,
시스템적 리뷰
에이전시 이론
을 중심으로

Parmigiani and 조직간 관계의 메타 리뷰: 숲에서 길
Santos(2011)
을 찾는다.
Wassmer(2010)

제휴 포트폴리오: 문헌 리뷰와 연구
어젠더

메타 리뷰

조직 이론, 에이전
시 이론

개념적 접근

소셜네트워크 이
론, 자원기반 이론

자료: Gomes, Barnes, and Mahmood(2016), pp. 25-26 수정·보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주요 전략적 제휴에 관한 이론 중에서 대표
적인 네 개의 이론(거래비용 이론, 조직학습 이론, 자원기반 이론, 소셜 네트
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각 이론들이 설명하고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현지 사회적 조직과의 전략적 제휴·협력 이론에 관해 설명한다. 즉 BoP 비즈
니스에 참여하는 영리 기업이 현지 사회적 조직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행
동에 대해 여러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증한다.
전략적 제휴의 형성에서는 Teece(1986)와 Hamel, Doz, and Prahalad(1989)
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유·무형의 자원을 타
기업에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보완성
(resource complementary)은 본 연구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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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비즈니스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현지에 소재하는 유력한 사
회적 조직(NGO/NPO 등)이 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자원(resource)을 상대 측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
회적 조직과의 제휴·협력의 동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라민은행과 다농
푸드의 합작회사인 그라민다농의 경우 다농푸드는 그라민은행이 가지고 있
는 현지 소액금융시스템과 유통망으로서 그라민 레이디(인적 자원), 인도 정
부와 협력을 통해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합작
파트너인 그라민은행은 다농푸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제품 및 생산 기
술,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이 양측은 상호 보완적으로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공유를 원했기 때문에, 다농푸드는 그라
민은행과 제휴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전략적 제휴의 주요 이론에 대해 BoP 비즈니스의 관점을
접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기업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전략적 제휴는 시
장 거래와 내부화(계층 구조)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에서 활동하는 형태가 된
다(Wlliamson 1975). Hennart(1988)는 중간 생산물이 거래 시장에 효율적이
지 않을 경우, 그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전략적 제휴가
선택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상호간의 지식이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쌍방이 보유한 지식이 시장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략
적 제휴가 선택된다. 또한 Parkhe(1993)는 거래비용 이론과 게임 이론을 병
용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호 협력(mutual cooperation)이 발생하는 것에는 제
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큰 의미가 있음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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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BoP 비즈니스에서 그라민은행과 통신사 텔레놀사가 합작 설립한
그라민폰의 경우, 그라민은행은 텔레놀사가 필요로 하는 현지 유통망(농촌
지역의 그라민 레이디와 조직화 노하우)을 실질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텔레
놀사는 그라민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통신기술과 통신 인프라 설치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합작회사를 만든 것이다.
자원기반 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따르면 상호 협력하는 기업이 보
유한 자원이 전략적으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각
자가 보유한 자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6). 어느 조직에 있어서도 다른 조직이 매우
중요한 자원을 지배하고 있을 때, 지배하는 조직은 권력과 교섭력이 생겨 지
배받는 조직의 행동을 지배한다. 이것은 BoP 비즈니스의 사회적 조직과의
제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지의 사회적 조직이 핵심적 자원(예
를 들면, 농촌 지역민에게 주는 신뢰감과 지역민에 대한 접근 능력)을 가지
고 있을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영리 기업은 현지 사회적 조직이
요청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영리 기업은 현지 사회적
기업이 요청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를 평가한 후,
제휴· 협력을 판단하게 된다. 더욱이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이 형식지인지 암
묵지인지에 따라 제휴·협력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조직학습 이론(Organization learning theory)에서 전략적 제휴는 암묵적 지
식을 이전하기 위한 전달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전략적 제휴는 양측이 타 조
직이 소유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얻고 싶을 경우, 혹은 한쪽의 파트너 기
업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지식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파트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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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또는 비용 우위로부터 이득을 얻고 싶을 경우 제휴가 이루어진다(Kogut
1988).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지식을 갖고 있는 현지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식의 암묵성이 높을수록 강력한 전략적 제휴가 선택된다. BoP
비즈니스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이 현지 농촌의 오지 지역에서 판매망
및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회적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회적 조
직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 경우 현지 사회적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암묵성이 높을수록
다수 지분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소셜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제휴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형성된 현지 네트워크가 정
보 및 지식의 원천으로 작용함으로 제휴의 성과를 강화한다(Grant and
Baden-Fuller 2004). 소셜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관계성이나 사회적 네트워
크는 개인과 조직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적 제휴도 그 신뢰 관계
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개념이다(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6).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판단되면 양자간의 협력을 촉진하게 된
다(Barney and Hansen 1994).
BoP 비즈니스는 현지에 진출하는 영리 기업과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사
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현지 사회적 조직이 협력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합
리성의 테두리를 넘는 인간관계, 더 나아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제휴를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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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미토모화학의 전략적 제휴·협력
1. 스미토모화학의 탄자니아 모기장 시장 진출
본 장에서는 스미토모화학의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기장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이론이 BoP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유의
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은 저
개발국 개발원조의 성공사례로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소개
되어져 왔다. 오리세트넷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장기간 효과
가 유지되는 모기장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아, 유엔개발기구(UNDP), 세계보
건기구(WHO) 등을 통해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배포되
었다. 2005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스미토모화학의 모기
장 개발 및 탄자니아 현지 합작 생산 사례가 소개되어 포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미토모화학의 BoP 비즈니스 전략은 Schrader, Freimann, and Seuring(2012)
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의 BoP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할 때 사용한 11
개의 분석 기준(기업 개요, BoP층 욕구, 동기부여, 외부환경 분석, 다양한 이
해관계자, 상품 및 서비스, 전략 선택, 조직 실행, 공급망, 경제적 효과, 지속
가능 발전 효과)을 통해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oP 비즈니스의 분
석 기준을 모기장 진출에 대해 ① 진출 배경(표 3-1. 분석기준 1~3번 적용)
② 실행전략(분석기준 4~9번) ③ 경제적 및 지속적 발전의 효과(분석기준
10~11번)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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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oP 비즈니스의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주요 내용

1. 기업

비즈니스 방침, 종업원과 고객의 수, 장소

2. BoP층의 기본적 욕구

BOP층 고객의 문제점, 고객 니즈, 사용 기간, 제한 조건

3. 동기부여 요인

경제적 목표, 신 시장 개척, 기업 책임, 이미지 향상, 종업원 동기부여

4. 외부환경분석

잠재적 고객의 조건, 업무 능력, 경쟁 상대, 정치 상황, 이해관계자

5. 이해관계자

정부, 지역 커뮤니티, 공급업자, 사업 파트너, NGO/NPO 등

6. 상품/서비스

상품 특성, BOP층의 수요에 적합, 현지 조건에 적응하는 상품의 디
자인

7.전략적 선택

명확한 비즈니스 방침, 종합적 전략, 경쟁 우위

8.조직적 실행

핵심 비즈니스, 조직 내 정착성, 타 비즈니스와 관련성

9.공급망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발전, 가치체인에서 상류·하류의 협
력적 구조

10.경제적 효과
11.지속적 발전 효과

규모, 시장 점유율, 이익, 이미지 제고와 진화에의 동기 부여
빈곤을 완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 생활 조건의 개선, 환경 문제
감소, 자연 자원의 유효 이용

자료: Schrader, Freimann, and Seuring(2012), pp. 281-298.

가. 진출 배경
스미토모화학은 자동차, 가전제품, IT, 의료에 관련된 폭넓은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화학회사이다. 스미토모화학그룹은 아시아,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23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018억 엔이며, 종업원 수는 3만 1,094명(2016년 3월 공시 기
준)이다.
스미토모 화학은 원래 시코쿠의 벳시 동광을 산출에서 구리 제련 시 발생
하는 배출 가스 중에서 화염 피해의 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를 제거하여 비
료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발상의 단계에서 사업에 따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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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해 온 기업이다. 스미토모 화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적 호조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
의가 확대되어, 2005년 이후 방충 모기장이라는 본업을 통한 말라리아 공헌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자선(사회 공헌)에도 발을 내딛었다(Sumitomo
Chemical 2016).
스미토모의 사업 정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은 “자리이타공사일여(自利
利他公私一如)”이다. 이 말은 “스미토모의 비즈니스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뜻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스미토모 화학은 “CSR은
단순한 자선(박애)이 아니고 회사의 사업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글상자. 스미토모화학의 기업 이념

영업 요지
제1조 우리 스미토모의 영업은 신용을 중시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 강고한 융성을 기대한다.
제2조 우리 스미토모의 영업은 시세의 변천, 이재의 득실을 따져 흥망성쇠가 될 수 있어도
부당이익은 취하지 않는다.
경영 이념
스미토모화학은
1.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항상 도전한다.
2.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 풍토를 조성한다.
자료: http://www.sumitomo-chem.co.jp/company/principles/philosophy.html(검색일: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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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층의 기본적 욕구는 다음과 같다. 3대 감염병인 말라리아, 결핵, 에이
즈의 사망률은 UN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노력으로 최근 감
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인의 주요 사망 요인에 속하고 있으
며, 손실 생존 기간이 긴 사망 요인의 상위 20위 중 감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7건이고,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는 사망 요인 중 1/3은 감염에 의한 것
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그중 90%가 5세 이하의 어린이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와 스미토모화학의 모기장 사업은 관련성이 높
은 편이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목표 6에 말라리아 퇴치를 내걸고 있
으며, 또한 목표 1(빈곤과 기아 퇴치), 목표 4(영유아 사망률 감소), 목표 5(임
산부 건강 개선)도 관련이 있다. 목표 8(개발을 촉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이라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스미토모화학의 BoP 시장에 대한 진출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
미토모화학은 1960년대부터 전염병 퇴치를 통해 인류에 공헌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말라리아는 매년 3.5억~5억 명이 세계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은 취업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빈
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대해 가정용 살충제의 원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미
토모화학은 1960년대 몇 번의 좌절을 극복하고 기술력을 쌓아 갔고, 1992년
오리세트넷이라는 현재의 방충 모기장을 완성했다. 발매 당시 가격이 높다
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좀처럼 보급되지 않았지만, 2001년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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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추천을 받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급속히 보급이 진행되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2008년부터 스미토모화학은
오리세트넷사업을 별도 사업부로 격상하고, 아프리카의 저소득(BoP) 시장
공략을 위한 BoP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주체로 삼고 있다.

나. 실행 전략
BoP 시장 진출 전략의 첫 단계로서 외부환경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
건기구의 초기 말라리아 대책(1995~2000년)은 주로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는 반기별로 모기장을 약제에 담그는 처리를 주
민 스스로 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모기장이 바로 찢어지거나 처리
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처리 속도가 향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장기 잔류형 모기장(LLIN: Long Lasting
Insecticidal Net)인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이 2001년 세계 최초로 WHO
에서 추천권을 획득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이 새로운
정책, 유니버설 커버리지(Universal Coverage)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
문에 발표되었다. 2008년 모기장의 필요 수량의 합계는 2억 9,000만 장이었
다. 사하라 아프리카의 방충 모기장의 보급은 2004년 560만 개에서 2010년
에는 1억 4,500만개로 증가하였다. 방충 모기장을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는
가정은 2000년 3%에서 201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2008~11년 세계 말라리
아 리포트(World Malaria Report)에 따르면(UNICEF 2010), 말라리아의 유행
국가, 감염자 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WHO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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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과 같은 장기 잔류 방충 모기장(ITNs)의 보
급 확대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P 비즈니스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대책에서는 오리세트와 같은 장기 잔류형 모기장이 대량으로 공급
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기장 제조 기술을 아프리카 현지 기업에
이전하고 많은 현지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것, 나아가 그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오리세트넷은
스미토모화학의 전체 사업 중에서 시장이 작은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무상 기술 공여에 큰 반대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스미토모화학이
아프리카에서 현지 생산 경험이 없고, 파트너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이다.
스미토모화학은 WHO의 주도하에 민관 7개 파트너십에 의한 ‘오리세트넷
컨소시엄’(그림 1 참고)가 만들어져 오리세트넷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리세트넷 컨소시엄은 기업(스미토모화학주식회사, 엑슨 모빌, AtoZ
사 등), 투자 펀드(아큐먼 펀드), PSI(Population Services Int’l, NGO), 국제기구
(UNICEF, WHO)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Jennings 2011). 컨소시엄의 멤버인 아
큐먼 펀드가 후보로 꼽은 것이 탄자니아에서 유력한 모기장 제조회사 AtoZ사
(AtoZ Textile Mills)이다. 이 회사는 오리세트넷의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
압출 및 섬유 방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었다. 오리세
트넷 컨소시엄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3년 9월 탄자니아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후인 2004년에는 30만 장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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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리세트넷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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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조언

모기장조달과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

아프리카인

제조·유통
PSI
마케팅

엑슨모빌
수지

아큐먼펀드
& MSH
비즈니스
플랜

새로운 자본 조달하여, 모기장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또한 타 기업의
모기장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경쟁적 환경을 구축함

주: MSH(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
자료: WHO(2003).

오리세트넷 컨소시엄에 참가한 조직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스미
토모화학은 오리세트넷의 개발자로서, 제조 기술의 무상 공여, 제조를 위한
최적의 수지 성형기·봉제 기계의 추천 또한 농약 성분을 함유한 수지의 공
급, 현지 생산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AtoZ사는 탄자니아에
소재한 아프리카 최대의 모기장 제조 회사로서 오리세트넷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며, 폴리에틸렌 제품도 생산한다. 아큐먼 펀드는 미국 록펠러 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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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으로 설립된 공익 목적의 벤처 기금이며, 아프리카에서 투자처를 선
정하고 AtoZ사에 자금을 제공했다. 첫 해는 생산 설비 투자에 3,250만 달러
를 융자했으며, 2005년에는 두 번째 자금으로 설비 확대뿐만 아니라 유통망
개발을 위한 6,750만 달러(대출 40만 달러, 보조 27만 5,000달러)를 제공했
다. 엑슨 모빌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이다. 원래 계획은 스미토모화학
이 고농도의 농약 성분을 함유한 수지 원료를 AtoZ에 공급하는 것이다. 엑
슨 모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장에서 버진 수지를 공급하고, AtoZ사
는 양자를 혼합하여 오리세트넷을 제조하는 것으로 했지만, 엑슨 모빌의 버
진 수지는 오리세트넷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이러한 생
산시스템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엑슨 모빌은 모기장의 조달 및 유통을 추
진하는 유니세프에 25만 달러를 기부하고, 카메룬의 전국적인 모기장 배포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제조된 모기장을 구입하여 빈곤층에 직접 배포하는
것은 주로 역할이다. 유니세프는 적극적으로 장기 잔류형 모기장의 보급을
추진하여, 병원이나 임산부 클리닉을 통해 말라리아의 위험이 높은 인구층
에 오리세트넷을 배포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가 국제기금의 공여 자금으
로 실시하는 말라리아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탄자니아에서 모기장 바우처
제도의 확립을 진행했다. 장기 잔류형 모기장 조달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제
조업체의 증산을 밀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NGO는 인구·보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이다. NGO는 오리세트넷의 상업적
보급을 위해 아프리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 제작을 위한 조사, 소매점
등의 상업 루트를 통해 유통 방법의 조사, 라디오 등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오리세트넷 홍보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였다. WHO는 파트너
십 전체를 관리하고 모기장의 살충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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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이처럼 오리세트넷 컨소시엄의 각 분야 간 협업을 바탕으로 스미
토모화학은 탄자니아 현지기업 AtoZ사와 현지 생산을 시작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라리아 방충용 모기장
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살충제를 표면 처리하지 않은 표준 모기장, 표준
모기장에 살충제를 삽입한 살충제 침적 모기장, 살충제를 혼합한 섬유로 만
든 장기 잔류형 방충 모기장(LLINs)이다. 스미토모화학은 장기 잔류 방충 모
기장으로 오리세트넷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오리세트넷은 스미토모화학
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기 잔류형 방충 모기장이며, WHO(세계보건기구)
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오리세트넷은 폴리에틸렌에 방충제를 반죽하
여, 약제가 스며들어 표면에서 서서히 분출되는 제어 릴리스 기술을 활용하
여 제품화한 것이다. 높은 내구성 외에도 세탁 등에 의해 표면의 약제가 떨
어져도 그 안에서 약제가 서서히 배어 나오고, 방충 효과가 5년 이상 지속하
는 뛰어난 제품이다. 주요 특징은 ① 기존 폴리에스테르 제품 모기장과 달리
폴리에틸렌 제품으로 실이 굵고 내구성이 있다 ② 모기장 실에 반죽한 방충
제가 세탁 등에 의해 표면의 약제가 떨어져도, 그 안에서 서서히 묻어 나오
는 방충 효과가 5년 이상 지속된다 ③ 더운 아프리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망 형상을 구성하고 통풍성이 좋다 ④ 경제적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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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리세트넷 제품 이미지

주: (좌) 네트의 확대 이미지와 화이버의 단면도 (우) 제품 이미지.
자료: 스미토모화학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10).

그림 3. 오리세트넷 모기장 설치 예시

주: 탄자니아 주택에 건물의 입구나 창문에 커튼처럼 매달아 사용되어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
가는 것을 막아준다.
자료: 스미토모화학 홈페이지(검색일: 2016. 10. 10).

전략적 선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미토모화학은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화학 발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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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통해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해왔다.
이 사업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다음 네개의 단계를 통해 발전해왔다. 1
단계는 1990년대 초반이다. 오리세트넷은 섬유와 살충제를 융합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미토모화학이 기업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타 기술을 융합하
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의 ‘창조적 하이브리드
케미스트리’의 초창기 성격의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2단계는 기술 이전시기
이다. WHO에서 오리세트넷의 사용을 권장하여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 때 2003년 아프리카의 AtoZ사에 오리세트넷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제공
했다. 이 시기 최고 경영자의 과감한 결정과 헌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3단계는 벡터콘트롤 사업부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시대이며, 본격 사업의
확대기이다. 본사의 사업 담당 자원은 크게 다르지 않고, 현지의 규모가 확
대되고 있던 시기이다.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연간 30만 장을 생
산하고 공장의 직원은 100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연간 3,000만 장을 생산하
여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향후 4단계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상업 시
장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방향, 즉 보다 성능을 높인 제품
라인을 확장해야 하고, 추가 비용을 낮게 하여 거대 시장(Volume Zone)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적 실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
사업은 초창기에는 개인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소규모 프로젝트로서 출범
하였다. 이 사업은 초기 조직 내에서 BoP 비즈니스의 상향식 전략(초창기
개발자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CSR 차원의 지원)을 거친 후, 하향식 전략
형성(제품 개발 후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여 최고 경영자의 결정하에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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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 하면서 발전해왔다. 현재 오리세트넷 사업은 전 사원 차원에서 그
룹 내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BoP 비즈니스
를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리세트넷 비즈니스는 현지에서
원자재의 조달, 제품 생산, 판매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현지 중심적 비즈니
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B to I(Business to Int’l
Organization)’ 모델은 국제기구 UNICEF가 대량 구입하여 아프리카 현지인
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기구의 협력이 끝날 예정이어서, 소
비자 대상의 ‘B to C(Biz to Consumer)’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
다. 오리세트넷 모기장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무상 자금 협력과 국제기관
이 70% 구입, 개발도상국이 일부 부담금을 내는 소비자가 25% 구입, 현지
소비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비율은 5%이다. 한편 스미토모화학은 탄자니아
현지에 180대 정도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며, 7,000개 소의 각 마을까지 모
기장을 배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모기장을 배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전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자가 발전도 실
시하고 있다.

29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그림 4. 탄자니아의 ‘오리세트넷’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6. 7. 10).

다. 경제적 및 지속적 발전의 효과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리세트넷을 사용하는 마
을에서는 말라리아 감염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의 통계가 보고되기 시
작하였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오리세트넷이 배포된 지 2년 후에 주민의
혈액 검사를 한 결과, 말라리아 기생충 보유자는 50.1%에서 10.8%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간접적인 경제효
과는 오리세트넷의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AtoZ사 전체의 생산 효율을 개선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
다. 또한 탄자니아에서 약 4,000명을 비교적 높은 급여에 고용하고, 지역 경
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 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점 등도 성과로 꼽힌다.
지속적 발전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스미토모화학은
2005년부터 오리세트넷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말라리아의 퇴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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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아 국가에서 초·중학교의 교실, 급식시설, 기숙사 등을 건설하게 되었다.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월드비전 재팬’, 공익재단법인 ‘플랜 재팬’과 제휴하
여, 탄자니아, 케냐, 가나 등 11개국에서 초 중학교의 건물·급식 시설의 건
설·교사를 위한 기숙사 등 18개 프로젝트(2016년 3월 현재)를 타사와 협업하
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인 국토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특히 심각한 마을을 모델 지구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 음식, 교육,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밀레니엄 빌
리지’ 프로젝트에 오리세트넷을 기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33만 장의 오리세
트넷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약 50만 명을 말라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지
켜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사업 초창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오리
세트넷 기술을 현지 기업인 AtoZ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탄자니아에서 막
대한 사회적 성과는 거두었다. 그러나 경쟁행동 이론5) 측면에서 살펴보면,
탄자니아에서 모기장을 생산하는 현지 경쟁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즉 스미토모화학이 현지 기업, 국제기관, NGO/
NPO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탄자니아 모시장 진출에는 성공하였지만,6)

5) 경쟁행동 이론은 산업 내에서 보다 강한 경쟁에서 경쟁우위(Porter 1995)를 확보하고, 산업
속성을 파악하면서 기업이 자원 배분을 변경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BoP 비즈니스에서
해당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직이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공급자의 위
협 존재), 현지 사회적 조직과 전략적 제휴를 경쟁사에 앞서서 체결하고, 동일한 지역 커뮤니
티에 참여하려는 경쟁사보다 강한 경쟁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회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범용성을 가진다면 배타적 계약을 목표로 하며,
V(가치), R(희소성), I(모방의 어려움)를 충족하는 자원이라면, 다수(Majority) 합작회사나 내
부화(인수)를 지향하게 된다(Barney 1991).
6) 스미토모화학은 사업 초기에는 오리세트넷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1년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기 잔류형 모기장(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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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현지 모기장 기업의 몰락에도 일조를 했다는 견해도 나온
다. 예를 들어, 퍼마넷(PermaNet)은 모기장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상공급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현지 모기장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원훈 2014).
이러한 원조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개발 원조의 경우 수원국의 원조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개별 원조 프로젝트
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성장률 등 거시 데이터는 명확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원조의 역설(Dead Aid)’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견
해도 있다. Moyo(2009)는 원조의 역설을 설명하는 사례 중 하나로서 아프리
카 모기장에 대한 예를 들었다. 그녀에 따르면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체의
경우 1주일간 500개 모기장을 생산하기 위해, 1인당 15명의 부양가족이 있
는 10명을 채용하였다. 채용된 인력은 모기장을 생산하기 위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리우드 스타(여배우 샤론 스톤 등)
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에 참여해 달라는 기부 요청과 그에
따른 선진국 정부의 호응에 힘입어, 아프리카 지역에 무상으로 오리세트넷
모기장이 보급되어, 아프리카 현지 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즉 단
기 지향적 원조방식이 현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시·미시
역설(micro-macro paradox)’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Moyo 2009, p. 44).
그러나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와 빈곤 탈피에 노력하고 있는 One(전 세계
7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NGO)은 모요(Moyo)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말라리아 퇴치는 성공한 원조의 사례이다. 그러나 모요는 미시
으로 승인을 받은 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느껴, AtoZ사와 합작으로
2007년 벡터헬스사를 설립하여, 현지 생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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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만을 강조하고, 원조의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본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현지 기업에서
모기장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탄자니아 아루샤에 있는
오리세트넷 공장은 스미토모화학과 AtoZ사가 5:5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합
작으로 설립된 공장은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는 모기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아프리카인 3,200명(주로 여성)이 연간 천만
개의 모기장 생산 능력을 가진 합작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합작공장
모델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인을 위한 더 많은 일자
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기장에 대한 높은 수
요를 충족하게 된다. 모기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까지 7억
3,000만 개의 모기장이 보급된다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급속히 줄어
들어 갈 것으로 추정하였다(UNICEF 2010).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말라리
아 치료의 주요 성분인 개똥쑥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신(artemisin)의 생산에
성공하고 있다. 모기장과 효과적인 치료는 서로 결합되어 아프리카인의 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찬반 논의를 지속적 발전의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전
략적 제휴를 추진한 특정인(혹은 기업)에게만 배타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제품의 보급 중심적 시혜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자생력을 높혀 현지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BoP 비즈니스의 접
근방법은 사업의 이익과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이해관게자와
커뮤니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편 Schrader, Freimann,
and Seuring(2012)의 BoP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스미토모
화학의 오리세트넷 모기장 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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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oP 비즈니스의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주요 내용

1. 기업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종합화학회사. 전 세계 23개국에 거점, 종업
원 3만 1,094명(2016년 기준)

2. BoP층의 기본적 욕구

연간 3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연간 100만 명 사망. 그중
90%가 5세 미만의 어린이

3. 동기부여 요인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혁신으로 연결. 자사의 사명을
실현

4. 외부환경분석

탄자니아는 BoP층 비율이 100%이며, 보건시장 수요는 채워지지 않음

5. 이해관계자

국제기구(UNICEF, WHO, UNICEF), NGO(PSI), 투자 펀드(아큐먼
펀드), 기업(엑슨 모빌, AtoZ) 등

6. 상품/서비스

오리세트넷, 오리세트 플러스, 오리세트 듀오, 오리세트 클래식, 말
라리아 약품, 이브 커튼, 침대 등

7. 전략적 선택

B to I와 B to C 비즈니스 모델. 지원형 BoP 비즈니스 활동에서 출발
하여 BoP시장, 고객 니즈를 파악한 후, BoP 비즈니스를 전사적으로
추진

8. 조직적 실행

탄자니아 기업 AtoZ사에 ‘오리세트넷’ 기술을 무상 제공, 2003년
AtoZ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 현지 생산. 2007년 벡터컨트롤 부서
를 신설하고, 2008년 사업부로 격상

9. 공급망

지역 공급사슬, NGO나 국가 기관 등이 배포에 참여

10. 경제적 효과

CSR 경영의 우수 사례로서 BoP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성장
Top/MoP/BoP 각 층에서 기업 이미지, 지명도 향상

11. 지속적 발전 효과

아프리카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음식, 환경 문제 해결에 기
여하며, 현지 고용 7,000명을 창출해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

자료: 저자 정리.

2. 스미토모화학의 단계별 BoP 비즈니스 전략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 사업은 BoP층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대책용
모기장을 판매함으로써 현지인을 단순 소비자에 벗어나 판매자, 생산자 혹
은 연구 개발자로 바꿔 생산 및 판매의 주체로 만들어 BoP층의 소득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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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비즈니스이다. 즉 BoP 비즈니스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사례이다.

가. BoP 1.0 전략(Selling to the Poor, 1994~2004년)
이 시기에 스미토모화학은 아프리카 시장의 말라리아 퇴치라는 CSR(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리세트넷은 당사
직원이었던 이토 다카아키씨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말라
리아를 평생의 일로 해 나가자”고 다짐하고, 회사 일을 병행하여 말라리아를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토 다카아키씨는 공장의 야간 조업 시에 사용
된 살충제를 넣은 방충망을 모기장으로 전용한다. 열대 아프리카에서도 사
용할 수 있도록 통기성을 높이는 등의 연구를 거듭하여 오리세트넷을 개발
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도 있어서 오랫동안 사업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전후부터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감염 문
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WHO 등에서 오리세트넷이 주목받게 되었다.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는 말라리아 근절 대책으로서 ‘롤백 이니셔티브(Roll Back Initiative)’라는 캠
페인을 시작했다. 오리세트넷은 WHO의 방침에 재빨리 반응하여 장기 효과
잔류형 모기장의 첫 번째 사례로 인정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적
인 추천을 받았다.
스미토모화학은 오리세트넷 개발 직후부터 개발도상국에 제품을 보급하
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이 필요한 점, 또한 모기장의 생산은
노동 집약적 공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이 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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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소량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결국 중
국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꾸준한 기술 지도를 한 결과, 1999년에는 2만 장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WHO의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는 급속히 오리세트넷
의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미토모화학은 2002
년 중국 창저우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모기장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아프리카 현지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스미토모화학 전체의 오리세트넷의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99년에는 겨우 2만 장이었던 생산량은
2002년 중국 창저우, 2003년 탄자니아 아루샤(AtoZ사)에 차례로 공장을 신
설하고 증산을 추진함으로써 2005년 총 500만 장이 되었다.
2005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초대받은 요네쿠라 히로마
사 사장(당시)은 기자 회견을 갖고 모기장 개발과 탄자니아 현지 생산에 대
해 소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의 국제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이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일시에 대량 증산의 결정이 내려진다. 오
리세트넷의 대량 생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고품질 저가격의 오리세트넷
을 아프리카로 제공하면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BoP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오리세트넷 사업은 바닥
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프로세스로서 발전해나갔다. 이어 2005년부터 스미토
모화학의 BoP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한다.

나. BoP 2.0 전략(Working with the Poor, 2005년 이후)
이 시기에 스미토모화학은 탄자니아의 말라리아 퇴치라는 사회적 책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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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오리세트넷 사업은 ‘이토 타카아키 단독의 개인 부서’에서는
대응하지 못해 스미토모 화학의 전사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다. 당시 요네쿠
라 사장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규모와 시장
성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스미토모화학의 기업 전략
개념으로는 ‘성장과 글로벌, CSR경영’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
에서 오리세트넷 사업은 CSR경영의 ‘Good Exampl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층은 오리세트넷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벡터콘트롤 부
서를 신설해 2008년에는 사업부로 격상하였다. 또한 오리세트넷 등 감염증
대책 사업의 강화를 위해 ‘생활환경 사업부 벡터제어부서’를 ‘벡터제어사업
부’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벡터제어사업부’에는 해외 거점도 포함한 제조 판매 연구소 일체
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마케팅부’(10명), ‘생산 기획부’(11명), ‘기술 개발
부’(4명)가 설치됐다. 그리고 미즈노 타츠오씨가 초대 사업부장에 임명된다.
그 후 오리세트넷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유도적 전략 활동으
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8년 ‘유니버설 커버리지(Universal Coverage)
정책’을 내세워 지금까지 임산부와 유아에 국한되었던 모기장 배포 대상을
확대하고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 2명당 장기 잔류형 모기장
1장을 배포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000만 장의
모기장이 필요해져, 오리세트넷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리세트넷의 사업 부문은 스미토모화학의 18개의 사업부 중 하나
로 독립 채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세트넷은 신념에 가득 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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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토 다카아키씨의 두뇌와 자사의 강점인 기술과 사회 문제가 연결되어
‘사회 가치 제안’이 만들어지고, WHO 등의 정책과 결합하여 ‘수익 모델’이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이토 다카아키씨의 생각과 노력에서 시작되
었지만, 스미토모의 사업은 자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스미토모그룹의 기업 이념도 그것을 후원해주고 있었던 것이
다. 즉 ‘사회 가치 제안’만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이지만, ‘수익 모델’을 동반
함으로써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의 공유가치창조(CSV)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IV. 스미토모화학 사례의 이론적 검증
1. 전략적 제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오리세트넷 사례의 검증
스미토모화학은 사업 파트너로서 연결고리를 가진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사회 공헌차원에서도 말라리아 관련 사업을 잇달아
프로그램화하여 왔다.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원이 인류의 감염병 퇴치에 어
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스미토모
화학은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BoP 비즈니스 추진 방식을 기존 협
력체제에서 벗어나 현지 투자라는 자기 부담주의(내부화)하기에 이른다.
기존 전략 이론에 따라 오리세트넷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기(2004년까지)는 본사 차원에서 BoP 시장을 공략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
해관계자(NPO/NPO, 공공기관, 현지 유통망)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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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시장에 진출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사업 성공
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의 전제로 판매망 구축에 필요한 현지 기업(AtoZ
사)과 제휴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탄자
니아 시장 공략이라는 측면에서 제2기(2005년 이후) 사업에서 비즈니스의
내부화에 대한 욕구가 커져, AtoZ사와 합작하여 벡터헬스인터내셔널(Vector
Health International)을 설립하여, 대량생산에 나서게 된다.
자원기반 이론에서 근거해서 살펴보면 스미토모화학이 보유한 자원(인재,
지식 및 정보 등)을 외부조직이 가진 역량(현지에 밀착된 정보, 폭넓은 네트
워크, 투자 가능성 등)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획
득하고, 자원의 상호 보완이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조직학습 이론에 근거한
암묵적인 노하우의 기술 이전(AtoZ사와 전략적 제휴) 및 글로벌 경영이론에
서 말하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험 축적, 생산 및 품질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
(자원기반 이론)으로부터 시장 참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면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위해 파트너 기업, 투
자 펀드, 국제기관, NGO/NPO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엔(UN)이
라는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국제기구와 제휴하여, 탄자니아를 넘
어서 아프리카의 타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였다. BoP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저소득층(BoP층)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한다는 시각 아래 상호간에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
식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생겨난 상호 신뢰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비전 공유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스미토모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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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염병 예방 기술과 현지 시장 조사에 대한 보조금
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스미토모화학은 제1기(2004년까지)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종속 변수로 하
는 기존 전략적 제휴 이론과는 모순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초기 스미토모
화학의 대처 방식은 자사 내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팀(오리세트넷
개발)을 중심으로 방임적 형태의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기존 전략적 제휴의 시스템하에서 탄자니
아 내 오리세트넷 모기장 생산의 현지화와 협력 파트너 선택에서 경제적 성
과를 다소 경시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스미토모화학은 자사
가 가진 부족한 자원·인적 네트워크·유통조직의 실체를 인식하고, 사내에서
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 이는 협력적 행동의 전제 조건은 협력의 인센
티브라는 것을 알 수 있다(Teece 1986; Hamel, Doz, and Prahalad 1989).
제2기(2005년~현재까지)에 접어들어, 스미토모화학은 제1기의 사회공헌
을 통해 얻은 명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탄자니아를 중심
으로 한 아프리카의 BoP 비즈니스에 대처하였다. 제1기(2004년까지)의 활동
을 거래비용 이론 측면에서 보면, 현지 사회적 조직과의 제휴를 넘어서, 탄
자니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사적인 대응책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른
현지 투자의 필요성도 커졌다. 제2기에서는 BoP 비즈니스에서 국제기관이
나 특정 기업과의 현물 계약의 형태를 넘어서 스미트모화학이 자체적으로
현지 공장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내부화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스미토모화학은 탄자니아 현지 회사인 AtoZ사와 2001년부터 3년간의 테스
트 기간을 거쳐 오리세트넷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탄
자니아를 넘어선 아프리카의 추가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AtoZ사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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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에 벡터헬스인터내셔널(Vector Health Int’l)을
설립하고, 새로운 공장에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스미토모화학
은 제1기와는 다르게 제2기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종속 변수로 삼는 기존 전
략적 제휴 이론과 모순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
과까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BoP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스미토모화학이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BoP 시장의 진입 방식이 기존의 전
략적 제휴 이론(특히 거래비용 이론, 조직학습 이론, 경쟁행동 이론, 소셜네
트워크 이론 등)을 통해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BoP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는 사회성이라는 요인이 기존 전략적 제휴의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BoP 비즈니스
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현지 사회적 조직과 전략적 제휴 및 협력 관계
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성과
도 같이 고려한다. 그렇지만 기업이 경제적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기존 전략적 제휴 이론은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 또는 산출되는 경제적 가치
의 극대화 중 한 면 또는 양자를 모두 조합하는 목표의 설정방법에 따라 일
정한 부분만의 설명력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전략적 제휴이
론은 사회적 성과라는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기 어렵다.

2. BoP 비즈니스관점에서 전략적 제휴·협력 가설 설정
기존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이론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BoP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제휴 및 협력 가설을 설정
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BoP 비즈니스

30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현지 사회적 조직과 제휴 및 협력 방식을 선택
하는 요인을 가설화한다.
첫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현지 사회적 조직도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
구하는 ‘협력자(comrades)’라고 인식하고, 제휴 및 협력을 추진하려는 태도
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성과를 가져올 경제성과 사회성 투자는 현지
사정에 밝은 사회적 조직(NPO, NGO)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BoP비즈니
스 연구에서 기업과 NGO의 연계는 자주 거론된다(Brugmann and Prahalad
2007; Drayton and Budinch 2010; Webb et al. 2010). Brugmann and Prahalad
(2007)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NGO는 과거
의 갈등 관계에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공동 창조(Co-creating)’관계를 맺는
다. 경제적으로 하위층인 ‘BoP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NGO의 능
력과 지역 사회와의 인맥과 신뢰가 필요하며, NGO는 BoP층의 삶의 질을 개
선하려면 기업의 경영 자원과 노하우가 불가피하다. Drayton and Budinch(2010)
는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을 ‘하이브리드 벨루체인(Hybrid Value Chain)’
이라고 부르고, BoP 시장에 참가할 때 강점인 제휴를 강조했다. 위 내용을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BoP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제
성 및 사회성 투자와 같은 활동에 유력한 사회적 조직이 현지에 존재하는
경우, 생산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회적 조직과 보다 적극
적인 제휴 및 협력 방식을 선호한다.

둘째, BoP 비즈니스는 사업을 지속할수록 현지에서 늘어나는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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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과 수용성(acceptability)에 대한 압력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요인
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현지 커뮤니티에서 자사가 진출한 비즈니스에 대한
정당성이나 현지 커뮤니티의 가치관이나 관습 등 문화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적합성(Fitness)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수용성(DiMoggio and Powell 1983;
Anderson and Markides 2007)에 대한 현지 사회의 기대감 및 압박감이 크면
클수록,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와 결합하여, 현지
에 소재하는 보다 유력한 사회적 조직과 협력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경향을 보인다. 즉 참여(committment)가 더 큰 합작회사의 형태를 선택하
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기업이 BoP 시장에서 추진하는 비즈니스가 현지 커
뮤니티에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대한 보험적
성격(Peloza 2006)으로 보다 참여율이 높은 전략적 제휴 및 협력 방식을 선
호하는 것이다. Webb et al.(2010)에 따르면 NGO는 상위층(TOP: Top of the
Pyramid) 및 중산층(MOP: Middle of the Pyramid) 시장과 BoP(Base of the
Pyramid) 시장 등 모든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NGO는 매개 조직으로서 기
업과 BoP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NGO는 지식, 자원, 합리적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회의 인식뿐 아니라 기회의 이용,
더 많은 기회의 확대까지 추진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서 BoP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면, 현지 사회적 압력 단체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
는 NGO·NPO와 제휴와 협력을 통해 정당성과 적합성, 수용성을 획득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BoP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할 때 현지
지역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정당성과 적합성, 수용성을 요구하는 압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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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클수록, 현지에 소재한 사회적 조직과 보다 적극적인 제휴 및 협력 방식
을 선호한다.

3. BoP 비즈니스 가설을 통한 스미토모화학 사례의 검증
스미토모화학은 자사의 사회공헌과 BoP 비즈니스가 가지는 사회성(사회
적 투자 및 성과)을 잘 접목하여, 현지 사회적 조직과의 적극적 제휴 및 협력
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를 거두었다. 본 절에서는 스
미토모화학의 사례를 상기 두 가지 가설에 따라 평가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첫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BoP 비즈니
스에서 이미 현지에 투자와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이 존재
하는 경우, 그들과의 제휴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 보다 큰 성
과를 얻을 수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제1기(2004년까지)에는 다양한 사회적 조직(WHO, UNICEF,
PSI, 아큐어 펀드, 엑슨 모빌 등)과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사회적 성과
(CSR 수행)의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제2기(2005년 이후)에는 오리세트넷
모기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해온 역량이 축적된 결과, 새로운 시
장으로서 BoP 시장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 아래
전사적 차원에서 모기장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하에 민관 7개 사의 파트너십
형태를 갖춘 ‘오리세트넷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기장의 기술 이전을 지원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리세트넷 모기장의 살충 효과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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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기술적인 조언을 하고, 엑슨 모빌은 적극적으로 이 컨소시움에 참
여해 오리세트넷의 조달 및 배포에 참여했다. 아큐먼펀드는 현지 생산을 위
한 설비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UNICEF는 제조된 오리세트넷을 구입해 저소
득층에 배포하였다. NGO인 PSI는 판매망을 통해 오리세트넷의 보급을 확대
하였다. 이처럼 각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스미토모화학은 탄자니아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오리세트넷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
과는 가설 1(생산성, 효율성 가설)과 일치한다.
둘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영리 기업이 BoP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현지
지역 사회에서 사업의 정당성과 적합성 및 수용성을 요구하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존의 사회적 조직과 제휴·협력하는 편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스미토모화학의 탄자니아 진출 사례는 현지인 중심의 현지화와 철저한 토
착화 추진을 보여준다. 스미토모화학은 ‘By African For Africa In Africa’라
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지 사람들이 사업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현지인과
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05년 8월과 12월에는 오리세트넷에서 얻은 이익의 환원으로 총 3,000만
엔을 아프리카 교육 지원 목적으로 NGO인 월드비전재팬에 기부하고, 이 단
체와의 제휴로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건설에 착수했다. 2006년에는 회사의
자선을 더욱 확대한다. 3월에는 컬럼비아 대학 지구 연구소가 운영하는 ‘밀
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에 오리세트넷의 기부를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인 극도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특히 심각한 마을을 모델 지구로 하여 농업 기술, 음식, 교육, 의료
지원을 하였다. 스미토모화학은 모델 마을을 철저하게 말라리아 없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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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기 위해 33만 장의 오리세트넷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인구
약 5,000명의 100개 마을에 모기장이 배포되어, 약 50만 명을 말라리아의 위
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롤백 말라리
아 파트너십, 유니세프, 국제 NGO인 ‘Malaria No More’ 등의 관계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모기장 기부와 기금·물품 기부를 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 노력과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그 공헌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005년 6월에는 오리세트넷이 미국 타임지
의 ‘Coolest Inventions of 2004(2004년 가장 화려한 발명)’에 선정됐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아사히 기업 시민상(아사히 신문사 주최), 11월에는 ‘The
Tech Museum Awards(미국 산호세 테크 혁신 박물관 주최)의 건강 분야 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 사업부 미즈노 부장은 향후 아프리카에서 사
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7) “아프리카는 뒤
처지지 않도록 어쨌든 빨리 진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나이로비(케
냐)와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에 가면 이미 많은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아
프리카의 도시는 짧은 순간에 급속히 발전한다고 생각된다. 아프리카 진출
은 아직 초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혜택을 얻
기 위해서는, 위험은 있지만 현지에 가서 그곳에서 현지인과 고생을 함께하
고 신용을 쌓아야 한다. 토착화라고 할까, 현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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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미모토의 사업정신을 계승하여 신용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BoP 비즈니스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또한 일본 문화의
강압이 아닌 현지의 문화와 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현지 기업,
현지 파트너가 주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탄자니아에서의
사업도 [그림 5]와 같이 현지 주역형으로 부르고 있다.”8)

그림 5. 스미토모화학의 신흥국 진출은 인재 창출

신흥국 진출은 인재 창출!
주역은
현지 구성원
조직을 만들고, 신문화 창조
(일본문화 이식이 아닌,
Hybrid 신문화 창조)

스미모토의 정신 “신용”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6. 7. 10).

스미토모화학의 사례는 기술진에 의한 일상적인 개발 노력과 말라리아라
는 글로벌 이슈의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이 잘 어울려 프로그
램을 개발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MDGs의 목표에 구체적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일본 기업이자 기술력을 살려 다른 일본 기업과는 스케일이

8)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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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 공헌
의 상징 중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스미토모화학은 2001년 이후 현지 기업 AtoZ사에 모기장 제조 기술을 무
상으로 제공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현지인들
을 스미토모화학의 비즈니스 가치체계 속으로 편입하여 ‘저소득층과 협업
(Working with the poor)’을 통해 공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현지 지역사회
에서 높은 수준의 정당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 2(사
회적 압력 가설)도 스미토모화학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성공을 대변해주
고 있다.
한편 스미토모화학의 향후 도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기
장의 재설치(replaces)의 실현이다. 이것은 일단 모기장 설치 활동을 중단하
면 말라리아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펀드의
확보이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과제이다. 셋째, 효과적인 지원의 유지와 지속이다. 이것은 한정된 자금으로
어떻게 좋은 모기장을 만들 것인가라는 점이다. 넷째, 살충제 저항성 모기의
발달 대책으로서 저항성을 갖춘 모기장의 개발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에서 사업을 위한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BoP 비즈니스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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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전략적으로 제휴 및 협력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
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각종 전략이론의 인과 관계의 틀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전략이론의 종속 변수에 속하는 기존 경제적 변수 외에 사회적
변수를 추가하여 새롭게 이론을 정의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자니아 모기장 시장에 진출한
스미토모화학의 오리세트넷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미토모화학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를 자사의 CSR 활동
의 핵심으로 삼고,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서 갖추고 있던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하여, 말라리아 예방에 효과가 큰 오리세트넷을 개발 및 생산하고, 아프리
카를 비롯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스미토모화학의 모기장 개발 과
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세계 최초의 ‘장기 잔류형 방
충 모기장’으로 WHO에서 승인했으며, 2003년 오리세트넷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탄자니아 AtoZ사에 제조 기술을 무상 공여하고 현지 생산을 시작하
였으며, 2008년 합작 회사에서 탄자니아의 현지 고용을 시작하였다. 2011년
케냐를 발판으로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개시하였으며, 2012년 탄자니아 연
구소를 설치하고 신제품 등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오리세트 플러스
판매를 개시했으며, 현재 세계 80여 개국에 연간 약 6,000만 장의 오리세트
넷을 공급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최대 7,0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둘째, 가설 검증을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은 BoP 비즈니스 수행할 때 필요한 경제성 및 사회성 투자 활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직이 현지에 존재하는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
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회적 조직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선호한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BoP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현지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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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부터 자사 사업에 대한 정당성, 적합성, 수용성에 대한 압력이 크면 클
수록 현지에 소재하는 사회적 조직과 보다 긴밀한 제휴 및 협력 방식을 선호
한다. BoP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협력 행위는 단순히 거래비용이나 경쟁의
선도자 우위만을 고려한 제휴 및 협력 방식의 선택보다도 해당 BoP 비즈니
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가져다주는 혜택의 정
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한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조직과 제휴 및
협력을 하는 경우가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입증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BoP 시장에 진출할 때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
휴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시장은 최근 들어 빠
르게 성장하는 편이지만, 성장 추세를 보면 아직은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시장의 진입 전략을 수립할 때 진출 기업은 현지 지역사회
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또한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아직 미지인 아프리카 시장에서 현지인과 함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인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현지인의 생활수준에 맞는 박리다매가 가능한 제품을 설계한 뒤,
현지에 소재한 유력한 유통망을 확보한다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아프리카 시장에서 자사 단독으로 BoP 비즈니스를 수행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사의 사업 비전을 구현하거나 새로운 BoP 시장을 개발
하는 데 아프리카 시장에 밝은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
나 미지의 아프리카 시장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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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
너의 발굴과 전략적 연계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후 자사의 비즈니스를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타사(후발 기업)에 대한 아프리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사의 비즈니스도 발전할 수 있는 ‘자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모기장과 같은 현지 인력을 활용한 수공업형
BoP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9) ① 최고의 헌신이다 ② 일손이 많이 드는 가공(low-tech)
형 사업이다. 7,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모기장의 봉제는 많은 일손
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③ 현지인이 사업의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④ 독특함이다. 이것은 사업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사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도 독특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 연구와 성실함, 우직함이
필요하다 ⑤ 끊임없는 원가 절감이다.
향후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선진국인 일본 기업이 개발
도상국의 BoP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경쟁
력을 갖춘 개발도상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BoP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례
도 존재하며, 이 기업이 다른 개발도상국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업
의 전략적 제휴·협력 행위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기업간 제휴·협력 행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9)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검색일: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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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10)

김현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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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아프리카 분쟁해결 방식의
접근법에 대한 문제제기
이 논문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지역사회
* kgotla는 보츠와나 지역의 발음(qʰʊ.tɬa)에 가깝게 한국어 표기를 ‘코틀라’로 한다.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한국문화인류학, 제49집 3호(2016)에 게
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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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쟁해결방식인 공동체 법정의 사회문화적 변천과 공동체 법정에서 구현
되는 지역적 정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서구의 식민통치를 겪은 아프리카 국
가의 공동체 법정은 서구의 식민통치와 근대적 국가 제도를 거치면서 다원
적 사법체계 안에서 정착되어왔다. 종족사회에서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특수한 정치적 상황들의 전개는 지역 공동체 법정이 상황에 따
라 다른 성격과 의미를 지니게 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이 논문은 남아
프리카 공화국 일부와 보츠와나에 걸친 지역에서 실천되는 코틀라(kgotla)와
르완다의 전통제도인 가챠챠(gacaca)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적 사법활동의
역사적, 현재적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그럼으로써 지역 공동체 법정이 체
화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의란 어떤 내용과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 논문은 아프리카의 다원적 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적 정의에 대
한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코틀라와 가챠챠와 같은 지역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식적 소송절차와 비교할 때 지역의 관습과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공동체에서의 민주주의와 참여적 정
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사법절차는 식민
지 시대에는 식민정부의 간접통치에 이용되었으며, 독립 후에는 국가의 정
치적 목적에 의한 동원 대상이 되거나 배제되었다. 오늘날 코틀라와 가챠챠
와 같은 지역적 제도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구현 수단 또는 대
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법정은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
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이들의 당위성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1) 코틀
라의 경우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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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평화적 방법과 대조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복적 처벌을 지지하는
로컬 분쟁해결제도로서 논의된 바가 있다.2) 또한 보츠와나에서 코틀라는 전
통문화에 기반한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알려져 있다. 가
챠챠는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국
가적 수단으로 재정의되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 이에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주목을 받아온 지역 공동체
법정의 의의와 기능을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지역적
으로 정의 개념이 이해되는 바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지역 법정은 서구 형사소송의 징벌적 정의의 대안인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4) 바라보기보다는 그 자체의 역사적 형성과 변천 과
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코틀라와 가챠챠는 지역 공동체 법정으
로서 공통점도 많으나 각각 위치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양상
은 다르다. 본문에서 살펴볼 코틀라와 가챠챠 법정의 변동과 그 역사적 맥락
은 공동체 정의가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되는 면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지역 공동체 법정은 식민지경험에서 비롯
한 이원적 법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 법정은 식
민 행정부 또는 독립 후 국가의 제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중앙의 권력이

1) Ingelaere(2008)는 식민지 이전 시대로부터 최근까지의 가챠챠의 시대적 변천에 대하여 논하
고 있다.
2) Wilson(2000), pp. 84-85.
3) 정채연(2012), p. 150. 자세한 것은 Brounéus(2008) 참고.
4)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징벌적/응보적 정의(punitive/retributive justice) 등은 각기 회복
적 사법, 징벌적/응보적 사법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지역적 또
는 공동체적 정의(community justice)와 관련하여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의 관념을 논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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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질 때는 그에 종속되고 체제안에 편입되기도 하지만 중앙권력이 약해질
때는 좀 더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은 지역
적, 공동체적 정의는 지역주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상황과 협상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틀라와 가챠챠 법정은 지역
주민들의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환경에의 적응과 협상을 매개하는 문화적 제
도로 볼 수 있다.
법인류학은 식민지 시대 이후 아프리카의 다원주의적 사법체계와 그 안에
서 어떻게 지역적 분쟁해결절차들이 위치되고 운영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5) 이 논문은 코틀라와 가챠챠라는 지역 공동체 법정의 사회문화
적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법인류학적 관점을 차용한다. 법인류
학적 접근은 이 지역 공동체 법정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공동체 법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 분쟁해
결절차로서의 그 타당성 혹은 성공 여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법인류학적 접근은 이 지역 공동체 법정의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문
화적 조건과 권력관계를 밝혀내는 장점이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법인
류학적 연구는 법정을 통해 표출되는 ‘진실’과 ‘정의’가 특정 사회문화적 맥
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
지로 삼았던 서구 중심의 정의 개념과 사회통제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6) 이 논문에서는 지역 공동체 법정이 회복적 정의뿐만 아니라 그
와 대립된다고 여겨지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혼합되어 있다고

5) 이에 대한 논의는 Comaroff(2001); Merry(2004); Moore(1992); Wilson(2000) 참고.
6) 이문웅(1993), pp. 204~205; Bohannan(1989)와 Gibbs(1963)은 각각 티브 사회와 크펠레 사회
의 독특한 법현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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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르완다 등의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전개된 코틀라와 가챠챠 법정을 살펴본다.

II.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과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보편적으로 제도화된 서구식 형법체계에서 추구하는 것과
는 다른 방식의 정의이다.7)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는 형사재판제도의 한계점
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 또는 대신할 제도로서 법제도를 개혁하려는 연구자
와 행정가의 관심을 수년간 끌어왔다.8)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관심
은 ‘가해자의 법적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징벌적 정의, 즉 형법적 정의
(criminal justice)와는 달리 ‘진실 규명 및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
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의9)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및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해결방식을 통
해 구현되기 때문에 국가제도인 사법체계보다는 지역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
로 하는 분쟁해결방식에 주목해왔다. 아프리카의 경우, 국가의 공식적 사법
체제하의 법정 이외에 비공식법정으로 지속해온 지역법정은 회복적인 성격
을 가진 것으로 논의되었다.10) 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많은 공동
체 법정(community court)이나 추장들이 주재하는 법정(chief’s court)이 행하

7) Braithwaite(1999), pp. 1-2.
8) Schabas(2005, p. 881, 재인용).
9) 정민지, 앞의 책, p. 3.
10) Tshehla(2004), p. 13.

32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는 바와 회복적 정의의 내용 사이에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수의
아프리카 고유의 사법제도11)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사법과정
의 중심에 놓음으로 치유와 화해를 성취하는 방식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12)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근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도 연관된다. 이행기 정의란 말 그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 사이의 과도기적 기간에 나타나는 정의의 모색과
구현을 이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르완다의 제노
사이드나 동티모르 유혈사태 등과 같은 격변을 겪은 사회가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법체계는 한계를 노출한다. 이에 각기 독재, 대량학살 등
의 서로 다른 격변을 겪은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법체계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된다. 이행기적 정의는 민주화로 이행을 위한 과
도기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성격이 강한 공동체 법정에 주
목할 수밖에 없다.13) 이행기 정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쟁
해결제도에 관심을 둔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토착적 분쟁절차에 대한 법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이행
기적 정의의 맥락 속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하고 있던 이들에게

11) 아프리카가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지역적 사법제도는 식민통치자들이 이식한 유럽식 법정
에 대조되는 ‘비공식적 법정’ 또는 관습법정으로 규정되었다.
12) Tshehla(2004), p. 13.
13) 정민지, 앞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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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례들을 제공해주었다. 국가권력이 작용하지 않음에도 공동체의 질서
와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아프리카의 법정들은 쉽게 회복적 정의 구현의 모
델로서 부각될 수 있었다.14) 아프리카의 많은 공동체 법정은 분쟁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 및 지역사회의 다른 성원들이 모두 그 해결과정에 참여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가 필요한 대심제도로 형식화된 소송
절차와는 다른 공동체적 성격이 부각된다. 아프리카의 공동체 법정으로는
분쟁 당사자의 치유와 공동체의 화합을 유도하는 여러 형태의 법정들이 알
려져 있다.15) 그중 코틀라는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분쟁해결과
정의 역동성 때문에 인류학자의 관심을 받아왔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대 초 사이에 츠와나(Tswana)16) 사회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
던 코마로프와 로버츠(Comaroff와 Roberts)는 코틀라가 츠와나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코틀라에서는 정해진 법규칙의
적용보다는 개개인이 가능한 사회적 관습 및 관행들을 동원하여 유리한 주
장을 펼치는 능력과 전략이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7) 이는
분쟁해결과정이 츠와나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구조와 개인적 경험 사이의 변
증법적 관계를 구축하고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코마로프와 코마로프
(Comaroff and Comaroff)는 역시 츠와나인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분쟁해
결제도인 코틀라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기술한다.18) 윌슨(Wilson)은

14) 정채연, 앞의 책, p. 155.
15) 잠비아의 kuta, 리베리아 크펠레 족의 moot(berei mu meni saa),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 거주
하는 티브 족의 jir, 남아프리카와 보츠와나에서 볼 수 있는 kgotla 등이 있다.
16) 남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종족이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Setswana언어를 사용한다. 코틀라는 츠와나 사회의 고유한 제도이다.
17) Comaroff ans Roberts(1986), 특히 7장과 8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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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용서와 화해를 내건 진실화해위원회가 포스트 아파
르트헤이트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기능하였지만, 지역적 수준의 분쟁해결제
도들은 용서와 화해보다는 보복적 처벌을 지지하였음을 지적한다.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정의가 분절되는 상황 속에서 코틀라는
공동체의 자율적인 질서유지 방식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윌슨은 코
틀라의 질서유지의 방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인권보호와 평화적 방
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19)
그러나 공동체 법정을 모델로 한 대표적인 대체적 사법절차는 르완다 제
노사이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가챠챠이다.
가챠챠는 르완다 사회의 고유한 문화제도의 일부로서 또 하나의 지역적 정
의에 기반을 둔 토착법정(native court)이다. 르완다 정부가 가챠챠를 선택한
것은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모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가챠챠는 서구법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재판제도와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의 중간적 형태
로서 재구성되었다.20) 이는 르완다가 용서와 화해를 목표로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는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프
리카 공화국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복수와 처벌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과거를 청산하는 기조
로 삼은 데 비해 르완다는 제노사이드 가담자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포
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방식의 정의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18) Comaroff and Comaroff(1987), pp. 201-204.
19) Wilson(2000), p. 84.
20) Schabas(2005), p.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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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모델로서 널리 알려진 가챠챠의 결과에 대해서 많
은 이견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몇몇 학자들은 가챠챠가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레틱(Rettig)과
같은 학자는 가챠챠가 실제로는 형법적 처벌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
하고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21) 코리와 죠어먼(Corey and
Joireman)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챠챠의 한계를 논하면서 가챠챠
가 회복적 정의보다는 응보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데 더 가깝다고 주장했
다.22) 이에 비해 마이어스타인(Meyerstein)은 가챠챠가 르완다 지역의 문화
적 특성을 살린 사법제도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마이어스타인은
가챠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르완다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인권
과 형사재판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비판하는 것은 법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한다.23)
실제로 가챠챠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4)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법체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법정을 회복적 정의의 실현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징벌적 정의의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이행기 정의에 대한 연구 중 마이어스타인과 브렘 외
(Brehm, Uggen, and Gasanabo), 채크라바티(Chakravarti) 등은 회복적 정의와

21)
22)
23)
24)

Rettig(2008, p. 26, 재인용).
Corey and Joireman(2004), pp. 204-208.
Meyerstein(2007), p. 481, p. 495, p. 503.
Sarkin(2001),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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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정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가챠챠에는 두 가
지 정의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25) 이들은 가챠챠라는 공동
체 법정에서 회복적 정의와 형법적 정의의 조화라는 혼종성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가챠챠와 비슷한 성격의 공동체 법정인 코틀라
에도 해당되는 관점이라 할 것이다. 법인류학적 관점에서도 지역법정은 공
동체 성원 사이의 화해와 통합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
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전제
로 작용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적 처벌과 제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코틀라와 가챠챠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전
제로서의 응보적 정의가 중시된다. 따라서 코틀라와 가챠챠에서 추구하는
지역적 정의는 공동체 성원간의 관계의 역동성과 그 역동성이 나타나는 정
치적, 사회적 맥락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법정이 응보적 정의 또는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
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이 법정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간과하게 만
든다. 마찬가지로 코틀라가 전통문화에 기반한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제도라든가 가챠챠가 형사소송제도보다 공동체의 화합에 적합한 회복적
정의 실현의 모델이라든가 하는 주장은 서구식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 법정
의 도식적 분류일 뿐이다. 또한 이 법정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결여
하고 있어서 실제 이들이 속한 사회문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별로 시사
점을 주지 않는다. 반면 통시적인 접근에서 보면 식민지적, 근대국가적 상황
이 사실 코틀라나 가챠챠와 같은 공동체 법정의 성격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

25) 정민지, 앞의 책, p. 39; Brehm, Uggen, and Gasanabo(2014),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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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에 따라 이 법정은 획일적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III장 IV장에서는 이 법정이 변화하
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맥락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공식적 분쟁절차의 사회적 중요성을 부
각시킨다.

III. 식민주의와 이원적 법체계
1. 서구법과 관습법
인류학자 스나이더(Snyder)가 주장한 바대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법다원
주의의 기원은 식민주의에 있다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회들이 식민
지 시대를 거쳐 ‘관습법’과 근대법(서구법)의 이원적 법제도를 지니게 되었
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근대적 법제도에 의한 법정은 유럽인에
게 적용되는 유럽인의 법정이며 그리고 현지의 아프리카인은 자신들의 분쟁
과 갈등을 관습법정에서 해결하는 이원적 체계가 정립된 것이다.26) 이는 아
프리카의 이원적 법제도가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라기보다 서구의 식민지배
라는 특정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27)

26) Merry(2004), p. 569.
27) 스나이더(Snyder 1981)는 일찍이 식민통치하에서 지역 관행에 대한 오해와 식민통치의 이
해와 편의로 인해서 지역 관습법이 탄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의 세네갈 지역에
서 벨기에 식민 통치자들이 토지, 사제, 지역주민 간의 유대를 토지 소유 및 지배와 노동관
계로 해석하여 관습법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화와 자본주의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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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정립된 이원화된 아프리카 사법체계의 양상에 대해 코마로프
(Comaroff)와 메리(Merry), 무어(Moore) 등은 본격적으로 비판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논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28) 이들은 지역 공동체
법정이 ‘관습법정’으로 형성되는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른 법문화의 변화
를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서구법체계가
도입되자 지역 법정들은 서구의 사법체계에 비해 ‘전통적’ 또는 ‘관습적’ 법
정으로 명명되었고 서구법제도와 법정의 하위 법정으로 종속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29) 식민주의를 거친 아프리카의 이원적 법제도는 지배-피지배로
위계화된 정치체계가 만들어낸 법질서의 특징인 것이다. 그러나 메리는 단
지 토착제도가 서구식 법제도에 종속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개의 서

의 편입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Snyder의 연구는 토착 지도자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가
식민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로 이행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Snyder는 당시 벨기에 통치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음을 조명하고, 관습법은 그 당시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의 산물이었으며 그
어느 쪽의 ‘정의’에도 근접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28) Comaroff(2001), p. 306; Merry(2004), p. 569; Moore(1992), p. 16.
29) 대부분의 서구 식민 행정부는 지역의 토착법 즉 그들이 관습법이라 명명한 것의 실체를 규
명하고 법전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는 데, 이 식민주의자들의 바람과 달리 토착법정의 결정
은 하나의 법체계로 정립되어있지 않았다. 이미 법전화 내지는 체계화된 서구법의 비교적
일관적인 적용과는 달리 토착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일관적이기보다는 당사자의 입장
과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1970년대 츠와나인의 독특한 분쟁
해결절차인 코틀라를 연구한 코마로프와 로버츠(Comaroff and Roberts 1986)는 분쟁 당사자
개개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해진 법적 규칙의 적용보다는 개개인이 가능한 관습 및 관행들을 동원하여 유리한 주장
을 펼치는 능력과 언변술이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당시 식민통치
자들은 법정이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관습법체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비판은 ‘관습법’이 아프리카에 고유한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전승된 영구불변한
것이라는 관념을 식민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식민통치자들은 지역사회의 관
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식민통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편의
에 따라 지역 법정을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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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법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가에 대해 지역의 권력자 및 엘
리트는 물론 일반인들도 서구식 법제도에 나름대로 적응 또는 저항하는 과
정에서 두 개의 법제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에 주목한다.30) 이는 서구법과
관습법의 관계가 서구법이 일방적으로 토착법제도를 누른 것이라기보다 새
로운 권력관계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에 관한 관
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코틀라 및 가챠챠 법정의 역사적 변
용은 서구 식민지로서 시작한 아프리카의 근대법(서구법) 체계의 이식 과정
이 중요한 맥락을 형성한다.
법인류학자들은 서구 또는 유럽법과 아프리카법은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다른 관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종과 종교에 따라 차별적인 법체계가 적
용되는 현실의 권력관계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31) 실제로 토착법정은 식민
정부의 권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제한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 서구 식
민지하의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토착법정은 살인 또는 반역과 같은 중대한
범죄, 마법(witchcraft), 유럽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대체로 식민지 시대에 지역 법정은 서구법정에 종속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살인 등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형벌의 집행에 있어서도 제한된 처벌만이 허용되었다.
30) Merry, op. cit., p. 573.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식민통치권력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또
는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추장의 법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공식적인 법정에 나설
다양한 이유도 존재했다. 추장의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책을 찾거나 추장
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식법정을 이용했다. 전통적인 관습법에
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도 관습법정 대신 공식법정에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지역
의 권력자인 추장들도 식민권력과 대척하지 않으려하면서도 골칫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을
공식법정에 넘겨줌으로써 나름대로 처한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Burman and Schärf
(1990), pp. 695-696.
31) Merry(2004), pp. 5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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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보츠와나에서 정립된 서구식 국가법과 전통적 관습법의 이중적 법제
도도 식민지 경험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보츠와나를 지배했던 영국 식
민정부는 추장제를 이용하는 것이 토착민을 식민통치체제에 통합하는 데 이
롭다고 판단했다.32) 그리하여 추장들이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 놓음으로써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토
착법정은 아프리카인 권위자의 영향력이 통용되었고 이는 아프리카 현지인
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졌으나 식민 권력의 힘은 토착 지도자의 영
향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아프리카에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식민통치에 편입된 이래 토착 관습법은 지속적으로
주변화되었고33)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면
서 새로운 법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의 코틀라의 각기 다른 양상은 이 공동체 법정이 지
역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아프리카 정치적 맥락과 관습법의 유연성
성문법의 전통을 가진 서구에서 일찍 법치주의 개념에 익숙한 법문화가
나타난 것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의 공동체 법정은 좀 더 유연한 성격의 법규
범이 작용한다. 이런 법의 비정형성은 정치조직이나 개인들의 전략 또는 협
상력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관습(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32) Otlhogile(1993), p. 523.
33) Ibid., p. 533. 관습법과 유럽법은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한다. 예를 들면 관습법에서는 간통을
처벌하나 유럽법에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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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왕과 추장들의 지배층의 수준에서는 정치권력과 사법체계가 융합되어
있고, 종종 혈연집단으로 구성되는 마을 공동체에서의 분쟁해결제도는 개인
의 잘잘못을 가릴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의 연장자들, 특히 부계혈연집단의 수장들은 많은 경우 지
역의 분쟁해결제도를 주관하는 재판관이기도 하다. 마을의 연장자 또는 우
두머리의 판결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
쪽 당사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상황에 따라 적응하
는 모습을 보인다.34) 아프리카의 지역적 분쟁해결제도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사자의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는 능력과 협상력, 그리고 권위자들의 중재
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마을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판결은 대두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코틀라는 츠와나인의 고유한 법제도로서 정해진 나무, 즉 ‘코틀라 나무’
밑에서 열린다.35) 이에 비해 가챠챠는 ‘풀밭 위의 정의’라고 불리는 마을 집
회이다. 코틀라와 가챠챠는 마을의 소소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규범에 어
긋나는 행동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코틀라와 가챠챠에 연관된 상기 관용
구가 연상시키는 문화적 이미지는 마을 단위 공동체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만든다. 한편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을의 법정에 불복하는 사
람들은 더 큰 지역 단위의 상급 법정 또는 추장의 법정(chief’s court)에 사건

34) Comaroff and Roberts, op. cit. 코틀라에서 모든 재판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을 자기주장을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김광수(1997), p. 132.
35) Kompe and Small(1991),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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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을 법정과 상급법정과의 관계는 각 지역의 정
치체제에 따라 변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코틀라나 가챠챠의 경우에도 적용
된다. 이는 지역 공동체 법정을 이해하는 데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마을 또는 혈연조직의 연장자가 주재하는 작은 단위의 코틀라와 가챠
챠를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 법정이 사실은 지역 공동체의 독자성을 담보하
고 있기보다는 보다 더 큰 정치 체제의 하위 수준이라는 점이다. 물론 식민
지 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이 제도들이 국가제도가 확립된 체제에서처럼
국가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각각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질서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작은 단위의 코틀라와 가챠챠가 더 큰 정치체와 권력자에게 어느 정도로 종
속되어있었는가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코틀라와 가챠챠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적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폭넓은 목적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는 한 부족 또는 통치 체계의 일부로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주
거 등에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코틀라는 단순한 분쟁해결제도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 예로 코틀라는 법정,
행정기관, 추장의 자문기관으로서의 다목적적 기능을 수행해왔다.36) 가챠챠
역시 보다 폭넒은 맥락에서의 르완다인의 사회문화적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
는 작은 단위들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두 제도는
지역사회에서의 분쟁해결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성원들의 참여
적 성격이 인정되나 이들의 자율성까지 담보하지만은 않으며 사회질서의 통

36) https://apps.carleton.edu/campus/president/slewis/speeches_writings/botswana_success/(검색일: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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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에 의해 제한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IV장에서는 코틀라와 가챠챠의 역
사적 변용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지역 공동체 법정, 코틀라와 가챠챠
1. 코틀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의 예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틀라와 지역적 정의

1) 식민지~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는 비슷한 식민지 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식민 정책은 초기의 법적인 동화에서 원주민 공동체
의 조직적인 저항의 영향으로 인한 간접정치로 선회하였다. 이 간접정치 하
에서 토착적인 제도와 법은 많은 표면적 변화를 겪지 않고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37) 한편으로는 토착인들의 제도와 법을 유지하는 분리 정책을 시행
함으로써 후에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코틀라는 부계 종족집
단과 연장자가 주도하는 법정이었으나 백인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의 영
향력이 커졌을 때는 혁명적 시민법정(people’s court)의 성격을 띠었다.38) 흑
백분리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르트헤이트 헌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법제

37) Van der Merwe(2006), 번역: 정영진, 성승현(2006), p. 225.
38) Wilson,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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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백인정권의 흑인 탄압은 다수의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여러 흑인
혁명세력들의 무력충돌을 낳았다. 이 무력충돌은 백인 경찰 및 군대와 흑인
집단의 대립에 국한되지 않았고, 세력다툼에 기인한 서로 다른 흑인무장세
력간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시기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점령한 무장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법정은 새로운 권력관계가 표출될 수 있는 장이었다. 기존 연
장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질서의 확인보다 사회적 혼란이 반영되었고
혁명세력의 영향을 받은 젊은 연령층의 발언권이 강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코틀라는 공동체적 전통의 답습이라기보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
의 갈등과 적응이 나타나는 유연성을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전통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연장자 세대와 새로운 권력세력으로 부상한 청년층 사이의 대
립이 두드러졌다.39)
경찰과 치안법정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지탱하는 권
위적인 기관으로 주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백인이 아닌 대부분의 주민 위에
군림하였다. 경찰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범죄보다는 통행과
정치적 행동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40)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체
제의 사법기관은 흑인으로 구성된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접근이 어려웠다.
사회전반에서 인종분리정책을 시행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법체계에서
발생한 공백은 로컬에서 자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법정들이 담당하게 되었
다.41) 그중 전통적인 ‘부족법(tribal law)’을 내세우는 지역법정도 이 시기에
39) Ibid., p. 84.
40) Ibid., p. 85.
41) Nina and Schwikkard(1996),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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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되었다. 윌슨(Wilson 2000)에 따르면 코틀라와 같은 지역법정은 가
족간 분쟁, 절도, 폭행, 상속, 채무 등의 사건들을 처리하였다.42)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이원적 법체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런 점에서 자치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법정들은 국가와 공식적인 국가
법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또는 이에 대립하여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43)

2)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접어든 코틀라에는 앞선 시대의 흔적이 남
아 있는 상태였다. 가부장적인 성격과 함께 흑인무장세력이었던 자들의 영
향력이 혼재되어 있었다.44) 단적으로 지역법정으로서의 코틀라는 전국적 수
준의 진실화해위원회와 대립된다.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구성된 진실화해위원회45)에서는 1960년에서 1994년 사이 아파르
트헤이트 정책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며 동시에 용
서를 통한 화해를 제고하였다. 이 위원회를 이끄는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
주교가 상징하듯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독교적 내용인 참회, 용서, 구원의
단계를 내러티브 모델로 한다.46)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핍박을 당한 피해
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밝힐 기회를 얻
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받음으로써 단순한 피해자라는 위치

42)
43)
44)
45)
46)

Wilson, op. cit., p. 84.
Nina and Schwikkard, op. cit., p. 70.
Wilson, op. cit., p. 84.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약칭 TRC.
Wilson, op. cit.,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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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새로이 통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희
생이 불가피했음을 인정받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한다. 단순한 희생자에
서 벗어나 국가적 영웅으로 상징화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상징과 새로운 국
가 건설이라는 내러티브는 백인정권 이후의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
버넌스 모델로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47)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종갈등을 넘
어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시하는 데 큰 공헌
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서와 구원은 지역적 수준에서는 말그대
로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하였으며, 지역법정에서 추구하는 정의와는
괴리가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는 백인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보복적인
처벌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다.48)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행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회개와 용서가 새로운 시대
를 알리는 담론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정의 관념에 부
합하지 못하였고 지역 법정에서는 다른 방식의 정의를 추구하는 등 법규범
과 정의 관념에서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역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아파르트헤이트 피해자들에게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복수와 처벌을 당연시하는 정의
관념은 지역 수준에서 매우 팽배해서 국가 사법제도의 하위단계인 치안법정
(magistrate’s court)도 이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지역의 공식제도인 치안법정
과 비공식적 공동체 법정인 코틀라가 서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공통점이

47) Wilson(2000), pp. 80-83.
48) Ibid.,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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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틀라가 그 지역의 치안법정과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흑인거주지역인 비오파퉁(Biopatong)의
코틀라에서는 공식적 사법제도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분
쟁들을 처리하였는데 살인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의뢰하
는 한편,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경찰에 조력하는 관계를 보였다.49) 코틀라에
대한 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적 체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사법체
계의 분절, 지역적 수준에서 공식과 비공식 사법절차의 협력이 두드러짐을
강조한다.

3) 회복적 정의의 재고
윌슨은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지
역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코틀라는 여전히 전통적
권위와 관습법을 수행한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이 담보된다고 분석한다. 따
라서 국가 소송제도와는 다른 권위와 정당성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서 반드시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코틀라
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윌슨은 백인정권에 부역하여 범죄를 저질
렀던 이들을 지역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마을에서는 부역
자들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런 제도적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지
역에서는 부역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음을 예로 든다.50) 역설적으로
응보적 처벌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가 좀 더 평화적 결말을 가져왔다는

49) Ibid., p. 84; O’malley(1999), p. 189.
50) Wilson, op. cit., pp. 84-85, 재인용: O’malley, op. cit.,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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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경우 코틀라에서는 회복적 정의와 형법적 정의가 배타적으로 나
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 형태의 정의가 혼종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51) 이는 지역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화합이 항상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생
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나아가 상황적으로 결정되는 회복적 정
의와 응보적 정의를 구분하고 제도화하는 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나. 보츠와나의 민주주의와 코틀라

1) 아프리카 전통과 민주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접한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령 베추아날란드
(Bechuanaland)로부터 독립한 공화국이다.52) 인구구성은 츠와나인이 약 80%
에 이르는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 종족으로 틀로콰족, 퀘
나족 등이 있다.53)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드물게 독립 후에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54)
보츠와나는 인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해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츠와나의 전통문화 및 제도를 강조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방
향을 선택하였다. 기본적으로 보츠와나의 법체계는 국가법과 관습법의 이원

51) Wilson, op. cit., p. 85.
52)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B8%A0%EC%99%80%EB%82%98(검색일: 2016.
9. 18).
5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9b3791b(검색일: 2016. 9. 18).
54) 이에 비판적인 입장은 Cook and Sarkin(2010), 조정인(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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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계를 근간으로 하지만 그 통치방식에서 있어서 전통적 제도와 문화를
강조한다. 전통문화는 추장이라는 존재와 코틀라 제도를 통해서 확인되며
보츠와나의 거버넌스에서 추장과 코틀라는 중요한 통치기술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추장은 전통적 지도자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보츠와나의 헌
법에도 표현되어 있다. 1997년에 발표된 비전 2016에서는 “전통적 지도자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오랜 역사를 가지는 코틀
라 시스템은 민주적 절차로서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한다.55) 이에
따르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코틀라 제도는 국민문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역관습법정을 배척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세웠다면 현대의 보츠와나에서
행해지고 있는 코틀라는 국가 제도로서 편입되어 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
다. 보츠와나에서 코틀라 전통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56) 코틀라는 보츠와나인의 의견이 밑에서부터 수
렴되는(bottom-up) 제도의 예시로서 인정받고 있다. 보츠와나 시민은 코틀라
를 통해 자기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논의
된다.57) 모움와콰(Moumakwa)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토착 제
도로 간주되는 코틀라에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고 서술한다.
보츠와나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 마을
의 코틀라는 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사회화를 돕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고 본
55) Moumakwa(2010), p. 5.
56) Ibid., p. 9.
57) Ib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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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코틀라는 단지 분쟁을 중재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존중, 포용 등과 같은 가치를 배우고 내재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오
늘날 보츠와나 사회에서 코틀라는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기제
로서 강조된다.59)

2) 공적 사법 제도
보츠와나에서 코틀라 법정은 공식적 법제도에 편입되어 현재 보츠와나의
소송제도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다.60) 심각한 형사 및 민사 사건은 치안 법정
(magistrate court)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코틀라와 같은 관습법정은 제한된
관할권만 가지고 있다. 코틀라는 형사 및 민사 사건 양쪽을 다 다루지만 경
미한 사건만을 재판할 수 있다.61) 공식적인 코틀라에서는 추장이 재판을 주
재하고 배심원들(lekgotla)이 같이 배석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하는 바를 듣
고,62) 추장과 배심원들이 분쟁을 중재한다. 배심원들은 법관의 역할을 겸하
기도 하는데 추장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결정
을 내릴 수 있다.63) 코틀라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
정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절도나 재물손괴사건과 같은 경우에 가해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전체에 잘못을 시인

58)
59)
60)
61)

Ibid., p. 36.
Ibid., p. 36.
Griffiths(1990), p. 225.
Moumakwa, op. cit., pp. 56-58. 코틀라 법정은 경미한 절도, 다툼, 가족간 분쟁 등의 사건을
다룬다.
62) Ibid., p. 55. 추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63) Ibid.,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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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 보츠와나의 코틀라 법정은 순수한 공동체
적 법정인 것만은 아니다. 코틀라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토착
제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가를
관찰하고 있는 모움와콰는 비공식과 공식, 공동체 법정과 소송재판의 혼종
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국가소송제도에 편입된
하위의 지역법정이지만 전통과 관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 성문법과
갈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추장의 코틀라 법정에서 점점
공식적 법정용어들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코틀라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뒷받침한다.64) 보츠와나의 이원적 법체계의 맥락은
추장의 입지가 불안정함을 내포한다. 코틀라를 주재하는 추장의 권위는 츠
와나의 전통적 권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코틀라가 국가의 하위
법정으로 존재하는 한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65) 전통
적인 츠와나 문화에서 추장의 권위는 높았고 이들이 주재하는 코틀라는 그
위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다. 그러나 국가의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위
치는 여러 사회문화적 의미가 깊은 코틀라를 주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권
위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권위와 사회적 지위 사이의 갈등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64) Griffiths, op. cit., p. 226. 한편 1980년대 보츠와나에서 코틀라에서의 사례를 연구했던 Griffiths
는 코틀라를 주재하는 재판관인 추장이 내리는 결정이 관습법을 고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한다. 추장이 내린 결정은 관습법적 모델과 유럽법적 모델이 혼종되어 나타난다
는 것이다. Ibid., p. 242.
65) Otlhogile(1993), p.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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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틀라의 현대적 의의
보츠와나에서 코틀라는 참석자간의 협동과 조력, 협상, 상호 이해와 화해
그리고 용서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제도로 강조된
다.66) 이상적인 의미에서 코틀라는 피해자에게는 치유를 제공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
이 서로 화합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코틀라를 회복적 정의의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다.67) 그러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코틀라가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걸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님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틀라 집회에는 성인 중 여자보다 남자의 참여가 두드
러진다.68) 과거에는 코틀라는 나이가 든 남성들의 배타적 공간이었다.69) 그
러나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젊은 남성들은 코틀라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반면 199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수행
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공동체 내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제한되
어 있었고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는 분쟁해결제도인 코틀라에서의
발언권 제한과 연계되어 있다. 여성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는 한 코틀라에
참석할 수 없었다.70) 여성은 남편이나 남자 친족을 통해 분쟁과 관련된 정보
와 사실을 코틀라에 전달했고 판결도 이들을 통해 전해 받을 수 있었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코틀라는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고 그 후 민주주의
66) Moumakwa, op. cit., p. 46.
67) Ibid., p. 46. Moumakwa는 코틀라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는 감옥이나 교정시설은 제공
해 줄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68) Ibid., p. 53. 츠와나 전통사회가 남성 중심적이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69) Molutsi(2011), p. 29.
70) Kompe and Small(1991),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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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되는 과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자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다양
한 지역 법정들 중 하나로서 존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코틀라는 불완전한
사법체제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법
정과 마찬가지로 코틀라의 가부장적 성격은 그 공동체 자치적 성격에도 불
구하고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코틀라가 민주적 제도의 모델이라는 담론이 전개되는 현대 보
츠와나에서는 여성 추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츠와나에서도 아직까
지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보츠와나의 코틀라는 분쟁해결
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한
다. 현재 코틀라는 국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정부가 주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설득하는 용도로 코틀라를 이용한다고 본다. 코틀라는 정부
가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이기도 한 것이다.71) 이 점은 역시
코틀라가 정말 공동체 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인가 하
는 의문을 뒷받침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틀라는 정치적으로 중립
적인 포럼을 제공한다. 정치인들은 정당 지도자의 자격으로 발언할 수 없다
는 점은 코틀라가 보츠와나 정부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민주적 제도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츠와나에서 관습법과 국가법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둘은

71) Sharma(2004), p. 14, http://capacity4dev.ec.europa.eu/public-pub.sector-reform-decentralisation/document/
sharma-kc-n-d-role-traditional-structures-local-governance-local-development-case-botswana(검색일:
201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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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원과 내용을 두고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발생한다.72)
대법원에서 관습법정의 권한과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이 대두됨에 따라 관습
법의 국가소송제도에의 종속을 확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73) 한편 의회
에서는 관습법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개정 법률이 통과되어 관습법정과 국가
소송제도 사이의 관할과 효력이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도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코틀라의 권위적 요소였던 추장의 권위가 점점
국가제도에 의해 위축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추장은 관습법에 그 권위의 원
천을 두고 있으나 현대로 올수록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코틀라 재판관들
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코
틀라 재판관들이 관습법과 형법 등의 성문법 사이의 경계와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문화를 대표하
는 추장의 불안정한 위치와 추장의 권위가 약한 코틀라가 실제로 어떤 의미
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직까지 츠와나인의 마음 속에서 코틀라는 추장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
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츠와나인이 종종 입에 올리는 것은 “추
장은 주민들에 의해 추장이 된다(khosi ke khosi ka batho)”라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속담이다. 이는 전통적 지도자는 항상 그를 따르는 주민들의 이익
을 위해야만 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74) 전통
적인 규범에서 보면 추장은 코틀라에서 자문위원 또는 고문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추장의 의무에 대한 사회
72) Othogile, op. cit., pp. 532-533.
73) Ibid., p. 531.
74) Sharma, op. cit., p. 14.

∙ 352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적 규범과 실제의 상황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코
틀라에서 공동체적 정의가 항상 전통 혹은 전통의 상징인 추장이라는 존재
와 연관되어 논의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서구식의 평등개념으로만 재
단될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법, 전통, 공동체 성원 간의 미묘한 힘의 관계가
공동체 법정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챠챠: 전통적 가챠챠와 현대적 가챠챠
가. ‘전통적’ 가챠챠의 구성과 기능
가챠챠는 르완다 지역에 특수한 지역 법정 형태이다. 가챠챠는 르완다 국
가가 1994년 제노사이드의 후속 조치로서 동원한 이전과 이후의 형태로 구
분된다.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전의 이른바 ‘전통적’ 가챠챠는 지역 공동체적
사법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가챠챠는 벨기에 식민통치제도하에서 그리
고 르완다 독립 후 행정 및 사법제도의 운영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제노사
이드 이후 국가에 의해 재구성된 가챠챠에 비해 ‘전통적’ 가챠챠는 상설 사법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되는 형태였다.75)
가챠챠의 공동체적 성격은 ‘풀밭 위의 정의(justice amongst the grass)’76)로
불려온 것에서 잘 나타난다. ‘풀밭 위의 정의’란 말은 공동체 성원들이 모두
모여 토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데서 그 참여적(participatory)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가챠챠는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많은 여타 지역 공동체 법정과
75) Clark(2007), p. 777.
76) 가챠챠란 이름은 르완다 사회의 공동언어인 키냐르완다어에서 기원한다. 전통적인 르완다
사회는 무냐르완다라라 불리는 문화공동체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키냐르완다어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장용규(2007),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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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으로 운
영된다.77) 오늘날의 소송제도와 비교할때 전문법관들이 법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격인 원로집단 혹은 ‘현명한 자들(wise men)’이 법관의
역할을 맡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주로 확대가족의 연장자들이었다. 가
챠챠는 르완다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개인을 가족과 지
역사회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 소속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78)
한편 르완다의 가챠챠는 공동체적 성격뿐만 아니라 역시 고유한 정치질서
의 한 부분을 체화하고 있다. 전통적 르완다 사회는 Umuryango라는 종족 조
직을 기본으로 한다. Umuryango는 다시 Inzu라 불리는 여러 가구들로 나눠
지는데, 각 가구의 우두머리들은 소속집단의 조상숭배의례나, 혼인과 같은
일들을 주도하며, 빚 청산, 토지 또는 가축 소유에 관련된 분쟁들을 처리해
왔다.79) 이 가구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가챠챠 집회를 주도한다. 르완다 전통
사회에서 왕(Mwami)은 권력과 정의, 지식의 화신으로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중재자이다. 추장들은 전통의 수호자의 자격으로 왕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다. 왕에게 어떤 분쟁을 상정하기 전에 이 전통의 수호자들이 먼저 논
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위계의 가장 낮
은 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우두머리들이 마을 단위의 가챠챠 법정을 개
최하는 것은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80) 이는 가챠챠

77)
78)
79)
80)

많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그렇듯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된다.
Clark, op. cit., p. 778.
Ingalaere(2008), p. 33.
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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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적으로 공동체 정의 실현의 측면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전체의 일부
로서의 성격이 중요했음을 증명한다.
벨기에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 식민권력이 점점 사법체계에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되자 가챠챠는 보다 제도화되고 행정단위에 맞게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81) 가챠챠는 계속 지역의 관습법에 근거해 운영되었지만 확대가족의
연장자들이 재판관이었던 것을 대신하여 식민행정부에서 임명한 판사들 앞
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82) 또한 분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주민이 가챠챠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1943년에는 벨기에
식민행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챠챠를 합법적인 사법기구로 인정함에 따라 서
구법에 근거한 국가재판제도와 병행하는 구조가 확립되었다.83) 식민체제하
에서 르완다인은 두 법정의 장단점에 따라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원적 체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챠챠
는 국가법정에 비해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보장되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받을 수 있었다. 또한 법전문성이 작용하는 복잡한 공식적 법제도를 회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법정의 이용자들이 분할되
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농촌 주민들은 토지에 관한 권리와 상속, 개인간 갈등
을 가챠챠에서 다투었는데 비해 도시 거주자들은 노동계약에 관련된 문제들
을 공식적 법정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1962년 르완다의 독립 후 가챠챠는 사법기구의 역할과 함께 좀 더 많은

81) 현재 가챠챠는 몇 개의 가구들로 이루어진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마을 단위, 구 단위 등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위계화되어 있다.
82) Clark, op. cit., p. 779.
83) Ibid., p. 779.

35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일들을 다루는 행정적 역할이 주어졌다. 가장 낮은 행정단위의 가챠챠의 결
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행정관리가 주재하는 가챠챠에 사건을 가져가거나
또는 법률가인 판사가 주재하는 공식적인 법정에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상
황에서 행정관리들은 일시적으로나마 가챠챠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다. 이
는 마을의 연장자(주로 확대가족의 수장)가 재판관이었던 전통적인 가챠챠
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행정과 사법이 중첩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있었지
만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행정가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가챠챠를 열기도 하는 등 행정적 편의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가챠챠는 공식법정의 판사들이 자신들이 담당
한 사건에 관련한 증언을 청취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을 전달하기 위
한 장으로 변모되었다. 이로써 가챠챠의 관습법적 성격과 공식법제도적 성
격이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났다.84)
전통적 가챠챠도 범법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결정한다.
전통적 가챠챠는 공동체와 같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
를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실
현하는 징벌적 사법제도로서의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가챠챠의 특
정한 맥락에 따라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챠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바
가 달라질 수 있다.85)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서 시작된 서구법체계의 도입으
로 지역 공동체 사법으로서의 가챠챠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식민정부의

84) Ibid., p. 780.
85) Chartravai(2013)는 가챠챠는 원래부터 회복적 정의와 징벌적 정의를 같이 추구하는 혼종적
(hybrid)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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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과 통치 아래 놓이게 되자 가챠챠에서 법관 역할을 해왔던 원로집단들
과 같은 지도자들은 합법성을 잃게 되고 가챠챠는 그 존재가 점차 미약하게
된다. 나아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르완다 국가도 서구법제도를 근간으로 하
여 비공식적인 부문을 흡수해나갔고 가챠챠 또한 국가의 관할권하에 들어가
게 된다. 이런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가챠챠는 그 존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점차 약해지게 된다.86) 한편 1994년 제노사이드 직후 시골 지역에서 자율적
인 가챠챠 법정의 이용이 높아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제노사이드로 인
해 공식적인 재판제도가 붕괴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87)

나. 르완다 제노사이드 사건과 가챠챠 법정
원래 토지, 가축, 재산 피해, 결혼, 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던 가챠챠는
살인과 같은 형사법상 중요한 사건들은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노사이
드라는 대격변을 겪은 르완다 사회의 역사에 의해 공동체의 경미한 분쟁을
다루던 성격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1994년에 후투족과 투치족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발생한 르완다 제노사이드88)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를 모색하던 르완다 정부는 가챠챠의 필요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1962년 벨
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다수인 후투족과 소수인 투치족의 갈등은 상호간의
보복으로 점차 심화되었다. 1994년 당시 르완다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후투
족은 투치족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무장 의용군과 폭도들이 무차별 살해하도록 조장, 방조했다. 이 유
86) Ingelaere(2008), p. 34.
87) Clark, op. cit., p. 781.
88) 장용규,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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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사태는 투치족으로 이루어진 르완다애국전선(Rwanda Patriot Front)이 수
도를 무력장악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1994년 4월에 발발한 르완다 제노사이
드 사건에서는 그 후 약 100일 간 80만~100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
다. 르완다 제노사이드는 벨기에 식민통치로 인한 종족간 갈등의 발생과 후
투족 및 투치족 엘리트의 정권 투쟁과 그에 수반하는 선동적, 극단적 민족주
의의 발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 인구의 10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제노사이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가챠챠 도입을 주장한 한 행정가는 가챠챠는 단지 ‘처벌’을 내리는 판결뿐
아니라 르완다인에게 ‘진실’과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89)
르완다는 1996년 Organic Law를 제정하여 제노사이드 범법자들을 죄의 경
중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였다. 2001년의 가챠챠 법은 지역 행정단위의 단
계별로 가챠챠의 위계를 정하여 각 단계의 가챠챠 법원의 관할권을 정하였
다. 이 가챠챠 법원의 관할권은 앞서 Organic Law에서 정한 제노사이드 관
련 범죄의 경중에 부합하도록 하였다.90) 르완다 정부는 2001년 26만 명이나
되는 일반인 가챠챠 법관을 선발하여 각 지역마다 가챠챠 법정을 설치하였
다.91) 제노사이드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처벌하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공적인 장소에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92) 르완다 정부가 법전문가를 제외하는 예외적
89) Clark, op. cit., p. 782.
90) 가챠챠 법정에서는 가장 무거운 제1급 범법자(제노사이드 주모자, 잔혹한 살인자, 높은 정
치적, 종교적 지위의 범법자 등)을 제외한 제2급부터 4급까지의 범법자를 다루었다. 제1급
범법자는 형사재판을 면하지 못했다. Tiemessen(2004), p. 61.
91) 르완다 정부는 2002년부터 가챠챠 법정의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였
다. 이 가챠챠 법정은 2012년 6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총 195만 8,634건을 다루었다. Brehm,
Uggen, and Gasanabo, op. cit., p. 337,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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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를 취한 것은 국가 소송제도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버린 수많은
범법자들을 신속하게 처벌할 수단을 강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노사이
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회에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르완다라는 국가
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당
시 르완다는 제노사이드에서 수많은 법률가가 희생된 까닭에 제노사이드 범
죄에 가담한 수많은 범법자들의 처리에 필요한 법률가 수의 부족 사태와 그
범법자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르완다는 공식적 사법체계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제노사이드 범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제
적 여론에 의해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는 단지 소수의 책임자들만 처리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국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93)
국가에 의해 선발된 새로운 가챠챠 법관들은 ‘높은 청렴성’을 가진 일반인
들로서 1994년 제노사이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 가챠챠 법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과 폭력을 저
지른 죄목으로 고발된 개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재판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국제인권감시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94) 가챠챠 법원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는 의심과 함께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비판
받았지만, 가챠챠 재판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92) 정채연, 앞의 책, p. 154.
93) 위의 책, pp. 148~151.
94) 위의 책, p. 154; Meyerstein(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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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해자에게 저지른 죄에 부응하는 처벌
을 내리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 피해자의 요구95)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
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이 수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는 것이다. 채크라바티는 가챠챠 법정의 실시가 공동체 성원이 제노사이드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
다고 주장한다. 즉 가챠챠 법정이 마을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들의 살해와 관
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96)
제노사이드 이후 국가가 마을 단위에 설치한 수많은 가챠챠 법정은 전통
적인 사법적 정의의 실천으로서 홍보되었지만 실은 수많은 ‘전통의 발명’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량의 제노사이드 관련 범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챠챠
법정은 마을의 ‘풀밭’은 물론 학교 교실이나 마을 회관 등 모임이 가능한 곳
어디에서나 열렸다. 르완다인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 전제되었던 가챠챠는
사실 가챠챠 법정 참석이 일종의 의무로서 규범화되었고 참석하지 않은 사
람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97) 제노사이드 이후의 가챠챠는
새로운 제도로서 전통적인 공동체 사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챠챠 법정의 문화적 의의는 없지 않다 할 것이
95) Charkravarti(2013, pp. 12-13)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매장하는 것을 더 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가챠챠 법정은 제노사이드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조력이 필요했다. 어떤 경우에는 살해된
시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종종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백하였다.
96) Ibid., p. 13. 하지만 가챠챠 법정에서 증언한 뒤 보복적 폭력을 당했다는 보고들도 존재한다.
보다 상세한 가챠챠 증인들에 대한 위협은 Corey and Joireman(2004, p. 85); Brounéus(2008,
p. 67)를 참고.
97) Brehm, Uggen, and Gasanabo, op. cit.,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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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새로이 선정된 가챠챠 법관의 존재가 말해주듯이 지역 문화에
배경을 두고 있는 가챠챠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관점, 언어와 표현방식, 관
습 및 사회 규범 등이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수용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사회적 맥락의 연장으로 또는 일부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98)
가챠챠 법정은 르완다 시민의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법적인 절차를 좀
더 문화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르완다의 문화
적 고유성과 차이’를 그 재판과정에서 담아내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99)
가챠챠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법적 정의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구성원이 공개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고 특
히 책임자의 처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은 서구식 소송제도와는 달리 참
여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지배하는 공
식적 제도에서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사실을 증명하
는 일은 어렵지만, 가챠챠에서는 피해자로서 가족의 살인자를 고발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가 완화되었다. 가
챠챠 법관들 자신도 전문적인 법관이 아니라는 점은 가챠챠의 참여적인 성
격을 짙게 하였다. 이는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증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매김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의거할 때
새로운 가챠챠 법정의 의의라 할 수 있다.100)) 또한 획기적인 것은 여성들이
대거 가챠챠 법관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101) 코틀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98) Chakravarti op. cit., p. 8.
99) 정채연, 앞의 책, p. 149,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법적 절차와 다양한 법적 언어, 정의 또는
죄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100) Chakravarti, op. cit., p. 9.
101)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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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챠챠에서는 여성이 배제되었다. 새로운 가챠챠 법정을 통해 여성은 르
완다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102)
이 밖에 르완다 정부에 의해 운영된 새로운 가챠챠 법정은 과거의 ‘진실’
을 확인하고, 제노사이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를 통해 르완다인의
화해 및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범죄자가 뉘우치고 용
서를 구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가벼운 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에 지역사회봉사를 선고할 수도 있었다. 가챠챠를 통해 의도한 바가 얼
마나 실현되었는가는 학자마다 다르게 평가하나 이와는 별도로 가챠챠 법정
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르완다의 재건 방향에 있어서 르완다의 전통
적 정의 관념과 문화를 기반으로 삼는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마이어스타
인은 가챠챠가 ‘르완다 문제에 대한 르완다 식의 해결법’이라고 요약한
다.103)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챠챠 법정의 실행을 두고 어떤 정의를
도모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가챠챠에 결부된 회복
적 정의의 측면은 피의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재판을 받
는다는 점으로 확인된다. 피고의 유죄판결이나 사회로의 복귀는 참가자 전
원의 동의가 필요하다.104) 어떤 정의인가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식민지 이
후 르완다의 역사에서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되는 것을 반복해왔던 투치족과
후투족이 공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제일 크게 작용하였다.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던 후투와 투치 두 집단을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
102) Ingelaere(2008), p. 52.
103) Meyerstein, op. cit., p. 503.
104) Tiemessen(200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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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법적 처벌보다는 순화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제
노사이드 범법자들이 다시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현실적 필
요가 있었다.105) 가챠챠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공동체에 다시 질서를 회복
하는 것이었다. 용서와 구원을 앞세우고 보복과 처벌를 배척했던 남아프리
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 달리 르완다의 가챠챠는 응보적 정의를 포기
하지 않은 대신 보다 낮은 수준의 형법적, 사법적 처벌을 내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가챠챠는 기존의 형사재판제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많은 내란을 겪
은 사회들이 선택했던 진실규명위원회 사이의 중도적 입장으로 여러 갈래의
정의들 중 일종의 타협점을 간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106) 그런 점에서 가챠
챠를 통해 추구하는 정의의 내용은 르완다 정부의 정치적 선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다. 국가 주도의 가챠챠 법정의 한계
가챠챠 법정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우려는 가챠챠 법정에 대한 논의의 초
기부터 제기된 바가 있다. 가챠챠에 대한 정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담고 있다. “[가챠챠] 재판의 공정성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절차라기보다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한 커뮤
니티에서의 [재판]결과는 지역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107) 가챠챠
의 정치적 성격은 투치족과 후투족의 지속되는 종족적 갈등 속에서 잘 드러
난다. 제노사이드 이후 가챠챠 법정에 대한 비판은 국가 주도의 법정에서 어
105) Ibid., p. 59.
106) Schabas(2005), p. 881.
107) Sarkin(2001, p. 1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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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공동체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제노사이드 이후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뿌리깊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모두가 르완다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후투 또
는 투치의 종족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자들을 분열주의자로 낙인찍었다. 그
러나 가챠챠 법정이 운영되는 바는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의 살인 및 박해에
만 초점을 두고 문제삼으며,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후에 정권을 잡은 투치
족이 이끄는 르완다애국전선에 의한 후투족의 살인은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었다. 구체적으로는 투치족이 장악한 르완다 정부는 가챠챠 법원의 초기에
제노사이드와 전쟁이라는 구분을 만들어낸 뒤, 르완다애국전선의 살해행위
는 전쟁 중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노사이드에 가담한 후투족만을 처
벌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108) 이런 정부의 태도는 ‘후투는 가해자, 투치는
선한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리하여 르완다 정
부에 의한 가챠챠 법정의 운영은 ‘승자의 정의’ 혹은 ‘선택적 정의’가 작용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109)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가챠챠에서 추구하는 ‘진실’은 국가가 승인한
것에 부합하는 진실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110) 정채연은 국가주도의 과거
청산은 ‘진실과 거짓의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공식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111) 즉 ‘국가의 보여주기 식의 정치적 선전’이
될 수 있으며 ‘공식적 절차를 통한 또 다른 억압’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108)
109)
110)
111)

Corey and Joireman(2004), p. 87.
정채연, 앞의 책, p. 149.
Ingelaere, op. cit., p. 51.
정채연, 앞의 책, p. 160.

∙ 364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는 것이다.112) 가챠챠의 실제적 운영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투치족이 중심이
된 르완다 애국전선의 살인을 르완다 정부가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즉 르완다 정부의 정의와 더불어 ‘제노사이드의
진실’도 왜곡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잉겔레어(Ingelaere)는
투치에 의한 후투의 살인은 위로부터 강요된 ‘기억상실’에 해당한다고 신랄
하게 비판한다.113)
한편 가챠챠 법정은 제노사이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살인, 강간, 고문 등을 자행한 범법자들을 처벌
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 행위를 목격했던 제3자나 같이 가담했던 공
범자들의 증언이었다.114) 제3자의 증언의 진실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범자
들은 다른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처벌을 경감받았다.
물론 자신의 범법행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경감받을 수가
있었다. 물리적 증거가 결여된 상황에서 가챠챠 법관들은 원고와 피고인, 증
인의 증언과 자백을 들으면서 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
해야만 했다.115) 그 외에도 증인들은 재판과정에서 다시 트라우마를 입었으
며 가해자들로부터의 보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116)
이는 가챠챠 법정이 피해자들의 구제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을 받는 것과도 연관된다.
한편 상기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챠챠를 통한 국가적 노력은 정
112)
113)
114)
115)
116)

위의 책, p. 160.
Ingelaere(2009), p. 524.
Ibid., p. 516, p. 520.
Corey and Joireman, op. cit., p. 85.
Ibid.,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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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수단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레틱(Rettig)은 국가에 의해
재구성된 가챠챠의 측면뿐만 아니라 가챠챠가 어떻게 르완다 사회를 재구성
했는가도 중요한 질문으로 간주한다. 그는 가챠챠가 자백, 사과, 용서를 강
조함으로써 르완다 사회의 정의 추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한
다.117) 제노사이드라는 중대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행해진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개적인 포럼이 매주 열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고 인정된다.

라. 비공식적 가챠챠
르완다 국가는 제노사이드 사건의 처리를 위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기능했
던 지역사법제도로 존재해온 가챠챠의 국가제도화를 심화하였다. 그 과정에
서 가챠챠는 종래의 공동체적인 성격보다는 중대한 범법사건의 범법자들을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국가 제도로서 재정립된 가챠챠와
다른 비공식적인 가챠챠의 운영도 관찰되었다.118) 제노사이드 이후 주로 토
지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챠챠가 많은 지역에서 발견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인해 국가 재판제도
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인 이유에서 가챠챠 법
정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가챠챠 이외도
제노사이드 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종류의 가챠챠가 조직되었다. 이런 가챠
챠들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집회에 의해서도 나타났지만 행정관리들이 주

117) Rettig, op. cit., p. 44.
118) 이하 내용은 Clark, op. cit., pp. 784-785.

∙ 366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도하는 경우도 있었다.119) 클락(Clark)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1998년과 2001년 사이 감옥에서 가챠챠 법원이 가동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 시기는 르완다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가챠챠 법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때였다. 감옥에서 운영된 가챠챠는 수감자들로부터 그들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한 자백을 받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
들은 이후 국가가 재발명한 가챠챠에서 이용되었다. 잉겔레어(Ingelaere) 역시
제노사이드 직후에 가챠챠가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종류의 비공식적 형태의 가챠챠는 크리스천 가챠챠로서 가톨릭교
도가 우세한 촌락에서 나타났다. 크리스천 가챠챠에서는 사제 또는 교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 법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교구민은 자신들이 저지
른 죄를 자백하도록 독려되었고 피해자와 지역사회 모두에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종교적 가챠챠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일단 죄를 고백하면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피해자와 다른 이들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
가 있다고 믿었다. 이런 점은 같은 전통적 법정인 코틀라보다는 역시 국가분
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델로 삼았던 남아프리카의 진
실화해위원회와 비견될 만한 것이다. 크리스천 가챠챠의 존재는 공식적 가
챠챠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해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 가챠챠에서는 신도들 사이의 경미한 분쟁들을 다루기도 했지만,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범죄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잉겔레어(Ingelaere)는 공식
적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르완다 정부가 이런 비공
식적인 가챠챠들을 묵인했다고 추측한다.120)

119) Ingelaere(200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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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공식적’ 가챠챠 법정의 공존은 가챠챠가
공동체 집회로서 공동체 성원의 필요에 의해 등장하는 면을 부각시킨다. 이
는 과도기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에서 비공식적 법정들이 활동적인 움직
임을 보였던 상황과 유사하다. 일반인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관의 부
재에도 공동체 성원이 스스로 가챠챠 법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가챠챠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르완다인이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가챠챠에 대한 믿음
이 넓은 범위에서 존재함을 조명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혹은 공동체의 성격
에 따라 조직되는 문화적 제도로서의 가챠챠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시사한
다. 한편 국가 주도의 제도화된 가챠챠와 비공식적인 가챠챠의 공존은 가챠
챠의 새로운 이원화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국가법정과 관습
법정으로서의 가챠챠의 이원화와는 성격을 달리하나 중앙집권권력이 담보
하는 정의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의 사이의 괴
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기도 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제도로서의 재판정과 공동체 법정 사이의 분절 현상은 후자의 국가
제도로의 종속으로 인해 둘 사이의 연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비연계성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공식적 가챠챠의 출현은
국가체제 안에서 다양한 의미의 지역적 수준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
능하지 않음을 주목하게 한다.

120) Ingelaere(200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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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공동체 법정의 변화와 지역적 정의
이 논문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관습법 및 관습법정’에
대한 서구식 고정관념을 법인류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
작하였다. 코틀라와 가챠챠 두 공동체 법정은 아프리카의 고유의 관습법정
으로 말해지나, ‘관습법 및 관습법정’은 식민지 시대 식민통치의 영향력 아
래 만들어진 것으로 식민통치와 서구 학자들에 의해 그 지역사회의 ‘전통’으
로 굳어진 바가 크다. 즉 이 만들어진 ‘관습법’과 ‘전통’은 식민통치의 결과
물로서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입장은 근대국
가 이전의 관행으로서의 관습법이 많은 사회에서 나타남은 부정하지 않으
나, 아프리카에서의 특정 식민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이원적 법체계의 고착
화와 독립 후 등장한 근대 국가의 거버넌스 양식이 두 법정의 구체적인 작용
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발전 양상이라는
도식적 관점보다 이 공동체적 법정의 정치적 맥락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
게 공동체 법정을 운영하였는가에 좀 더 중점을 둔다. 이런 접근법은 결과적
으로 지역적 분쟁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두 법정의 사례에서 ‘공동
체적 정의’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프리카의 지역 공동체 법정은 분쟁해결방식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공동
체 정의(community justice)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공식적 소송절차와는 상이한 연원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관습 법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
는 사회통제 방식들이 공존하고 병행되며 상호간에 제약하기도 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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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상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코틀라와 가챠챠는 식민지 시대 이
래 통치기구 또는 권력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각각 특수한 변화를 겪었다.
이런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는 공동체에 기반한 정의와 화평의 의미가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입증한다.
코틀라나 가챠챠와 같은 지역 공동체 법정은 지역사회의 권력과 사회관계
를 체화하고 반영한다. 전통적으로 코틀라는 추장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제
도로서 권위적 성격이 강했으며 가챠챠도 가구의 남성 연장자들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였다. 코틀라는 전반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중
시하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분쟁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이 제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기존 사회질서를 대변하는 기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 이후의 상
황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전면에 등장하여 지
역적 정의와 대립하고 이를 억압하는 정치구조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츠
와나에서는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츠와나인을 국가로 단결시키는 데 동원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과 흑인을 비롯한 여러 인
종 및 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에 비해 보츠와나는 츠와나라는 단일
종족이 주를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코틀라는 보츠와나가 아
프리카의 유일하게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우는 가운데 공동체적 분
쟁해결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인식되어 그 존재가 두드러지는 것이
다.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코틀라의 다른 위상은 사회정치적
인 맥락에 따라서 동일한 기원을 가진 공동체 법정이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챠챠는 르완다 제노사이드 사건의 형사처리
에 직면하여 국가가 동원한 참여적, 전통적, 공동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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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알려졌지만 그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챠챠
의 국가주도의 혹은 국가의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은 강하게 비난받고 있으
나,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가능성도 인정된다.
코틀라나 가챠챠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법정에서는 여성의 참여나 목소
리가 부재했다. 그러나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 마련된 가챠챠 법관에는 여
성이 포함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르완다 재건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챠챠 법
정을 넘어서 사회적 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
국의 코틀라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비판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 이는 아직 코틀라의 운영에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누구에
게나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보츠와나에서는 여성
추장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보다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역 법정은 좁은 의미의 분쟁해결제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포럼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 법정에서는 오늘날에
도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나 검사가 중심인물인 대심제도와 접목되지 않았다
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동체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참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명제가 통용되며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현재에도 관습법에 의거한 지역 법정은 이용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
다. 보츠와나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 코틀라
에서 치안 법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
다.121) 코틀라가 역사가 깊은 아프리카 고유의 민주적 전통의 발현으로 추
앙받고 있는 보츠와나에서 그 이용률은 매우 높다. 보츠와나에서 전체 사건

121) Otlhogile, op. cit., 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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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90%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아직까지 코틀라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이용률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편차가 나타나서 아직까지 결혼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촌락에서는 코틀라의 이용도가 높지만 여러 종족
집단이 섞여있어서 종족집단끼리의 결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도시에서
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이다. 더불어 교육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법전문가
가 아닌 재판관이 주재하는 코틀라 법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
향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법정은 사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법정이 위치되는 정치적 맥락은
그것이 실제로 성원들에게 이용되는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지역 법
정은 주로 소규모의 영토 또는 혈연적 집단에 근거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한
연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거쳐 국가 제도에 편입
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지역 법정의 의의는 더 큰 단위의 정치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역 공동체 법정은 국가와
지역 공동체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다. 코틀라와
가챠챠 모두 식민세력의 통제하에서 종속되고 주변화는 과정을 경험했고 독
립국가의 형성 이후 지속된 중앙권력의 사법 및 행정체계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권력의 통제가 약해진 시기마다 공동체
법정의 자율적 가능성은 커졌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든 부정적 결과를 가
져왔든 주민의 자치적인 분쟁해결방식이 실현되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 법정의 영향력의 확대 또는 제한은 식민지 시대 이후
국가법정(또는 식민법정)과 관습법정의 이원화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
문이다. 식민정부는 지역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자율성을 보장했
고 독립 후 서구법체계에 근간을 둔 국가는 필요에 의해 관습법정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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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오랜 관행으로서 묵인하였다. 지역 공동체 법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가는 근래에 올수록 국가는 이 관습법정을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식민정부로부터 독립국가의 정부에 이
르기까지 서구법에 근간을 둔 법정과 관습법정의 이원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원화된 법체계가 지속되는 상황에 내포되는 서구문명과 아프리카 지역
주민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법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 국가
가 가진 서구법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코마로프와
코마로프(Comaraoff와 Comaroff)는 인종, 계급, 종족, 종교 등이 상호교차하
는 중층적인 문화적 차이를 배경으로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에서
형사법적 정의와 문화적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
하고 있다.122) 여기서 형사법적 정의과 대립되는 문화적 정의는 지역적 수
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의 또는 공동체적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코마로프
와 코마로프는 아프리카 문화(혹은 관습)에 기반한 근대화는 서구법을 중심
으로 하는 합법성 개념이 존재하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시사한다. 지역
공동체 법정에 대한 서구의 평가를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이중적 시
선이 내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법정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미화되기도 한다. 이는 서구에서 아프리카가 가지는 이중
적 의미가 어떤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
는 대목이다. 예를 들면, 가챠챠를 대체적 사법절차로서 관심을 두는 대부분

122) Comaroff and Comaroff(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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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공동체 법정을 효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결과를 중시하여 그 실
용성에 따라 효용성을 평가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종종 대체적 사법절차로
서의 공동체 법정의 가치는 그 법정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이에 대해 지역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실천양상은 공식·비
공식 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합리적 법과 전통적 관습’의
대비나 국가의 제도와 공동체적 관행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의 확실성이 보
장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역 공동체 법정의 정치적 맥락은 공동체 법정을
이상적인 것/순수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경계하도록 한다. 지역 공동체 법정
에 대한 많은 비판적 논의들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법정이라 해서 실체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리카의 지역 공동체 법정을 축
으로 하여 서구식 소송제도의 대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보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몇 학
자들의 공동체 법정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현이라는 평가에는 성문법(국가
법)과 관습법의 갈등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 또는 공동체 성원들의 의도가
국가의 정책 방향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코마로프와 코마로프가 제기했던 문제는 또 다른 학
자인 윅스(Weeks)의 연구결과에서 일시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현재 관습법정으로 남아있는 지역 법정이 커뮤니티
안에 녹아 있어서 식민정부와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123) 이는 변화하는 정치적 맥락에 적응

123) Weeks(201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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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개념과 관행 그리고 공동체 법정을 구성하는
권위자 이외의 지역주민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가챠챠에 관
해서도 국가재판제도의 작동이 미비한 가운데 등장한 비공식적 가챠챠 법정
은 문화적 관행이 얼마나 유연한 적응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분쟁해결제도의 현실적 작용과 그에 대한 정치적 배
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서 분쟁해결을 비롯한 사회통제방식이
지역문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츠와나나 르완다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의 거버넌스와 법제도의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는
현재 복잡하게 전개되는 아프리카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국지적 분쟁해
결절차에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큰 맥락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논의하
는 코틀라와 가챠챠의 국지적 분쟁해결방식은 국가의 제도화된 사법체계에
종속되기도 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자율적 힘이 커지기도 한다. 이 두
공동체 법정의 사례는 변동하는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관행과 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갈등적 상황의 예방과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자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류학적 관점은 토착적 법제도를
선입견 없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인류학적 관점에 기반하는 이 논문
은 낯선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역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이
해와 존중을 도모하는 실용적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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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1)과의 핵협상이 타결되고 2016년 1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란에는 다시금 새로운 길이 열렸
다. 제재가 본격화된 시점은 2010년 이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979년 테헤
란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해
제 결정은 37년 만에 이뤄진 이란의 국제 무대 복귀라고 할 수 있다.2) 이러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2016년 가을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1) 독일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2) 양의석, 김아름(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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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세 변화로 인해 최근 성장에 목말라하던 기업들에게 이란은 새로운 기
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정부는 이러한 기
대에 화답하면서 자국 정상을 필두로 이란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란 대표단
을 초청하여 경쟁적으로 경협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3) 한국 역시 지난 5월
2일 대통령이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와 대통령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를 만나 양국간 협력 확대
를 모색하는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제재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양국간 협력 역시 새롭게 재개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의 기대에도 불구하
고, 이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
다. 이와 같은 한계는 현재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산업에도 적용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 법제의 변천 과정과 현황과 향후 개발 전략 등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전
략적 관점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양국간 석유가스 협력 추진에
서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란은 한국과 1962년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양국간
경제 협력은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70억 달러 이상의 교
역 총액을 기록하기도 했다.4) 중동 지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이란이 한

3)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국 또는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각각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 한국수출입은행(2016),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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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셋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자동차, 전자 기기,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건설기업에도 이란은 1975년 첫 진출
후 2010년까지 누적 수주액이 119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제재 이전까지 여섯번째
규모의 시장이었다. 반면 이란에 대한 직접 투자는 교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
했으며, 2015년 말 기준 투자 누적 금액이 약 5,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란에게 있어서 한국은 더욱 큰 비중을 가진 협력 대상국이다. 무역 협회
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이란에 열일곱번째 수출대상국이고, 수
입에서도 중국과 UAE에 이어 셋째로 많은 비중(약 9.5%)을 차지했다.5) 그
러나 이러한 상호 비중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은 제재를 통해 큰
타격을 받아 이전보다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 하겠다. 교역 총액을 예로 들
면,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5년 수치가 약 61억
달러(수출 37억 6,000만 달러, 수입 2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6)
이란에 대한 투자 진출 역시 제재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
들면서 2014년과 2015년에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7)
석유가스 산업에서의 양국간 교류는 지금까지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방향으로 이뤄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연간 1억 달러 규
모의 일부 석유제품이 한국이 유일하게 이란에 수출하는 석유가스 품목이
다.8) 투자에서도 이란의 대한국 투자는 물론이고,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
을 자랑하는 이란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5)
6)
7)
8)

한국무역협회(2016), p. 2.
한국수출입은행(2016), pp. 42~43.
한국수출입은행(2016), p. 44.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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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2015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93%(약 22억 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9)
그러나 원유 수입량 자체는 전체적인 교역량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기
점으로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다. 2011년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약 24만
b/d에 달하여 정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원유 수입 물량의 약 9.4%를 차지하
였다.10) 그런데 한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수입물량이 점차 감소하였
고, 2015년의 경우 절반인 약 12만 b/d을 기록하며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1%만을 차지한 것이다.11)
위와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이란의 경제 협력은 본격적인
경제 제재 발효 이전인 2011년에 최고 수준으로 이뤄지다가 제재를 통해 상
당히 축소되었으며, 석유가스 부문의 협력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재가 해제된 현 상황에서 이란 석유가스의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곧 전환될 것이다.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란산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와 관련
건설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례로 올해 5월의
대통령 순방에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의 수는 역대 최다인 236개에
달했다. 이란과의 석유가스 협력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는 한국 기업뿐만 아
니라, 전 세계 기업에도 해당된다. 아직까지 유효한 ‘미국 기업의 대이란 투
자 제한조항’12)으로 인해 진출이 막혀 있는 미국 석유 메이저들을 제외한

9) 한국무역협회(2016), p. 3.
10) 한국석유공사 통계(검색일: 2016. 8. 18).
11) 위의 자료.
12) 양의석, 김아름(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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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제재 해제 이전부터 이란에 대한 관심을 표
명하고 이란이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3) 본 연구는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킴으로써, 한국과 이란의 관련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
고,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가스 산업의 개발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한 뒤,
주요 국가와의 석유가스 협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간 상호 이해와 실질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Ⅱ. 이란의 석유가스 관련 법제
1. 초창기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
이란은 1960년 설립된 석유수출국 기구 OPEC14)의 창립회원국이다. 설립
당시 OPEC 회원국은 이란과 함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
수엘라 5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만큼 이란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
겠다. 그리고 중동은 전 세계에서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된 지역이다.
13) 정귀희, 임지영(2015), pp. 23~26.
14)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는 공동 대응을 통한 회원국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석유 수출 국가들이 모여 구성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비엔
나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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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47.3%를, 가스는 42.8%를 차지한다.15) 이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원유 채굴이
바로 이란에서 시작되었다. 1901년 영국인 윌리엄 다아시(William D ’Arcy)
는 이란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에 대해 60년간 유효한 채굴권을 당시 국왕으로부터
매입하였다.16) 그러나 상당 기간 탐사에 실패하던 중, 1908년이 되서야 남서
부 술레이만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채굴할 만한 유정을 발견하고 AngloPersian Oil Company(APOC)를 세워 본격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
다.17) 이 회사가 현재 석유 메이저 기업 중 하나인 British Petroleum (BP)의
전신이다. 당시 이란 국왕이 다아시와 체결한 계약은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APOC에 넘어가는 조광 계약(Concession Contract)18)의 일종으로
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훗날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9)
불공평하다고 비판받던 조광 계약의 조항들은 2차 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이란 정치에서 핵심 이슈였다. 1951년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던 모함마드 모
사데크(Mohammad Mosaddeq)는 총리가 되자 가장 먼저 Nine-point law를 통
과시켜서 AIOC의 석유 생산 시설과 생산물을 국유화하고 National Iranian Oil

15)
16)
17)
18)

BP(2016).
다니엘 예긴(1993), p. 224.
위의 자료, p. 241.
석유개발계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서, 개발 회사가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하
고 계약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면 생산물의 소유권과 함께 해당 광구에서의 탐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역시 보유하게 되어, 개발 회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계약 방식.
19) Mina(2004), “Oil Agreement in Iran”(검색일: 2016. 7.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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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NIOC)를 설립하여 이란 석유 산업을 담당하게 하였다.20) 모사데
크는 국유화에 이어 AIOC와 영국이 이란에 행사했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넘겨받고자 했지만, 영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란의 원
유 수출을 방해하였고, 국제 석유회사들 역시 힘을 합쳐 다른 산유국에서 원
유 생산을 늘리면서 이란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사데크
는 미국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동맹국인 영국과의 관계 및 자국 석유회사
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인접국인 소련에 의해 이란이 공산주
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하던 미국은, 자국이 수정
안으로 제시한 몇 차례의 제안을 모사데크가 거부하자 모사데크 정부를 전
복시키기로 결정한다.21) NIOC의 임원이었던 파르비즈 미나 (Parviz Mina)는
모사데크의 국유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
는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제안했던 ‘The Churchill-Truman Proposal’을 수용
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였으나, 그의 애국심에 따른 국유화 노력 자체는 높
이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였다.22)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던 모사데크는 결
국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축출되었고, 팔레비 국왕이
다시 권력을 되찾았다. 이로 인해 이란 석유가스 산업은 여전히 해외 기업
들, 특히 영국과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AIOC는 이란 이
외 지역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면서 1954년 BP로 개명하였다.
이란 정부와 NIOC는 지속적으로 해외 석유가스 기업들의 지배력을 축소

20) 위의 자료.
21) “CIA admits role in 1953` Iranian coup”(2013. 8. 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
aug/19/cia-admits-role-1953-iranian-coup(검색일: 2016. 6. 14).
22) Mina(2004), “Oil Agreement in Iran”(검색일: 2016. 7.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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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노력하였다. 1953년 국유화 시도가 좌절된 이후 1979년 이슬람 혁명
까지의 기간은, 각종 다양한 석유가스 계약 방식과 법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와 NIOC의 지분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23)
BP, Royal Dutch Shell, Total의 전신인 CFP, 그리고 5개의 미국 기업은 이란
정부와 Consortium Oil Agreement를 1954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 기
간이었던 1979년까지 생산물의 수익을 50%와 50%로 나누면서 사업을 운영
하였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기업들은 이란에 조금 더 유리한 방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확보하였다. 여기에는 이란 정부와 1957년과
1958년 각각 SIRIP Agreement와 IPAC Agreement를 체결하여 이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 진출한 이탈리아의 Eni와 미국의 Standard Oil Company of Indiana
이 포함된다. 자국 석유가스전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얻은 이란은 1965년
Joint–Structure Agreement를 다수의 기업과 체결하고 한결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기본적으로 생산으로 인한 수익을
이란과 해외 기업이 배분하는 일종의 생산물 분배 계약이라 할 수 있다.
1966년 NIOC는 Agency Agreement 방식을 도입하여 프랑스의 국영 석유
기업 ERAP와 계약을 체결하였고,24) 1974년에는 Risk Service Contract를 도
입하였다. 이 계약 방식들이 이전 계약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생산물 분배
계약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 방식이라는 것이다. [표 1]은 세 가지 대표적인
석유가스 개발 계약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란 석유가스 개발은 완벽하

23) 위의 자료.
24) “Iran Signs “Revolutionary” Contract Deal With French State Firm”(1966. 9. 2), https://mees.com/
opec-history/1966/09/02/iran-signs-revolutionary-contract-deal-with-french-state-firm/(검색일: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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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될 수는 없으나, 1951년까지 조광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1966년
까지 생산물 분배 계약 방식이 적용되다가, 1979년까지는 대체로 서비스 계
약 방식을 통해서 해외 기업과 협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 이
란은 수익 분배 등에 있어 해외 기업과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하였으나, 대체
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란은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지를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
이 부족하였고, 해외 기업들은 이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확보했던 것이다. 그
러나 이란에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자본 역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기업의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는 계약 방식의
변천을 통해 이란 정부와 NIOC의 지분 및 영향력 확대로 나타났다고 하겠
다. 그러던 중 1979년 일어난 이슬람 혁명은 다시 한 번 법제를 포함한 석유
가스 산업 전반을 뒤흔들었다.
표 1. 석유가스 개발 계약 종류

조광계약
생산물분배계약
(Concession)
(PSC)
∙ 계약자(석유사)는광구내E&P ∙ 계약자는 E&P활동 및 비
용부담
활동에 배타적 권리 보유
개념 ∙ 정부에 대한 의무이행 후 ∙ 계약자는 생산물의 일정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율을 정부에 납부한 후
나머지를 취득
처분권 보유
∙ (계약자 몫) 정부납부 생
∙ (계약자 몫) 조광권 로열티 산물 및 소득세를 뺀 나머
특징
및 소득세를 뺀 나머지
지
∙ (생산물 소유권) 계약자
∙ (생산물 소유권) 공동
∙ (계약자 수익성) 보통
∙ 미국, 캐나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
해당국 ∙ 영국 등 서유럽
남아
∙ 중남미 일부 산유국
∙ 서무, 동부 아프리카 산유국
구분

서비스계약
(Service Contract)
∙ 계약자는 E&P활동 및
비용부담
∙ 계약자는 생산량 또는
이익에 따라 service fee
수취(고정 또는 변동)
∙ (계약자 몫) Service Fee
∙ (생산물 소유권) 정부
∙ (계약자 수익성) 나쁨
∙ 중동 산유국
∙ 멕시코

자료: 한국석유공사(2014), p. 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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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석유가스 법제: 바이백(Buyback)
계약 방식
이란의 석유 계약 법제는 1979년 혁명 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계약 방식이 공존했던 과거와 달리, 1979년 혁명을
통해 새로이 제정된 이란 헌법 81조는 조광계약 체결과 해외 기업의 생산물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25) 이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혁명이 반팔레비
왕조, 반미국,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혁명으로 인해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된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는 1960년대에 이미 이란 내에서 시아파의 최고 종교지도자였는
데,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자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왕정 국가 이란(Imperial State of Iran)을 20세기에 유례가 드물었
던 신정일치 국가, 이슬람 공화국 이란(Islamic State of Iran)으로 탈바꿈시켰
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통해, 이란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계약
은 석유 생산물의 국가 귀속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
다. 이 방식은 서비스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 ‘바이백’26)이라는 별칭으로 불
리면서, 최근 IPC가 도입되기 전까지 이란 고유의 석유가스 개발 계약 방식
으로 운영되어왔다.
관련 헌법과 함께 현재 이란 석유가스 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1987년

25) Dr. Behrooz Akhlaghi Associates(2014), p. 3.
26) 본래 금융 기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개발자가 투자자에게 자산을 판매했다가 일정 시점
이 지난 후 되사기로 약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란 석유 개발에 적용되는 바이백 방식에서
는 해외 기업이 탐사와 개발을 마치고 난 뒤, 투자 설비와 자산을 이란 정부가 수령하여 생
산하고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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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석유법이다. 석유법 제2조는 석유 자원을 anfal27)의 일부로 규정하였
는데, 헌법 제45조가 anfal을 이란 정부가 소유하며 관리한다는 것을 명시하
고 있기 때문에,28) 모든 석유 자원은 이란 정부의 소유이며 부분적으로라도
해외 기업에 부여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공언한 것이라 하겠다. 이란 정부
는 석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자주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2년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FIPPA: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을 제정했다. FIPPA를 통해서 이란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를 증대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 상황을 안정
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FIPPA의 3조를 통해 ① 민간 부문 활동이 허용된 영역에 한정
된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와 ② 이란 정부나 정부 기관이 수익을 보증하
지 않는 조건으로 ‘민간 참여, 바이백, 그리고 건설·운영·양도(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분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29)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이백 계약 방식은 투자 기업에 불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30)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해외 투자기업과 이란 정부와의 석유
가스 개발 계약을 규정지어왔다.31)

27) 이슬람 용어로서 공동 소유물을 의미하며, 쿠란에 따르면 anfal은 알라와 선지자에게 속하
고 특정인에게 이전되거나 매매될 수 없음.
28) Shahri(2010), p. 120.
29) Atai(2015), p. 7.
30) Van Groenendaal and Mazraati(2006), pp. 3715-3716.
31) Atai(2015),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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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 1979~95년
1979년 처음 도입된 제1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은 1995년까지 채택되었다.
우선 이 방식은 탐사와 개발 작업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의 작업이 별개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이 탐
사를 수행하다가 성공하더라도 개발 단계의 사업권은 다른 기업에 넘어갈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생산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해당 유전은 이란
기업(NIOC 또는 NIOC의 자회사)이 접수하며 해외투자기업은 지분 취득이
제한되었다. 또한 투자 기업은 비용의 최대한도가 고정된 종합적인 개발 계획
을 수립할 책임이 있었고, 자사의 재량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
가 실제 비용이 상한 이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
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해외투자기업이
탐사에 성공하면, 개발을 거쳐 생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란 기업이 해당
지역 내 모든 시설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고 생산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해외
투자 기업은 생산물의 판매 매출액 일부를 계약된 기간(5년에서 7년)에 회수
하게 되는 구조였다. 1세대 방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해당 계약들이 새
로운 유전 탐사보다는 대부분 기존 유전에 대한 회수 증진 및 재개발 프로젝
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할 수 있다.32) 이 방식하에서 맺어진 계약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이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2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 1995~2003년
1995년부터 2003년 기간에는 기존 방식을 보완한 제2세대 방식을 기반으
32) Dr. Behrooz Akhlaghi Associates(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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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외투자기업과 이란 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
로는 해외투자기업이 탐사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해당 유전에서
이란 측 협력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개발 단계 역시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33) 그러나 두 업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개
발 사업 계약은 다른 투자 기업에 부여될 수 있었고, 이 경우 탐사 단계 수행
에 대한 수수료와 소요 비용만이 기존 투자 기업에 지급되었다. 추가적으로
해외투자기업은 이란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란 측 합작 기업에 기술
을 전수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이란의 자국 인력 활용 법안에 근거하여 상
당 부분 이란 인력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1세대 계약 방식과 달리
해외 기업에 이란 중앙은행의 보증이 부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2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해외투자기업에 불리하다고 비판받던
요소들이 완화된 측면도 있으나, 단순 광구 탐사 개발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를 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자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이란의 의도가 반영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 3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 2003~16년
제2차 개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1차 개정과 마찬가지로 해외투
자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
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해외투
자기업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자본지출비용 인정 상한선을 계약 시점
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18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산정하는 것으로
3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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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다는 것이다.34) 사실 바이백 계약 방식에서는 에너지 시장 및 환경
의 변화와 유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 계약 시점에서 추정하여
비용 상한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대부분 초과되기 마련이었고, 계약된 생산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외투자기업이 모두 부
담해야 했다. 이러한 해외 기업의 불만을 고려하여 2차 개정에서는 비용 상
한의 산정 시점을 연기하였고, 그 결과 개정된 제3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은
Open CAPEX(Capital Expenditure) 계약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35) 기
술 이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서 계약 자체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조항
(시점, 방식, 범위 등)이 포함되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란 측 협력 업체
와 해외투자기업간에 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고 이
를 시행하게 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비용 산정 및 환급과 수익률 산정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금융을 포함한 종
합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해외투자기업과 이란 측 협력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3세대 계약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투자기업이 대부분
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불리한 계약 방식이라는 비판에는 변함이 없었
으며,36) 2008년 철수한 프랑스의 Total 이후 최근까지,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지난 5월 다시 체결된 중국의 Sinopec과 CNPC와의 Yadavaran 및 North Azadegan
프로젝트 외에는 새롭게 투자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37) 이
란 내부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회의가 많은 방식이었다.

34)
35)
36)
37)

Dr. Behrooz Akhlaghi Associates(2014), p. 6.
위의 자료.
Khah and Amiri(2014), pp. 378-379.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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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anian Petroleum Contract(IPC)
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 방식, IPC
기존 바이백 계약 방식은 서비스 계약의 일종으로서 모든 탐사, 개발, 생
산 단계에서 주도권을 계약 주체인 이란 기업이 행사하기 때문에 최근의 저
유가 상황 같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한다는 위험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방식이었다. 더욱 치명적인 약점
은 바로 자본 지출 비용 인정에 있어 계약 시점 아니면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상한이 설정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증가한 비용을 투자 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계약 체결 역시 탐사부터 개발까지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산유국과의 계약에 비해 별개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상당했고, 고정된 수수료 때문에 비용절감 등의 유인이 적
고 계약기간도 짧아 수익성 보장이 어려운 것도 지적되었다.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적용된 제3세대 바이백 계약 방식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뚜렷하게 개
선되지는 않았고, 2008년 이후 해외 자본과 기술 도입에 아무런 역할을 다하
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이란 내부에서부터 석유가스 계약 방식
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란 석유부
는 2013년 기존 계약 방식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내부 검토와 외부 의
견을 반영하여 새로이 마련된 이란 석유 계약(Iranian Petroleum Contract:
IPC) 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2015년 11월 테헤란에서 공개하였다.
이란 석유부 소속 메흐디 아살리(Mehdi Asali) 박사는 IP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였다.38) 첫째로는 7년 정도에
불과했던 기존 바이백 방식에서의 투자비용 회수 기간이 IPC하에서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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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확대되었는데, 필요한 경우 5년을 다시 연장하여 최대 25년 동안 투
자비용회수가 가능하게 된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그는 자본지출비용에
대한 상한 적용이 폐지되어,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
을 수 있게 된 것을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기업이 사전 합의된 목
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기존 바이백 계약 방식에서와 달리 추가
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는 것이 셋째 주요 개선 사항
이라 밝혔다. 새로운 계약 방식이 적용될 경우, 해외투자기업은 계약 시 명
시된 최소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석유 및 콘덴세이트는 배럴당, 천
연가스는 1,000세제곱피트당 추가적인 인센티브 수입을 얻게 된다. 이 수입
은 현금 또는 석유가스 생산물의 형태로 지급된다. 2015년 11월 공개된 IPC
의 기본적인 틀에 따르면, 이외에도 투자 기업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조항들
이 포함되어있다. 우선 해외투자기업이 탐사 단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할
가치가 있는 석유가스를 발견한다면, 개발과 생산 단계의 사업자로서 자동
적으로 권리가 부여된다.39) 이는 각 단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까지 관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해외투자기업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
게 하는 변화이다. 또한 지급되는 수수료를 더욱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당 석유가스전을 생산단계에 이르는 즉시 지급하게 하
였다. 마지막으로 탐사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광구를 동일한 조건으로 탐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지만, 이는 지

38) Asali(2016).
39) “Iran Petroleum Contract Bill: risks and benefits for foreign investors”(2015. 11. 20), http://en.
trend.az/business/energy/2458755.html(검색일: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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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40)
이렇듯 투자 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정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IPC는 기존
바이백 계약의 변형일 뿐이며 여전히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이기 때문
에 다른 산유국의 계약 방식에 비해 해외투자기업에 불리한 방식이라는 비
판 또한 만만치 않다.41) 새로이 도입될 IPC하에서도 모든 석유가스 생산물
은 여전히 이란 정부가 소유하며, 투입되었던 모든 장비, 건물, 구조물, 설치
물 등이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란 정부의 소유로 전환(Buy
back)되어 이란 석유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 및 환급
에 있어서도 투자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있다. 투자기업이 부담한
자본지출비용, 간접비용, 금융비용, 운영비용은 실제 환급 시, 석유가스 생산
물 시장 가격의 50%를 한도로 하여 산정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투자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불만 요소 중 하나였던 자본지출비용의 상한은
폐지하였으나, 이란 정부 입장에서 석유가스의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은 해
외투자기업과 분담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라 하겠다. 또한 IPC는 기존의 바
이백 계약 방식보다 기술과 노하우 전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해
외투자기업은 개발과 생산의 전 과정을 통해 NIOC가 지정하는 협력 업체와
약정을 맺어 운영에 참여시키면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할 의무가 있으며, 이란의 협력 업체 역시 해외투자기업의 규칙과 방침을 준
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0)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41) “Iran Petroleum Contract Bill: risks and benefits for foreign investors”(2015. 11. 20), http://en.
trend.az/business/energy/2458755.html(검색일: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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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C 도입 관련 전망
2015년 11월 공식적인 IPC의 기본 구조는 공표되었으나, 세부적인 적용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원래 2016년 2월 런던에서 콘퍼런스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
는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그간 바이백 계약 방식의
한계로 인한 저조한 해외 투자 유치 실적과 생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IPC로
의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초대
지도자 호메이니를 계승하여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메네이
역시 개방과 개혁보다는 기존 질서의 유지 및 확립에 더욱 중점을 두는 보수
강경 세력의 지도자이며, 이들의 정치적 정당성은 팔레비 왕정과 외세에 대
한 배격을 기조로 하는 1979년 이슬람 혁명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국제 협력 무대에서의 배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함
으로써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이란 경제의 회복을 희망하기보다는,
외국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는 IPC를 포함한 이러한 개방 정책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대표
적인 세력이라 하겠다.42) 이에 반해 현재 이란의 2인자인 대통령 하산 로하
니는 급격한 개방은 지양하나 점진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42) “What’s Fueling Opposition to Iran’s New Oil Contracts?”(2016. 5. 30), http://www.iran-bn.
com/2016/05/30/whats-fueling-opposition-to-irans-new-oil-contracts/(검색일: 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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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란 행정부가 가진 이러한 열망의
일환으로 기존 바이백 계약 방식을 개편하여 새로운 IPC를 도입한 것이고,
그에 따른 해외 자본과 기술 유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입
장에서는 다행히도 2015년 7월 핵개발 의혹 관련 협상이 타결되고 2016년
1월 제재가 대부분 해제되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걸림돌이 해소되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수 강경세력과 로하니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
의 정치적 대립이 최근 중도세력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2016년 2월 말 치러진 총선을 통해서 중도 개혁파가 압승을 거뒀고, 4월 말
의 결선 투표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중도 개혁파는 약 50%, 보수 강경파는
약 30%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그동안 제
재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어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경
제 회복에 대한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이란 행정부의 국제무대 편입 노력과 경제 개발 정책은 당
분간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와 관련한 양 진영의 대립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란 석유부와 NIOC의 주도로 이미 발표한 IPC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도, 보수 강경세력은 해외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과 결정권을 가
져다주는 계약 방식이라는 비판을 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
다.43) 또한 이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혁명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가 IPC의 실행과 적용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44) 반면 보수 강경세력의 이와 같은 비판은 IPC에서 규정
43) “Oil Contracts Generally Only Profiting Foreigners”(2016. 2. 20), http://en.mehrnews.com/news/
114601/Oil-contracts-generally-only-profiting-foreigners(검색일: 2016. 7. 4).

3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하고 있는 조건이 해외투자기업에 생산물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nfal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45) 그리고 IPC 계약 체결 자체가 외국 정부와의 국제 협약이 아니
기 때문에 IPC의 기본적인 틀은 단지 행정 명령이고, 이의 적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닌 오직 행정법원(Court of Administrative
Justice)뿐이라는 견해도 있다.46) 이렇듯 상충되는 입장의 충돌은 그간 드러
나지 않고 이란 정부 내에서 조정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측의 의견이 반
영된 IPC 수정안을 부통령인 에샤크 자한기리(Eshaq Jahangiri)가 이끌고 있는
저항 경제 추진 본부(Resistance Economy Command Headquarters)가 승인하였
고,47) 다시 행정부가 이를 추인한 뒤,48)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를
비준하여 확정되었다.49) 확정된 IPC의 세부 내용은 2017년 1월 말 테헤란에
서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50) NIOC 회장 알리 카도르 (Ali
Kardor)는 IPC를 적용할 첫 번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입찰을 10월 중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상황이다.51)

44) “What’s Fueling Opposition to Iran’s New Oil Contracts?”(2016. 5. 30), http://www.iran-bn.com/
2016/05/30/whats-fueling-opposition-to-irans-new-oil-contracts/(검색일: 2016. 7. 5).
45) 위의 자료.
46) 위의 자료.
47)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48) “Iran’s Cabinet Approves New Amended Oil and Gas Contracts”(2016. 8. 3), http://www.tehrantimes.
com/news/404935/Iran-s-cabinet-approves-new-amended-oil-and-gas-contracts(검색일: 2016. 8. 10).
49) “Iran Parliament Endorses New Oil Contract”(2016. 9. 17), http://www.presstv.ir/Detail/2016/
09/17/485108/Iran-oil-contract-foreign-investment-IPC(검색일: 2016. 9. 20).
50) “Iran to Launch New Upstream Oil and Gas Contracts in January”(2016. 9. 6), http://www.
platts.com/latest-news/oil/dubai/iran-to-launch-new-upstream-oil-and-gas-contracts-26538802(검
색일: 2016. 9. 20).
51) “Iran Parliament Endorses New Oil Contract”(2016. 9. 17), http://www.presstv.ir/Detai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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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 개발전략
1.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
이란은 석유의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전체적인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9년부터 5년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Five-Year
Development Plan)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현재는 6번째 5개년 계획(2016년
3월~2021년 3월)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과거 5차례의 계획 실행은 그리
성공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는 자
력에 의한 성장을 추진해왔던 이란의 경제 정책과,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강
화된 경제 제재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서는 바이백 계
약 방식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저조한 해외 기술 도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 6차 계획의 전반적인 조항은 2015년
6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직접 발표하였다. 총 8개 부문에 걸쳐 8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전체적으로 3개의 가치(저항 경제, 과학 기술 개발, 우수
한 문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52) 저항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굳건하게 경
제 구조를 구축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 8%의 경제 성장과 공공 부문과 금융 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동시에 과학 기술 발전과 자주 국방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이슬
람의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문화적 탁월성을 함양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러
09/17/485108/Iran-oil-contract-foreign-investment-IPC(검색일: 2016. 9. 20).
52) “Iran’s 6th Development Plan; Upgrading the Defense and Deterrence”(2015. 7. 11), http://theiran
project.com/blog/2015/07/11/irans-6th-development-plan-upgrading-the-defense-and-deterrence/
(검색일: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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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은 특히 2016년 1월 제재가 해제되면서 석유가스 부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로 막혀있었던
해외 기업과의 협력 재개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 것이고, 해외 투자자에게
도 이란의 엄청난 석유가스 매장량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에 맞춰 이란 정부
가 대규모의 개발 및 해외 투자 유치 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제 보좌관 마수드 닐리(Masoud Nili)는 제6차 개발 계획 80개 조
항 중에서 석유가스와 관련된 조항으로 9개를 지목하였다.53) [표 2]는 9개
조항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6차 계획하에서의 이란의 석
유가스 정책은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참여를 독려하면서 가스 개발
역시 가속화하여,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석유가스 산업이 더욱 많이 기여하
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석유가스 개발에 있어 카타르와
같이 타국과 공유하고 있는 석유가스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
하였다. 현재 이란 정부가 준비한 제6차 계획안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
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54)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Ali Larijani)는 지난 6
월 공식 인터뷰에서 의회가 경제를 현재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제6
차 계획이 신속하게 최종 승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55) 그리고 지

53) Nili(2015), pp. 12-20, http://en.nioc.ir/Portal/File/ShowFile.aspx?ID=fe0daf1a-7e2b-4187-81acfcb2edcc3ad4(검색일: 2016. 7. 18).
54) “In Order to Ratify the 6th Development Plan, Experts are involved”(2016. 9. 14), http://www.
icana.ir/En/News/308968(검색일: 2016. 9. 20).
55) “Will new 5-Yr Plan solve Iran’s Economic Problems?”(2016. 6. 13), http://www.iran-bn.com/
2016/06/13/will-new-5-yr-plan-solve-irans-economic-problems/(검색일: 2016. 7. 20).

∙ 402

이란 석유가스 법제와 개발전략

난 2월 총선 결과 로하니 대통령의 개혁 개방 기조를 지지하는 중도 세력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법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안이 채택되어도,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확고한 의
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이 지적되고 있다.56)

표 2. 제6차 개발 계획 중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된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8항

필요 유인을 제공하여 해외투자기업과 해외 이란 자본의 투자를 유치

제10항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수출 증대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석유가스 수출
수입의 30%를 국가 개발 기금에 적립

제12항

민간 기업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되, 소유권
은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국가에 귀속

제14항

국제 석유가스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석유
가스 생산 역량을 유지하고 개발

제15항

국영 기업이 유전에 수반되는 가스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허용

제17항

석유가스 산업의 상류와 하류 부문 모두에 걸쳐 지식 기반 기업이 육성되어
외부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

제18항

지속적으로 석유가스 회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

제60항

저항 경제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 시장에 진입하고 기술을 습
득하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주력

제66항

민간의 투자와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보장하는 효과적
인 사법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

자료: Nili(2015), pp. 12-20, http://en.nioc.ir/Portal/File/ShowFile.aspx?ID=fe0daf1a-7e2b-4187-81acfcb2edcc3ad4(검색일: 2016. 7. 18); NIOC(2015), pp. 7-11, http://en.nioc.ir/Portal/File/Show
File.aspx?ID=df14f086-5eee-4b84-ab95-814ae81e31ad(검색일: 2016. 7. 18~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5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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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가스 산업 투자계획 및 개발전략
가.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 부문
제재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란이 2015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공표하
고 있는 사항은 바로 제재 이전 세계 석유 공급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되찾겠
다는 것이다. 이는 각 회원국의 생산량이 할당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석유 공급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OPEC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생산량 및 수출량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란의 의도가 반
영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제재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1년
이란은 원유와 콘덴세이트를 합쳐 약 430만 b/d를 생산하고 약 260만 b/d를
수출하였다.57) 그런데 제재가 본격화된 2013년에 이 수치는 각각 약 320만
b/d와 약 130만 b/d까지 축소되었다.58)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란은, 제재
해제 이후 즉각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속적으
로 표현해왔다.59) 그러나 골드먼삭스나 바클레이즈와 같은 투자 기관들은
이러한 증가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고,60) 미국 에너지 정
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역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제
재 이전 수치로 복귀하는 것은 2017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IEA의 이같은 전망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57)
58)
59)
60)

EIA(2014), p. 11.
위의 자료.
신상윤(2016), pp. 6~10.
“Iran’s Oil Market Return Not Yet Fulfilling Grand Promises”(2016. 3. 3), http://www.bloomberg.
com/news/articles/2016-03-03/iran-s-oil-market-return-not-yet-fulfilling-grand-promises(검색일:
2016. 6. 15).

∙ 404

이란 석유가스 법제와 개발전략

그림 1. 이란 원유 생산 전망(2016~17년)
(단위: 백만 b/d)
원유 생산 전망치 범위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1월-11일

1월－12일

1월－13일

1월－14일

1월－15일

1월－16일

1월－17일

자료: EIA(2016),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24592(검색일: 2016. 7. 11).

이와 같은 부정적 예측과 달리, 2016년 5월 기준으로 이란은 이미 약 440
만 b/d61)와 약 260만 b/d62)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과 수출량을 기록
하였다. 따라서 절대량 기준으로는 제재 이전의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회복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현재 달성한 위치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NIOC의 국제 협력 임원 모센 감사리(Mohsen Ghamsari)는 2016년 7월
인터뷰에서 이란의 목표가 2021년 원유 480만 b/d와 콘덴세이트 100만 b/d
생산이며, 수출은 원유와 콘덴세이트 합쳐 400만 b/d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

61) “Iran’s oil output surpasses 3.8 million barrels per day”(2016. 6. 14), http://en.trend.az/business/
energy/2545702.html(검색일: 2016. 7. 6).
62) “Iran’s oil exports have tripled since late 2015”(2016. 6. 16), http://money.cnn.com/2016/06/
16/investing/iran-pumping-lots-more-oil-sanctions/(검색일: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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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63)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 증대에는 추가적인 자본 투자와 최신 회수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란의 이와 같은 계획을 달성
하기 어려운 목표로 간주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가스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국제
가스 시장에서 이란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EIA에 따르면 2012년 이란
의 가스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의 1% 미만에 불과했다.64)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가스전 탐사 및 개발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가동하는 생산 시설들도
상당수가 노후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가스가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2/3를 담당하면서 수출의 여력이 없게 된 것이 작용하였다. 그리
고 국내 수급에 따라 조금이나마 여유분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액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가스 교역에서 오직 파이프라인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란 가스 산업의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BMI
에 따르면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은 2015년 약 185Bcm이었는데, 2025년까지
큰 증가 없이 약 220Bcm으로 유지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65) [그림 2]는 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란의 가스 산업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전망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바이백 계약 방식의 한계, 그
리고 경제 제재 등을 위축의 원인으로 간주한다.66) 또한 LNG 수출을 위한
액화 설비 건설은 1~2년이 소요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 역시 이

63) “Iran Aims To Double Oil Exports, These Are The Hurdles”(2016. 7. 11), http://oilprice.com/
Energy/Energy-General/Iran-Aims-To-Double-Oil-Exports-These-Are-The-Hurdles.html(검색일:
2016. 7. 15).
64) EIA(2014), p. 28.
65) BMI(2016), p. 24.
66) EIA(201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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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즉각적인 가스 생산 증대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환기해 준다.

그림 2. 이란 가스 생산 전망(2014~25년)
(단위: B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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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I(2016), p. 25.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제재 해제를 맞아 해외자본
과 기술 유치를 늘리며 탐사, 개발 및 생산을 큰 폭으로 확대함으로써, 막대
한 천연가스 매장량에 걸맞는 생산 및 수출국가로 탈바꿈하려 한다. 제재 해
제를 위한 핵협상이 타결된 후인 2015년 8월, National Iranian Gas Company
(NIGC) 회장 하미드 레자 아라키(Hamid-Reza Araqi)는 2019년 천연가스 생
산은 110Bcm 정도 증대되어 300Bcm에 달할 것이며, 10Bcm 정도인 천연가
스 수출은 2021년 약 66Bcm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67) 그리고 이란의

67) “Gas export goal in Iran’s 6th Development Plan”(2015. 8. 31), http://en.trend.az/business/
energy/2428634.html(검색일: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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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이 2020년에는 약 331Bcm에 이를 것이라는 외부 에너지 연구
기관의 전망도 있었다.68)
위와 같은 석유가스 생산 증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란은 제재가 해
제된 이후로 신속하게 해외투자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중이다. 특히 석
유가스 상류 부문, 즉 탐사, 개발 및 생산 부문에 있어서 NIOC 회장 Kardor
는 2016년 1월부터 23개 해외기업과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협력을 진행하
고 있으며, 2016년 7월 기준으로 11건의 투자 양해 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69) [표 3]은 이 계약
들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중국 Sinopec과 CNPC가 참여하는 Yadavaran과
North Azadegan 프로젝트는 새로운 IPC하에서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바이
백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Zarubezhneft와 프랑스의 Total이 각각 West Paydar와 South Azadegan 유전
에 대하여 평가 및 연구 관련 MoU를 맺음으로써 향후 IPC를 통한 각 프로
젝트 계약 체결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70)

68) Damianova(2015, p. 21, 재인용).
69)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70)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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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상류부문 협정 체결 현황

이란기업

해외기업(국적)

협정 체결 내용

체결일자

NIOC

Lukoil(Russia)

600만 달러 규모의 Khuzestan 지방
석유가스 탐사 계약

NIOC

Total(France)

South Azadegan 개발계획 수립 관련 MoU

2016. 3. 24

Iran
(Government)

India
(Government)

Farzad B 개발 관련 MoU

2016. 4. 9

NIOC

WinterShall
(Germany)

이란 서부지역의 4개 매장지
평가 작업 관련 MoU

2016. 4. 12

Razavi
Oil&Gas
Development

Saipem(Italy)

이란 북동부 지역의 60Bcm 규모의
Toos 가스전 개발 관련 MoU

2016. 4. 12

NIGEC

Enel(Italy)

천연가스 및 LNG 부문 기반시설에 대한
NIGEC와의 잠재적 협력 관련 MoU

2016. 4. 12

NIOC

OMV(Austria)

Band-e-Karkheh, Cheshmeh Khosh 등 이란
2016. 5. 5
서부지역 매장지 평가에 대한 MoU

NIOC

CNPC(China)

North Azadegan 2단계 개발에 대한
바이백 계약

2016. 5. 17

NIOC

Sinopec(China)

Yadavaran 2단계 개발에 대한
바이백 계약

2016. 5. 17

Petropars,
PSEEZ
NIOC

Stinnes Interoil
Pars3 지역 개발 관련 MoU
Italia Srl(Italia)
Zarubezhneft
(Russia)

West Paydar, Aban 매장지 연구 관련 MoU

2016. 1. 25

2016. 6. 11
2016. 7. 1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p. 56 인용.

카도르는 2016년 3월, 생산 증대를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71) 그는 6차 개발 계획대로 석유가스를 증산하기 위
71) “Development Projects to Continue Despite of $18 p/b Oil”(2016. 3. 1), http://www.shana.ir/
en/newsagency/256100/Development-Projects-to-Continue-Despite-of-18-p-b-Oil(검색일: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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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류 부문에 약 1,000억 달러를 새로이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상
류부문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이란 국가 개발 기금으로 약 140억 달러,
금융 지원이 포함된 일괄 수주 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Financing contracts)을 통해 약 100억 달러,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조달
을 통해 약 80억 달러,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약 120억 달러, NIOC의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여 약 3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
약 250억 달러는 IPC를 통해 해외 석유가스 기업들로부터 자본 투자를 유치
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석유가스전에 대해서는 석유부 장관 잔가
네가 2015년 11월, 총 52개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향후 해외투자기업
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72) NIOC에 따르면 그중에서 43개의 프로젝
트는 IPC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다.73) [표 3]은 이 프로젝트들을 보여준다. 43개 중에서 새로이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24개이고, 나머지 19개는 기존 생산 석유가스전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회수율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이들은 28개
의 유전과 15개의 가스전으로 구성된다.

72) “Tehran Presents New Model for Oil-Development Contracts”(2015. 11. 28), http://www.wsj.
com/articles/tehran-sweetens-terms-of-oil-development-contracts-to-attract-post-sanctions-investm
ent-1448728470(검색일: 2016. 7. 24).
73)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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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PC를 적용하여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석유가스 프로젝트

신규개발 프로젝트
(Greenfield Projects)
유전

1 South Azadegan

기존 프로젝트
(Brownfield Projects)

가스전

12

South Pars
[Phase 11]

유전

25 Ab-Teymour

38 Dalpari

2 South Pars Oil Layer 13 Farzad-A

26 Ahwaz-Bangestan 39 Naft Shahr

3 Changuleh

14 Balal

27 Mansuri-Bangestan 40 Sumar

4 Darquain [Phase3]

15 Kish

28 Foroozan

5 Golshan & Ferdowsi 16 North Pars

29 Soroosh

6 Jufair

17 Golshan & Ferdowsi 30 Norooz

7 Sepehr

18 Khami Fields

42 Tang-e-Bijar
43 Ilam refinery

19 Aghar

32 Salman

9 Sohrab

20 Halegan

33 Aban

10 Band-e-karkheh

21 Sefied-Baghoun

34 Paydar

11 Arvand

22 Sefied-Zokhour

35 West Paydar

23 Dey

36 Danan

Karun-Bangestan
& NGL-1700

가스전

31 Dorood

8 Susangerd

24

41 Dehloran

37 Cheshmeh-Khosh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p. 56 인용.

이란은 이와 같은 계획과 전략 실행을 통해서, 석유가스 산업의 경제에 대
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매장량에 걸맞도록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고자 한다. 동시에 석유가스 산업에서 얻게 될 수익과 향상될 기술을 활용
하여 비석유가스 분야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전체 경제에서 석유가스 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의 과정에서 석유가스 상류 부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가적

4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으로 석유가스 하류 부문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제 부문에서 이란의 투자 계획과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석유가스 정제 부문
이란의 2016년 기준 정제시설 용량은 196만 b/d에 달하며,74) 이는 세계에
서 약 10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란은 풍부한 원유 매장량과 정제 시설
을 보유한, 전통적인 석유제품 순수출국이었으나, 가솔린만은 국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현재 86% 정도의 완공률을 보
이는 Persian Gulf Star 정유 공장이 향후 완공되면, 급격한 수요 증가가 발생
하지 않을 경우 국내 가솔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75) BMI에 따르면 2018년 이란 정제 시설 용량은 235만 b/d 정도로 확대
되겠으나, 이 수치는 2025년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
다.76) 반면 정제시설 용량 대비 석유제품 생산량을 나타내는 정제시설 가동
률은 2018년 83.1%에서 2025년 87.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림 3]은 이와 같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74) BMI(2016), p. 29.
75) BMI(2016), p. 31.
76) BMI(201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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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란 정제 시설 용량 및 석유 제품 생산 전망(2014~25년)
(단위: 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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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I(2016), p. 30 인용.

그러나 외부 연구기관이 제시한 이와 같은 보수적인 전망과 달리, 이란 정
부는 석유가스 생산 확대 계획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정제 시설 용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원유 및 콘덴세이트 정제를 6차 개발 5개년 계획의 핵
심 부문으로 선정하면서 이와 같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National Iranian Oil Refining and Distribution Company(NIORDC) 회장 압바
스 카제미(Abbas Kazemi)는 2016년 6월 인터뷰에서 자국 정제시설 용량을
2020년 약 320만 b/d로 증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77) 또한 그는 약 140억
달러를 투입하여 Isfahan, Tabriz, Tehran, Bandar Abbas, Abadan의 정제 시설
을 현대화하여 생산될 석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할 예정이며, Abadan 시설은
77) “Iran Plans Oil-Refinery Expansion to Cut Gasoline Imports”(2016. 6. 12), http://www.bloomberg.
com/news/articles/2016-06-12/iran-to-cut-gasoline-imports-with-14-billion-refinery-expansion(검
색일: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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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계획이나 다른 시설에는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표 5]는 현재 이란이 공개한 신규 정제 시설 건설 프로젝트들
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중에서 Persian Gulf Star를 제외하면 다른 프로젝트
들은 모두 건설 초기 단계 또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들이 모두 완공되었을 경우 약 150만 b/d의 용량이 추가
되겠으나, 투자 유치나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인해 BMI와 같은 외부 연구
기관은 근 시일내 완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
성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추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
유가스 플랜트 업계에는, 이란의 이러한 투자 확대와 건설 발주 계획이 절호
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2016년 2월 석유부 장관 잔가네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
설에 약 500억 달러,78) 정제 시설 신설, 확장 및 개선을 위해 약 200억 달러
등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79)
표 5. 이란의 석유 정제 시설 건설 계획

NIORDC가 공개한
진행 상황
2016년 중반 1단계
설비가 가동 예정

정제 시설

용량(b/d)

Persian Gulf
Star

360,000

Hormuz

300,000

발주 계약 체결

Pars(Shiraz)

120,000

기본설계 19%,
총 공정률 2.9%

세부사항

가솔린 생산에 중점
Soroush, Norouz, South Pars 지역
원유(중질유/초중질유) 이용
2009 Euro-V 기준 충족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South Pars
지역 가스 콘덴세이트 이용

78) “Zanganeh: Petrochem sector needs $50b investment”(2016. 2. 14), http://www.irna.ir/en/News/
81962767/(검색일: 2016. 7. 20).
79) “Zanganeh: Iran Oil Industry Needs $200b Development Investment”(2016. 2. 9), http://en.farsnews.
com/newstext.aspx?nn=13941120001283(검색일: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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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정제 시설

용량 (b/d)

NIORDC가 공개한
진행 상황

세부사항

Kermanshah
(Anahita)

150,000

발주 계약 체결단계이며
기본설계 진행 중

민간 기업이 개발할 예정이며
North Dezful, Naftshahr, Male
Kooh 지역 원유 이용

Tabriza
(Shahrlar)

150,000

기본설계 43.8%
총 공정률 2.35%

Euro-5 가솔린 생산을 목표로
하며, North Dezful, Maroon,
Kashagan 지역 원유 이용

Khuzestan
(Abadan)

180,000

기본설계 25%
총 공정률 1.02%

Azadegan, Yadavaran, Jofeir
지역의 원유 (중질유) 이용

Caspian
(Golestan)

300,000

예비 타당성조사가
계획되어 있음

인근국가 수출을 목표로 함

자료: BMI(2016), p. 33 인용.

다. 석유가스 수송 인프라 부문
앞서 이란이 국제 가스 시장에서 미미한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급증하는 국내 소비, 수송 인프라의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란은 석유가스 상류와 하류 부문을 확
장하는 가운데 석유와 가스 수출 모두를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석유
수출에서는 수송 인프라의 부족보다 생산량 증대 자체가 더욱 근본적인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을 이용하는 방식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는 방식으
로 이뤄지는 석유 수출은 현재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란은 지난 2016년 6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80) 이는 이란의 내

80) “Iran’s pipeline politics reaches Iraqi Kurdistan”(2016. 6. 29), http://www.al-monitor.co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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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 송유관은 25만 b/d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수입될 원유는 이란 북부의 정유 공장에서 소비될 예정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남부의 유전과 소비가 집중되는 북부를 이어주는
송유관의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적 차원에서 에너지 통합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 쿠르드 자치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터키 지역으로 수출되는 원유
거래가 이라크 중앙정부를 거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란에 직접 판매가 가
능한 해당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원유 파이프라인과 관련
하여, 이란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유럽 수출을 위해 이집트의 송유관을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부는
이란 기업이 수메드(SuMed: Suez-Mediterranean) 파이프라인을 통한 홍해에
서 지중해로의 원유 수송을 허가하였다.81) 이로써 이란은 수에즈 운하와 수
메드 파이프라인 모두를 통해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6년 6
월 수출량이 약 58만 b/d에 달하면서 현재 제재 이전 수출량을 대부분 회복
한 상황이다.82)
석유와 가스 모두에 해당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란은 특히 가스 수출
에 있어서 매장량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83) 이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유와 달리 수송 인프라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된다. 향후 가스 생산량이 목표만큼 증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
originals/2016/06/iran-kurdistan-regional-government-pipeline-energy-deal.html(검색일: 2016. 7.
22).
81) “Egypt SuMed pipeline accepts Iran oil”(2016. 4. 30), http://en.mehrnews.com/news/116219/
Egypt-SuMed-pipeline-accepts-Iran-oil(검색일: 2016. 7. 22).
82) “Iran oil exports on track for 4-1/2-yr high as European buying recovers–source”(2016. 6. 14),
http://www.reuters.com/article/iran-oil-exports-idUSL4N1962LE(검색일: 2016. 7. 22).
83) Khajehpou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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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로와 수송 수단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란의 가스 수송 인프라 확대 전략은 파이프라인 확충과 액화 시설 건설로
구성된다. 우선 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 현재 인접국가와 연결된 부분 이외
에는 남부의 가스전과 북부 소비 지역을 연결하는 수송관을 위주로 구성되
는데, 향후 해외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국내 소비를 위한 파이프라인 모
두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IGC의 전략 담당 임원 하산 토르바티
몬타제니(Hassan Torbati Montazeri)는 2016년 5월 있었던 인터뷰에서 관련
방침을 공개했다.84) 그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5년 동안 약 150억 달러를 투
자해서 약 5,0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이란 내에 건설하여 내수를 충족
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약 27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를 위해 2025년까지 약 560억 달러가 소
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외 투자 유치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란은 인접국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수송
은 편중되어서, 수출의 대부분은 터키로 건너가고 수입의 대부분은 투르크
메니스탄에 의지하고 있다.85) 반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으로는 전체
수출량의 10% 미만이 건너가고,86) 이라크와는 현재 교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이란과 이라크 정부는 향후 10년간 이란의 천연가

84) “Iran’s gas ambitions grow”(2016. 5. 24), http://www.azernews.az/news.php?news_id=97078&
cat=region(검색일: 2016. 7. 26).
85) EIA(2014), pp. 28-29.
8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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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이라크로 수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란 내 가스관은 이라
크로 수송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이라크 측 치안 불안 해소를 기다리고 있
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약 270km에 달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의
수송물량은 첫 단계로 약 4MMcm/d에서 시작하여 향후 약 25MMcm/d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최대 35MMcm/d까지 수송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87) 또한
이란은 2001년 터키와 개통한 약 2,500km 길이의 타브리즈-앙카라(Tabriz–
Ankara) 파이프라인 외에, 페르시아(Persian) 파이프라인을 구상한 바 있다.
총 3,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이란의 천연가스 약 110MMcm/d를 터키를 거
쳐 유럽으로 수송할 계획이었던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2010년 터키와 이
란 간 건설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제재 해제와 맞물려 유럽에 대
한 가스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이미 설치된 트랜스 아나톨리
아 파이프 라인(TANAP: Trans Anatolian Pipeline) 활용도 고려하지만, 중단
되었던 페르시아 파이프라인 건설 역시 재고하고 있다.88)
이란은 현재 연결되지 않은 파키스탄, 인도, 오만과도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과는 지난 2009년에 1,8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Iran-Pakistan Pipeline) 건설에 협의하고 2014년부터 천연가스를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파키스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가스관 건설
지연과 미국의 반대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89) 그러던 중 2016
87) “Iran says ready to start Iraq gas exports”(2016. 7. 25), http://www.presstv.ir/Detail/2016/07/25/
476912/Iran-says-ready-to-start-Iraq-gas-exports(검색일: 2016. 7. 26).
88) “EU gas exports again on Iran’s agenda”(2016. 7. 7), http://theiranproject.com/blog/2016/07/07/
eu-gas-exports-irans-agenda/(검색일: 2016. 7. 26).
89) “Iran-Pakistan gas pipeline to complete by 2018”(2016. 6. 12), http://www.presstv.com/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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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파키스탄 석유광물부 장관 샤히드 카칸아바시(Shahid Khaqan Abbasi)는
2018년에는 자국 내 가스관 건설을 완료하고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란 측 가스관은 이미 완공되어 있는데, 수송이 시
작되면 21.5MMcm/d 규모의 이란 가스가 파키스탄으로 수출될 계획이다.90)
인도의 경우, 파키스탄과 달리 이란과 내륙 국경선이 맞닿아 있지 않다. 그
러나 오만 만(Gulf of Oman)을 통하여 인도의 해양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
다. 인도의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2016년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Chabahar 항구와 인도 구자라트 주를 연결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91) 그에 따르면 45억 달러를 투입하여 파키스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우회하는 1,400km 길이의 해저 가스관을 건설함으로써,
양국간 31.5MMcm/d의 물량이 수송될 예정이다. 이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대
립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에 논의되던 이란-파키스탄-인도 파
이프라인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란과 인도 양측의 천연가스
수급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란의 액화 시설은 현재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은 추가적인 신규
액화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
다. 첫째 인접국가의 액화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란은 오만과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오만의 액화 시설에

2016/06/12/470044/Iran-Pakistan-gas-project(검색일: 2016. 7. 26).
90) “Iran-Pakistan gas pipeline to complete by 2018”(2016. 6. 12), http://www.presstv.com/Detail/
2016/06/12/470044/Iran-Pakistan-gas-project(검색일: 2016. 7. 26).
91) “India set to sign agreement with Iran for undersea gas pipeline”(2016. 3. 15), http://www.
tribuneindia.com/news/nation/india-set-to-sign-agreement-with-iran-for-undersea-gas-pipeline/209
087.html(검색일: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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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뒤 LNG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오만의 액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란과 오만
이 관련 계약을 2013년 체결한 바 있으나 경제 제재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
었다가, 제재 해제 직후 양국이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길이
가 175km에 이르며 예상 공사비용은 15억 달러이고 이르면 2019년부터
28MMcm/d의 천연가스가 오만으로 운송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현재 한
국 가스 공사(Kogas)가 해저 가스관 건설을 담당하기 위해 NIOC 및 National
Iranian Gas Export Company(NIGEC)와 협의 중이다.92) 둘째 방식으로서, 기
존에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던 프로젝트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Tombak 항구
에 건설되고 있었던 Iran LNG 프로젝트의 경우 이란이 약 25억 달러를 투자
하여 50% 정도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었으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단되었
는데, 현재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협상을 유
럽과 아시아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다.93)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란은 약
10.8Mt(14.9Bcm)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중반 가동
을 목표로 South Pars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액화시켜 아시아와 유럽에
수출할 계획이다.94) 또한 NIGC는 기존에 유럽 기업인 Total, Shell, Repsol
등과 추진하려다가 제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각 약 10Mt(13.8Bcm)와 약
16.2Mt(22.3Bcm) 규모의 Pars LNG 프로젝트와 Persian LNG 프로젝트 역시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다.95) 두 프로젝트의 액화 시설 모두 Assalouyeh 지역
92) “Iran, Oman pick route for gas pipeline”(2016. 4. 3), http://pedec.ir/en/detail=4589(검색일:
2016. 7. 27).
93) “Why two gas giants failed in Iran’s projects”(2015. 12. 17), http://www.naturalgaseurope.com/
shell-total-failure-iran-lng-projects-27173(검색일: 2016. 7. 27).
94) Enerdata(2016),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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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설되어 South Pars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NIGC 회장 아라키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상기 LNG 프로젝트들을 완공
하여 약 40Mt(55Bcm)의 LNG를 생산하여 수출할 계획을 공개하였으나,96)
이러한 관련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일례로 BMI 같은 외부 연
구 기관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이란과의 LNG 합작 투자에 따르는 높은 불확
실성 때문에 국제 에너지 기업들이 선뜻 참여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면서, 2024년까지는 이란에서 LNG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97) 그러나 LNG 설비 건설 자체 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는 내수
를 충족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생산량을 증가하여 LNG 수출을 위한 물량
을 확보하는 것이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
이 공표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면서 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LNG 수출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인
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98) 결국
이란 천연가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IPC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도입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을 충분하게 확대함으로써, 내수, 파이프라인 수출,
LNG 수출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95) 위의 자료.
96) “Iran to Complete Five LNG Plants in Three Years”(2015. 11. 25), http://www.maritime-executive.
com/article/iran-to-complete-five-lng-plants-in-three-years(검색일: 2016. 7. 28).
97) BMI(2016), pp. 48-49.
98) “Time to reconsider Iran’s LNG future”(2015. 7. 16), http://www.icis.com/press-releases/time-toreconsider-irans-lng-future/(검색일: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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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과의 협력과 위험 요인
1. 이란의 석유가스 국제 협력
세계 석유가스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
었다. 영국의 BP, Royal Dutch Shell과 미국의 Exxon Mobil, Shevron 등은 매
출, 수입, 자본과 기술, 영향력 등에서 전 세계 석유가스 산업의 가장 중심적
인 위치에 있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 산유국의 국영 석유 기업과 중국 기업
의 부상으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축소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유국의 해외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이란의 국제 석유가스 협력
에 현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제 제재가 해
제되었으나 아직 미국 기업의 이란에 대한 직접 투자는 가로막혀 있다는 것
을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란과의 역사적 관계가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BP는 APOC를 전신 기업으로 하며 이란의 첫 석
유 개발 협력 대상이었으나, 당시 이란의 석유 자원을 헐값에 탈취해간 기업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은 1953년 모사데크 정부에 대한 쿠데
타 지원을 포함해서 국민을 억압한 팔레비 왕정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이슬
람 혁명 이후 양국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리고 핵개발 의
혹을 제기하여 경제 제재를 주도하면서 이란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국
가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이란의 입장에
서는 국가 주도의 석유가스 산업에서 영국,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
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반면 석유가스 시장의 다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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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등과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
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 진행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EU 국가와의 석유가스 협력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란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서방 국가들이다.
제재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석유가스 뿐만 아니라 전 방위에 걸쳐 협력
을 지속해왔으며 영국과 미국을 대신하여 첨단 기술과 설비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제재가 해제된 직후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프
랑스를 잇달아 방문하여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총 450억 달러에 달하는 협약
을 체결하였다.99) 이를 통해 이탈리아의 Saipem은 정제 시설 및 가스관 건
설에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프랑스의 Total
은 이란산 원유를 20만 b/d 규모로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석유가스 산
업 외에도 이란은 기간산업과 교통 인프라에 중점을 두어, 이탈리아의 제철
기업 Danieli로부터 62억 달러에 달하는 제철소 건설 및 설비 도입에 대해
합의하였고, Airbus로부터는 73대의 대형 여객기와 45대의 중형 여객기 구
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약 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대규모 투자가 아닌 즉각적인 석유가스 협력으로서 이란은 현재 Total 외
에 스페인의 CEPSA, 그리스의 Hellenic Petroleum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
다.100) 또한 이탈리아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인 Eni와 Saras 역시 약 17만 b/d
의 이란산 원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01)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있어서
99) 양의석, 김아름(2016), pp. 29~30.
100) “Europe refiners step up Iran oil imports”(2016. 4. 30), http://www.presstv.com/Detail/2016/
04/30/463244/Iran-Europe-refiners-oil-imports-India(검색일: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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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란이 상류 부문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정리한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Total, Enel, Saipem, WinterShall, OMV 등이 이란과 협력을 진행하
는 중이다. 또한 Eni도 South Pars 가스전의 11광구에 대해 40억 달러의 투자
를 제안하였고, North Pars 가스전과 Darkhovin 유전 등의 석유가스 개발 프
로젝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PC의 확정을 기다리면서 NIOC와 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102)

나. 일본과의 석유가스 협력
일본 역시 제재 해제 이후 이란과의 석유가스를 포함한 경제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이다.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은 이란과 기존에 투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일본은, 핵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이었던 2015년 9월 이란과 투자 협정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하여 2016년 2월 공식적으로 이를 체결하였다.103) 양국의 장관은 또한
투자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출 지원 기관인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NEXI)와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은 약 100억 달러를 일본 기업의 이란 내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와
자원개발 사업 참여에 지원할 계획이다.104) 일본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
101) “Italian Firms Eye Importing 170,000bpd of Crude from Iran”(2016. 4. 11), http://www.tasnimnews.
com/en/news/2016/04/11/1045384/italian-firms-eye-importing-170-000-bpd-of-crude-from-iran
(검색일: 2016. 7. 29).
102) “Eni reportedly proposes $4bn investment in Iran’s South Pars Project”(2016. 1. 26), http://
www.naturalgaseurope.com/eni-proposes-4b-investment-in-irans-south-pars-gas-project-27788(검
색일: 2016. 7. 29).
103) 양의석, 김아름(2016), pp. 23~24.
104)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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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석유가스 협력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
이다. 제재 이전 최대 30%에 달했던 이란 산 원유 수입 비중이 2014년 약
5%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Inpex가 이란 Azadegan 유전의 지
분 10%를 보유하고 개발에 참여하다가, 2010년 포기하고 이란 투자를 중단
한 전례도 있다.105) 그럼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Azadegan 유전을 포함하
여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
면서, 향후 이란의 IPC가 확정되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
되면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06)

다. 중국과의 석유가스 협력
중국은 경제 제재 기간에도 경제교류와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이란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경제 제재가 해제된 직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란을 방문하여 1, 2인자인 하메네이와 로하니를 만나 협력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여 향후 2014년 약 50억 달
러였던 양국 교역을 향후 10년간 총 6,000억 달러로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으
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서부터 원자력 부문을 포괄하는 17개의 전 방위
적 협약을 체결하였다.107)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란 방문 직전에 리야드를

105) “Report: Japan can return to Iran’s Azadegan”(2015. 10. 8), http://www7.irna.ir/en/News/81715547/
(검색일: 2016. 8. 1).
106) “Interview: Japan keen on Azadegan, upstream projects in Iran”(2016. 2. 19), http://www.
platts.com/latest-news/oil/tokyo/interview-japan-keen-on-azadegan-upstream-projects-26373904
(검색일: 2016. 8. 1).
107) “China: Iran’s new best friend”(2016. 2. 1), http://www.newsweek.com/2016/02/12/china-iranshassan-rouhani-xi-jinping-421614.html(검색일: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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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살만 국왕과 친선 회담을 가짐으로써, 러시아와 함께 각각 중국 원
유 수입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별히 시 주석의 테헤란 방문은 경제
제재 해제 후 이란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비중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이란 간 협력 관계에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
제재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란의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쳤다. 중국은 2007년 이후 3대 국영 기업(CNPC, Sinopec, CNOOC)를 중심으
로 이란의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108) 그런
데 중국이 서방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상황에서 국제
제재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이란
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109) 원유 도입에 있어서도 중
국의 2011년 이란산 원유 도입은 셋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 55만 b/d
에 달하였으나, 2012년부터 제재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이
란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약 40만 b/d 정도로 축소되었다.110) 그러나 2016
년 5월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약 62만 b/d로 증가하면서 제재 이전 최대
물량을 넘어섰고,111) 같은 달 CNPC와 Sinopec이 North Azadegan과 Yadavaran
유전 개발에 대해 바이백 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

108) IEA(2014).
109) “Iran Tears Up Azadegan Contract With China” (2014. 5. 2), http://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Iran-Tears-Up-Azadegan-Contact-With-China.html(검색일: 2016. 8. 2).
110) EIA(2015), p. 10.
111) “China’s oil imports from Iran up 19.5%”(2016. 6. 21), http://www.presstv.com/Detail/2016/
06/21/471506/Chinas-oil-imports-from-Iran-up-195(검색일: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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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12)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은 과거의 관계 이상으로 더욱 깊어
진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라. 인도와의 석유가스 협력
석유가스 생산국으로서 이란은, 소비대국으로서 자국과 상호 보완적인 관
계에 놓여 있는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 역시 자국의 석유가스 수요 충족과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이
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그동안 제재로 인해 위축되었던
원유가스 도입을 비롯한 이란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사
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원유 도입의 경우 제재 해제 세 달 만인 2016년 4
월, 수입량이 세 배 가량 증가하여 54만 b/d에 달하였다.113) 이와 같은 증가
에 따라 인도는 중국에 이어 이란의 둘째 원유 수입국이 되었고, 이란은 인
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른 셋째 원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14) 이와 같은 교류 증대 속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6년 5월 테
헤란을 방문하여 대통령 로하니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회담을 가지면
서, 12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관계를 공고히 했다. 그중에서 아프가니스
탄과 인도, 이란이 참여하는 Chabahar 항구 개발에 대한 건설, 운영, 자금 지
원 협약이 포함되었는데, 인도는 이를 통해 경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을 우
회하여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을 확보하
112)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113) “India and Iran renew oil bromance in post-sanctions world”(2016. 4. 15), http://money.cnn.
com/2016/04/15/news/economy/india-iran-crude-oil/(검색일: 2016. 8. 3).
114) “India, second largest buyer of Iranian crude”(2016. 6. 26), http://theiranproject.com/blog/
2016/06/26/india-second-largest-buyer-iranian-crude/(검색일: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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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115) 앞서 언급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
트 역시 Chabahar에서 시작될 예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요충지점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원했던 인도의 희망과 달리, 이란은 중국의 주도로 파키스탄
에서 건설하고 있는 Gwadar 항구와 Chabahar와의 경쟁적 관계 성립에 대해
우려하면서 Chabahar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과 파키스탄의 참여 역시 배제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상황이다.116) 추가적으로 상류 부문 협력
의 일환으로, 인도와 이란은 Farzad B 가스전 개발에 대한 양해 각서를 2016
년 4월 체결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117)

마. 러시아와의 석유가스 협력
러시아 역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속하는 강대국이지만, 중
국과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란에 부여했던 경제 제재에 전
폭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협력을 지속하면
서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핵개발 관련 협상이 타결되
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알렉산더 노박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경제통상사절단을 테헤란
으로 파견하여 이란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118) 이를 통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Zarubezhneft가 약 60억 달러에 이르는 탐사 및 개발 프
115) “Modi’s Iran visit: key takeaways”(2016. 5. 23),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narendramodis-iran-visit-key-takeaways/article8636687.ece(검색일: 2016. 8. 3).
116) “The Reality of India-Iran Ties”(2016. 7. 11), http://thediplomat.com/2016/07/the-reality-ofindia-iran-ties/(검색일: 2016. 8. 3).
117)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118) 양의석, 김아름(2016),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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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임이 발표되었고, 관련된 투자 양해 각서가 2016년 7
월에 체결되었다.119) 또한 양국이 생산한 원유, 석유제품, 가스에 대해 에너
지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급 조절과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왑거래
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기술 협
력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120) 그리고 이란은 제재 후 해외 투자
기업과의 첫 탐사 계약을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Lukoil과 체결하여, 남서부
Khuzestan 지역의 석유가스전에서 협력하고 있다.121)

2. 이란의 국제무대 재진입에 대한 위험 요인
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이 국제무대에 재등장한 것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
적 요인과 경제 발전에 대한 이란의 기대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정책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으나, 기존 이라크 전쟁과 아
프가니스탄 전쟁의 타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사적 접근
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따라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 방안으
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 실질
적으로 하나의 독립 국가와 같이 성장해버린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
의 무력시위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 서방 국가들은 IS 토벌을 추
진했지만 공습만을 감행할 뿐 인명 피해가 커지는 지상군 파병을 주저하였
119) “Iran Takes Major Step towards New Contracts. But will IOCs Bite?”(2016. 7. 15).
120) 양의석, 김아름(2016), pp. 25~27.
121) “Lukoil discussing swaps for Iran, which is already supplying oil to Europe”(2016. 1. 29),
http://www.interfax.com/newsinf.asp?id=648710(검색일: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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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작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역내 친서방 국가 사우디아라비
아와 터키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 두 국가는 수니파가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시아파 정
권 약화를 내심 반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니파인 IS를 압박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 시아파 국가 이란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란 국민이 경제 제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
망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선출된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정부 역시 보수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서방 국가
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외부 위험 요인으로 미국 정치가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평화적 해결에 찬성하면
서 핵협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를 지지하는 반면, 대선 후보로 추대된 트
럼프를 필두로 하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재 해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미국 대선 결과는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 역내 상황이 지속적인 위험 요인
으로 작용한다. 우선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시아
파 벨트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수니파 국가들은 그들의 안보와 관
련하여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내 시아파 지도자 처형 후 촉발된 갈등으로 인해 이란과의 국교를 단절
함으로써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제재 해제라는 결실을 목전
에 두고 있던 이란이 추가 대응을 자제하면서 현재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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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으나, IS 사태와 예멘 내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역내 강국의 역내
패권을 향한 경쟁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니·시아 간 대립뿐
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갈등 역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은 다
른 아랍 국가들보다 더욱 호전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
에 대해 특히 경계하며 반응해왔다. 양국간 반목과 상호 비난은 국제무대에
서 일상적인 사안이며, 이스라엘이 사이버 해킹이나 요인 암살 등으로 이란
에 실제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여겨지는 전례도 있다. 다른 중동 문제와 마찬
가지로 현재 IS 사태에 묻혀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향후 이란의 국제 협력 확대에 있어 중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이란의 석유가스 관련 법제와 개발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란은
초창기 조광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가스전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점차 필요한 역량과 자본이 축적되면서 대외 협상력
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 방식 역시 자국에 더 유리한 생산물 분배 계약 방식
으로, 다시 서비스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갔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란
고유의 서비스 계약 방식인 바이백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해외투자기업과
협력하였으나, 해외투자기업들은 지나치게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해 점차 투자를 중단하면서 이란에서 철수하였다. 2010년 이후 핵개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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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으로 인해 국제 제재가 부과되면서 고립은 절정에 달하였고, 이란은 기존
의 바이백 계약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해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
도록 IPC를 마련하였다. 2015년 대내외 여건이 무르익으면서 핵개발관련 협
상이 합의되었고 2016년 1월 제재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란은 다시금 해
외 투자를 유치하여 매장량에 걸맞는 산유국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할 IPC는 현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
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2017년 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 전략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 우선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향후 IPC를 적용하여, 43개의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를 통
해 해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금액상으로 이란 정부는 2021년까지 석유
가스 탐사 및 개발에 약 1,000억 달러, 정제를 포함한 하류 부문과 석유화학
부문에 약 700억 달러의 해외 자본과 국내 자본이 포함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물량으로는 원유와 콘덴세이트의 경우 2021년까지 580만 b/d 생산,
400만 b/d 수출 계획을 공표하였고, 가스의 경우 2019년 연간 생산량 300
Bcm, 2021년 연간 수출량 66Bcm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제 시설의 경우
2020년 320만 b/d의 용량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들에 대해 이란
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목표 수치를 설정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제재 해제 이후 지금까지 이란의 실제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살펴보
면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해온 외부 기관들보다는 이란이 제시했던 목표가
더욱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란의 이러한 전략과 계획에 대
해 근거 없이 공표된 수치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제재 해제 이후
지금까지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증산은 기존 생산 시설을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증산에는 상당부분 신규 유전 탐사와 개발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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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목표 달성에 더욱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더욱이 수송과 수출 경로가 확보된 원유 및 콘덴세이트와 달리, 천연가
스 증산은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확보나 LNG 시설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
망을 뒤로 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기반
으로, 수립한 개발 전략을 실행하면서 공표한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해나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제재 해제라는 특수를 맞이하여 한국과 이란 간 석유가스 협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란 산 원유 수입은 2016년 1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서 5
월에는 약 28만 b/d를 도입하여 전체 수입량의 1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는 제재 이전 최대 수입 물량과 비중을 모두 넘어선 수치이다.122) 특히 콘덴
세이트의 경우 다른 지역 물량보다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현재 정유
설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정유 기업별로 이미 도입량을 두 배 이상 확
대했거나 하반기에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123) 이란에 대한 해
외 투자 진출 역시 2016년 5월 대통령 순방을 기점으로 다수의 약정을 체결
함으로써 향후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석유화학과 석유
가스 부문에서 투자 양해 각서 또는 합의 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맺은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되는 주요 프로젝트로는 이스파한(Esfahan)과 바흐만(Bahman) 정유시설 건
설, 비드 볼란드(Bid Boland) 가스 정제 시설 건설, 이란-오만 해저 가스 파이

122) 한국석유공사 통계(검색일: 2016. 6. 20), 콘덴세이트 포함.
123) ｢‘한 달새 3배’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요 급증｣(2016. 8. 3), http://mbn.mk.co.kr/pages/news/
newsView.php?news_seq_no=2968583&page=1(검색일: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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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건설, 사우스 파르스(South Pars) 11, 14광구 개발 등이 있다.124) 투자
양해 각서 체결은 정식 계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정제 시설을 위주로 하는 석유가스 하류 부문의
인프라 건설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경우 석유가스 상류 부문보
다는 하류 부문과 관련 인프라 건설에 강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란과의 협력에서 석유가스 정제 시설과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에 주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고, 이란 측 역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란의 석유가스 상류 부문 잠재력이 상당하지만 하류 부문 역시 해외투자
기업에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은 자연스럽고,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전략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예외적인 경우
가 바로 GS건설이 이란 국영 기업인 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IDRO)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사
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이다. GS건설은 총 80억 달러 규모의 사
우스 파르스 11광구와 14광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스 생산 시설과
액화 플랜트 시설 건설을 담당함으로써 약 24억 달러의 수주를 예상하면서
정식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125)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천연가스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면, 석유가스 상류

124) ｢53억 달러 철도사업…20억 달러 정유시설… “한국-이란 경제협력 이제 시작”｣(2016. 5. 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213891(검색일: 2016. 8. 9).
125) ｢GS건설, 이란서 24억달러 가스 플랜트 MOU 체결｣(2016. 5. 3), p. 441, http://biz.chosun.
com/site/data/html_dir/2016/05/03/2016050302999.html(검색일: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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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석유가스 탐사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탐사부터 시작해서 일괄적
으로 전체 과정을 수행하는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따라서 독자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 수행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탐사가
아닌 개발과 생산 분야 참여에 초점을 두면서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해나가
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는 저유가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육상 석유가스전보다
고부가가치의 기술이 요구되면서도 관련 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는 해
상 석유가스전에 집중하여 플랜트 건설을 담당하면서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
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때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탐사를 포함하여 상류 부문을 포괄하
는 역량을 습득하고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유전 개발 참
여보다는 액화 기술을 적용하여 LNG 플랜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스전의 개
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서의 수익 창출뿐만 아니
라 역량 습득에 성공하였을 경우 미래 경쟁력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전 세계 석유가스 상류 부문의 향후 전망, 유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규제 등에 영향을 받겠으나, 일단 해당 부문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여기고
육성하기로 결정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한 상류 부문 안착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란 석유가스 산업과의 협력 확대는 이미 한국에 큰 기회로 다가와있다.
그러나 향후 협력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
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위험 요소로는 미국 정치에 따른 미국과 이란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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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중동 국가와 이란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이란과
의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를 공공연하게 비판하면서 강경 대응의 필요성
을 역설해왔던 공화당 소속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합의가 파기되고 그에 따
라 이란과의 협력 전반이 모두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예상되는 영향과 결과를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 준비가 정
부와 기업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과 수니파 국
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간 전면적인 충돌 가능성은 현
재 그리 크지 않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IS의
존재가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란과의
석유가스 협력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에 가장 큰 원유 도입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국제무대 복
귀 자체와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가스 협력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시각을 통해 균형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두 국가와
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란과의 석유가스 협력에 있어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우선 투자 진출에서 금융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란은 그동
안 해외 자본 유입이 차단된 채, 자생적으로 자국 경제를 유지해왔다. 제재
해제 이후로는 막대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상당수의 프로젝트에 해외 기
업 참여 시 금융 조달까지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
여 정부 차원에서 총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로 이란 진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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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이란
과의 무역 결제가 유로화로 이뤄지도록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낸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126) 이러한 지원 정책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직접 투자와 프로젝트 수주 모두에서, 지나친 경쟁과 저가
입찰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선업계에서 이와 같은 폐단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포함한 해외 투자 진출에서 동일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 개발
(R&D)의 중요성은 어느 분야에서라도 강조함이 지나치지 않다. 석유가스
산업 전체에 걸쳐, 각 기업은 자사의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여 끌어올리고,
앞서있는 분야는 더욱 탁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가스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고려 요소는 바로 유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와 반대
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지만, 유가는 여전히 석유가스 산업의 불확실성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란의 석유가스 개발 전략이나 한국의 이란과의 석유가스 협
력 모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변동과
향후 전망에 맞춰 적절하게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속도를 조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석유가스 산업에서 한국에 가장
유망한 상대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의 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126) ｢韓 - 이란 무역결제 내달부터 유로화로｣(2016. 7. 31), p. 441, http://news.mk.co.kr/news
Read.php?no=546387&year=2016(검색일: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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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진행하며 신뢰를 쌓아
간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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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주의(Islamism)를 중심으로 중동의 정치·종교 갈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2호(2016년 가
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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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하고, 정치 체제간 정치·종교 갈등의 유사성(similarity)과 상이성
(difference)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중동은 서구 세계와는 달리 20세기 초 근
대 국가의 형성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정치와 종교 영역 간의 끊임없는 긴장
과 갈등이 존재해왔다. 특히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 정립 문제는 중동정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역내의 정치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이런 정치·종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정치 이슬람을 표
방하는 이슬람주의가 있다.
이슬람주의는 중동의 세속적 정치이념인 아랍 민족주의 및 아랍 사회주의
와 대립경쟁 구도 속에서 발전해왔다.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중동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이념으로 정치의 탈종교화에 큰 역할을 하였
지만, 중동 민주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주의는 소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세속 정치 이념의 대안 이념으로 중동에 깊게 뿌리 내렸다. 특히 2011년 ‘아
랍의 봄’을 정점으로 이슬람주의 운동은 세속주의 정권의 견제와 탄압 속에
서 중동 및 무슬림 사회의 정치 대안 세력으로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중동의 정치·종교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떤 양상을
띠며 발전하여왔는지를 국가 체제별 비교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본 논문은 중동 정치 체제의 양축인 공화정 체제와 왕정 체제를 중심으로
이슬람주의 운동의 형성과 발전을 알아보고, 연구 비교 사례로 공화정 체제
인 이집트와 터키, 왕정 체제인 요르단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비교 사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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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비교 사례간 정치·종교 갈등의 유사
성과 상이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런 요인들이 이슬람
주의 운동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중동에서 이슬람주의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와 향후 전
망을 아울러 다룰 것이다.
이슬람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는 2000년대 특히 2001년 9/11테
러를 기점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 이유는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이
슬람주의에 대한 연구가 철학과 사상에 집중된 반면 2001년 이후 알카에다
를 비롯한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연구 수요가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2001년 이후의 연구물로
장병옥(2008), 정상률(2004, 2014, 2016), 황병하(2012, 2016), 홍미정(2014), 최
영철(2014)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단일 국가 내지
사례별 연구에 집중되어 국가 체제 및 사례 간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 선행 연구의 경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외국
선행 연구로는 Mandaville(2014), Milton-Edwards(1996), Nasr(2005), Dalacoura
(2011), Wickham(2015) 등이 있다.

Ⅱ. 근대 중동 국가 형성과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
1. 이슬람주의의 정의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이슬람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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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이라고 알려진 이슬람주의는 이
슬람의 가치, 신념, 신앙 체계를 국가와 사회 전체에 실현하려는 정치 및 사
회 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에 의거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의 건설과 통치 체제의 구축, 범이슬람주의(Pan-Islamism)에 기
반을 둔 단일 정치체제의 건설, 더 나아가 이슬람 세계로부터 세속적 정치
이념 및 서구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침투를 저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Berman 2003, p. 258). 알카에다(al-Qaeda)와 IS(Islamic
State)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경우,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 건설과
함께 중세적 칼리프제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한다(Soage 2009, pp. 887-896).
이외에도 이슬람주의를 정치,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도하는
이슬람 운동 내지, 무슬림 사회 통합의 기초로 삼는 종교적 이념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근대 정치 및 사회적인 문제를 이슬람의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이
슬람 정치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Maajid 2015, p. 167; 정상률 2014, pp.
105~107).
19세기 말, 근대 이슬람주의 초기 사상가들로는 자말 알-아프가니(Jamal
ad-din al-afghani), 무하마드 압두(Muhammad Abduh), 라시드 리다(Rashid Rida)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슬람법에 근거한 이슬람 사회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 후 무함마드 이끄발(Muhammad Iqbal)과 사이드 아불 알라 마우두디(Sayyid
Abul Ala Maududi)는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철학과 이념 형성에 큰 기여
를 하였으며, 향후 이슬람주의 운동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했다(Bonney 2004,
p. 201). 그리고 하산 알-반나(Hassan al-Banna)와 사이드 쿠틉(Sayyid Qutb)
등은 무슬림 형제단 운동을 중심으로 근대적 이슬람주의 운동을 실천하였
다. 비록 이슬람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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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법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정치 체제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 운동 내지 정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Davidson 1998, pp. 97-97).

2. 근대 중동 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근대 이슬람주의의 등장은 서구 제국주의 출현 및 중동 근대 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중세의 암흑시기를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와 진보의 시기를 맞
이하였다. 이에 반해 오스만 제국은 제국 초기의 문화적 다양성, 사회 포용
성 및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17~18세기 동안 헝가리, 발칸 반도, 그리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완전
히 상실하면서 급속도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1912년 발칸 전쟁에서 발
칸 동맹 국가(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몬테네그로)에 패배함으로써 이스
탄불을 제외한 동유럽 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났다(Mansfield 2013, p. 65).
이 시기 유럽 제국들은 중동 전 지역에 걸쳐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830년과 1878년에 프랑스는 알제리와 튀니지 지역을 각
각 식민지로 만들었고, 영국은 1882년에 오스만 제국의 명목적인 통치를 받
던 이집트를 점령하였으며, 걸프 지역 또한 영국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1892년 리비아 지역과 오스만 제국의 도데카네스 섬 지역을 확
보하면서 중동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유럽 제국의 중동에 대한 분할 통치
는 제1차 대전 중 영국과 프랑스 간에 체결된 사이크스 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오스만 제국하의
중동지역을 서구 열강이 분할 통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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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삼국 동맹(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측에 가
담했던 오스만 제국과 중동 지역은 삼국 연맹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강제 분할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1920년 터키
공화국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다. 비록 오스만 제국 및 중동 지역에서 자체
적인 근대화 노력은 있었지만 체제 보존적 성격이 강해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런 점에서 세속주의와 터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터키 공화국의 수립
은 이슬람과의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중동 근대화의 모델이
되었다(Erik-Jan 2004, p. 107). 아랍 진영 또한 터키 민족주의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힘입어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따
라서 제1차 대전 종전 후 서구 열강의 통치하에 들어갔던 중동 아랍 무슬림
사회 또한 이슬람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아랍 민족 정
체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Khalid 1991, p. 65).

3. 무슬림 형제단의 등장과 확장
서구 열강의 등장과 통치에 대한 중동 사회의 저항이 중동 내 민족주의
진영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제1차 대전 종전 후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The Muslim Brotherhood)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은 이슬람의
전통적 권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슬람 법 샤리아를 바탕으로 이
슬람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 이슬람 학자이자 이집트 이스마일리야
(Ismailiyya) 지역 초등학교 교사였던 하산 알-반나(Hassan al-Banna)에 의해
조직되었다. 마우두디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알-반나는 당시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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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사회가 영국 식민주의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
로 세속화 및 서구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슬람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사
회 전 영역에 걸쳐 범이슬람 부흥 운동을 주장하였다(Husaini 1956, pp. 62-63).
이집트에서 시작된 무슬림 형제단 운동은 점차 활동 영역을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연계 조직들을 세우거나 지원하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1938년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가 설치되면서 이슬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특히 1987년 제1차 인티파다(Intifada: 팔레스타인 저항운동
으로 아랍어로 ‘봉기’를 뜻함)를 기점으로 기존의 온건적인 운동 방식을 포
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 저항 운동을 전개하면서 중동 지역
에서 가장 적극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1987년 인티파다 당시
팔레스타인 저항조직인 하마스(Hamas)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슬람주의 운동이 대중 정치 운동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요르단의 경우, 1945년 11월 무슬림 형제단 협회(the Association of the Muslim
Brotherhood: Jamiyat al-Ikhwan al-Muslimin)가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조직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Bar 1998, p. 30; Noyon 2003, p. 83).
걸프 지역 이슬람주의 운동의 경우,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주의
정당을 조직하거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쿠웨이트
와 사우디의 경우, 1950년대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및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이집트 나세르 정권의 탄압을 피해 양국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들을 주축으로
이슬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쿠웨이트의 경우, 무슬림 형제단 소속 이슬
람주의 학자들이 대거 쿠웨이트 교육 기관에 흡수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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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체인 이슬람헌법운동(Islamic Constitutional Movement: Hadas)을 조직하
였다. 사우디 또한 쿠웨이트처럼 1950년대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과
학자들을 대거 교육 기관에 받아들였는데, 이 이집트 출신 이슬람주의 인사
들은 초기에는 사우디 왕정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의 와하비즘
(Wahhabism)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걸프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종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미
군이 영속적으로 주둔하자, 이슬람주의 진영 인사들은 이에 반발해 사우디
왕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북아프리카의 경우, 튀니지는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아왔다. 1981년 창당된 엔나흐다(Ennahda: The Revival or Resistance
Party)는 튀니지의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의 민주화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받았다. 모로코의 경
우, 무슬림 형제단 소속 정당인 정의개발당(JDP: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2011년 총선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알제리의 경우, 1990년
대 초에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하에 이슬람주의 정당 MSP(Movement of
Society for Peace)가 창당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이슬람주의 정당인 FIS(Front
Islamique du Salute)와 연합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00년 초반 알제리 대통령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가 주도한 3당 연합 정당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정치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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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체제별 이슬람주의 운동의 형성과 발전
1. 세속 공화정체제: 이집트 - 갈등과 대립
가. 왕정체제와 나세르 정권
이집트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명목상 독립을 성취한 이후에도 계속 실
질적인 통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무슬림 형제단을 창당한 하산 알-반나는
영국의 지속적인 통치가 이집트를 유럽식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며 이
슬람의 정신까지 훼손할 것이라고 보았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이 중동에서 철수한 후 이집트는 왕정체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의 패
배는 이집트 왕정의 부패와 함께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가말 압델 나세르(Gamel Abdel Nasser)를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The Free
Officers)은 195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체제를 폐지하고 정권을 장악
하였다(Dawisha 2002, p. 25).
왕정체제하에서 아랍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자유 장교단과 무슬림 형제단
은 서로 상이한 이념을 갖고 있었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왕정 체제의 타도라
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무슬림 형제
단은 이집트 왕정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물리적 군사력이 필요하였으
며, 이집트 군부는 군사 쿠데타 시도 시 국민 대중의 지지가 절실하였기 때
문에 무슬림 형제단의 대중 지지력이 필요하였다.
자유장교단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나세르는 1956년 6월 대
통령직에 공식 취임한 후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청년 장교단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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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권하에서 이미 이집트 왕정을 폐지한 후 터키식 봉건적 관료제를 철폐
하고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 정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나세
르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이집트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세속적 근대화 정책이
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를 목표로 한 무슬림 형제단과의 갈등은 필연적이
었다. 특히 나세르 정부가 추진한 보통 교육제도의 도입과 남녀 평등권의 법
적 보장은 이슬람주의 무슬림 형제단이 수용하기 힘든 정책이었다. 따라서
왕정체제하에서의 상호협력 관계는 나세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과 반목
으로 이어졌고 이런 갈등은 1953년 10월 무슬림 형제단의 나세르 암살 미수
사건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세르는 무슬림 형제단을
반정부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무슬림 형제단 최고 지도자 하산 알-후다이비(Hassan
al-Hudaybi)를 포함한 약 6,000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체포 구금되기도 하였다.
1956년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조치는 나세르에게 대외적으로 정치적 위
상을 확립시킨 사건이었다. 특히 1956년 수에즈 전쟁을 통해 나세르는 명실
상부한 아랍 진영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으며, 1958년에는 시리아와 함께 통
일아랍공화국을 출범함으로써 범아랍주의를 확산하였다. 이런 대외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나세르는 종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나세
르는 이슬람 종교 진영을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리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추
진하였다. 예를 들어 알아즈하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진영에는 모스
크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무슬림 방송국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친정부 세력
으로 육성하였다. 이에 반해 무슬림 형제단을 포함한 이슬람 강경파 진영에
는 기존의 탄압정책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즉 1965년 8월 무슬림 형제단이
당시 이집트와 적대 관계에 있던 사우디로부터 재정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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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조직원을 대대적으로 체포 감금하였다. 이로 인해 무려 3만여 명에 가
까운 조직원이 투옥되었으며,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였던 사이드 꾸틉도
사형에 처해졌다(Mura 2014, pp. 29-54).
그러나 1967년 6일 전쟁의 패배로 나세르의 정치적 위상은 급속도로 약화
되었다. 이와 함께 1961년 시리아가 통일아랍공화국을 탈퇴하면서 나세르의
범아랍주의는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다. 대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나세르는
국내 정치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정적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사면 조치
를 취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미 양측간의 관계는 복원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세르의 유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리 큰 효과
가 없었다.

나. 사다트 정권
1970년 나세르의 사망과 함께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사다트
(Muhammad Anwar Sadat)는 나세르와는 달리 무슬림 형제단과 새로운 관계
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슬림 형제단
과의 화해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유화 정책을 추진
하였다. 먼저 이전 나세르 정권하에서 장기간 구금되어있던 형제단 지도부
와 당원을 대거 석방하였으며, 1971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을 정식
이집트의 국교로 선포하였다. 이런 사다트 정권의 유화 정책은 나세르 정권
의 탄압 정책에 대한 부채를 털어낸다는 정략적 판단과 함께, 사다트 정부하
에서 잔존해있던 나세르 정권의 구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
었다(황병하 2012,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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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다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유화 정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
였다. 1970년대 후반 들어 무슬림 형제단이 온건화되고 친정부 성향을 띠자
조직 내 강경파는 형제단에서 탈퇴해 독립 조직인 이슬람해방조직(ILO: Islamic
Liberation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슬람해방조직은 1974년 카이
로 정부 청사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다. 사다트 정부는 이 사건의 배
후로 형제단을 의심하였고, 이슬람주의 조직에 대한 온건적인 대응의 한계
를 실감하였다. 특히 1974년 이집트-이스라엘 간 군사 분리안 협정이 체결되
고, 이에 반발한 무슬림 형제단이 극렬하게 반대 시위를 일으키자, 사다트
정부는 급속하게 기존의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대외적 요인 또한 이집
트 정부와 무슬림 형제단의 관계를 악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사다트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이전 나세르의 범아랍민족주의를 포기하고 미국 및 유럽 등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979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사다트 정부와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사다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 및 이슬람주
의 진영을 일시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일종의 ‘당근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1980년 헌법 개정 시 개정된 헌법에 샤리아의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사법
제도에 이슬람식 형벌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등 종교 진영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유화책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80년대에 접어
들면서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대규모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사다
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뿐만 아니라 200여 명에 달하는 친이슬람주의 군
장교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이런 강경정책의 결과 결국 사다트는 1981
년 10월 6일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1973년 10월 전쟁 축하 기념식장에서
암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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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바라크 정권과 아랍의 봄
사다트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무바라크(Honsi Mubarak)는 이미 사
다트 암살 사건을 통해 이슬람주의 진영의 저항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강경
정책을 고수할 수가 없었다. 또한 무바라크 정부 출범 직후 이집트에서 민주
화의 요구가 거세지자 1984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취하였다. 무슬림 형제단 또한 정부와의 대립 관계를
지양하고 비폭력 운동과 함께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984
년 선거에서 형제단은 이집트 내 자유주의 진영과 뉴 와프드당을 창당해 59
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무슬림 형제단은
정치적으로 재조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바라크 정부 또한 무슬림 형
제단에 대한 정치 활동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까지 양측의 관
계는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된 시기였다(Madaville 2014, pp. 139-140).
90년대 들면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대응은 간접적인 통
제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시민 사회 영역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력을 약
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변호사 협회나 대학 교수 협회와 같은 전문 직종
의 대표 선출 시, 이슬람주의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친이슬람주의 단
체나 조직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런 통제 방식은 체포나 감금과 같은
기존의 탄압 정책에 비해 직접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런 간접 통제 방식
은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하였다.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
였다. 미국은 2001년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
스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붕괴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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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였다. 미
국은 군사적 방식 외에도 중동의 민주화를 통해 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
분하에 확대 중동 아프리카 구상(BMENA: 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중동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압박
을 강화하였다(Yerkes 2006, p. 6).
무바라크 정부 또한 미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2005년 대통령 및 의회 선거
를 포함한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무슬림 형제단은
2005년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을 출마시켜 총 454석 의석 중 88석을 차지
하는 정치적 쾌거를 이룩하였다(Wickham 2015, p. 222).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처음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의 기존 정권들을
붕괴하면서 역내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았다. 이집트도 이런 거대한 민주화
의 바람에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무바라크의 장기 집권에 대항해 2010년 말
부터 본격적인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당시 상황을 관망
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은 2011년 1월 25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집회의 영향으로 결국 사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합법적인 새 정
부가 들어서기까지 군최고위원회(SCAF: 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군이 정국을 담당하였다. 이 기간에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완화하고 대통령직의 임기 연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으며, 2011년 11월~2012년 2월 간 제
헌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외교통상부 2012, p. 10). 이런 급
변하는 정국 속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2011년 5월 18일 자유정의당(FJP:
Freedom and Justice Party)을 창당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황병
하 2012, p. 81). 이 선거에서 자유정의당 47.1%, 알누르당(Al-Nou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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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등 이슬람계 정당들이 70%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
고 2012년 6월 24일 실시된 대선에서 자유정의당 후보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주의 정권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무르시 정부 주도하에 이슬람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신헌법이 전체 투표율
32% 중 63.2%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2013년 5월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전면 등장하자, 반(反)무르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
다(황병하 2012, pp. 95~97).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집트 군부는 2013년 7월 3일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무슬림 형제단을 강제 해체하였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군 총사령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시시(Abdel Fattah Saeed Hussein Khalil el-Sisi)가 97.91%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집트 군사정권이 복원되었다.
이처럼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은 세속 군
사 정권과 끊임없는 대립 관계를 지속해왔다. 종교의 정치 영역 개입을 철저
하게 배제한 이집트 세속 정권은 이슬람 종교 진영에 대한 유화책의 일부로
제한적인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슬람 종
교 진영 내지 이슬람주의 세력의 국가 권력 및 정치 영역의 개입을 적극 저
지하였다. 이런 양측의 갈등은 2016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세속 공화정체제: 터키 - 갈등과 적응
가. 무스타파 케말의 터키 공화국 수립
터키에서의 이슬람주의 운동은 이집트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발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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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민족주의 세력 및 군부와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기
본 대립 구도는 유사하나 그 후 이슬람주의 진영의 정치 제도권 진입과 정권
장악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발칸 반도와
그리스, 헝가리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대전의
패배를 기점으로 제국의 반열에서 일개 중동의 국가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무스타파 케말은 이미 제국으로서 생명을 다한 오스만 제국을 부흥하기보다
는 터키 민족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선택하였다(Toprak 1981,
p. 124).
무스타파 케말은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제국을 지탱해온 이슬
람 및 종교적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하나의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다. 따라
서 케말은 이슬람을 대치할 새로운 국가 통합 이념으로서 터키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과감한 서구화 및 근대화 정책을 추진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식의 근대화된 행정 체제 및 사법 체제를 도입하였으
며, 교육 분야에 있어 종교 진영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라틴어를 기초
로 한 새로운 터키어의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1924년 칼리프제의 폐지
는 터키 공화국이 향후 세속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혁명적
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192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터키 공화국을 비종교주의
국가로 선포함으로써 정교분리를 선언하였다(Dalacoura 2011, p. 150).
무스타파 케말이 1923년 세운 공화인민당(RPP: the Republican People’s
Party)은 1950년대 초반까지 일당체제하에서 터키를 통치하였다. 이에 대해
이슬람 종교 진영은 케말의 근대화 정책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1930년대 이
슬람 종교 진영은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
다. 이로 인해 당시 민족주의자 쿠빌라이(Kubilay)가 이슬람 종교 진영으로

∙ 460

중동에서의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 변화 연구: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부터 살해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민족주의 근대화에 기반
한 케말주의(Kemalism)는 이슬람 진영을 압도하였으며, 이슬람 억압 정책은
1938년 케말 사후 그의 후계자인 이노누(Inonu)가 집권한 이후 1940년대까
지 더욱 강화되었다(장병옥 2008, p. 210).

나. 민주당과 1950년대 이슬람주의 운동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다당제의 도입과 함께 실시된 1950년 총선에서 멘
데레스(Adnan Menderes)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이 공
화인민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하자 정치·종교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
이하였다. 특히 친이슬람 노선을 추구했던 민주당은 전체 의석 487석 중 무
려 4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승리에는 공화인민당의 장
기 집권과 과도한 서구화 정책 외에도 공화인민당의 반이슬람 정책에 대한
반감과 농촌 및 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종교 보수 진영의 반발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40년대 후반 들어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종교
정당들이 출현하면서 이슬람 종교 진영의 정치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도시 노동자와 사회 저소득층의 절
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함으로써 공화인민당의 대안 정당
으로 자리를 굳혔다. 또한 민주당의 지지층이 대부분 종교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자연스럽게 친이슬람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종
교 교육 기관인 이맘하팁(Imamhatip)을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금지되었던
교내 이슬람 종교 의식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 약 만 5,000여
개의 모스크가 새로 건설되었으며, 이슬람 관련 신문, 잡지 등 종교 언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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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1960년 터키 군부 쿠데타의 발발로
민주당 정부가 붕괴되기 전까지, 민주당 집권 10년은 이슬람 종교 진영이 터
키 사회 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였다(Yavuz 2003, p. 60).

다. 군부의 정치 개입과 1960~90년대 이슬람주의 운동
그러나 근대화 및 세속화의 전통적인 주도 세력이었던 터키 군부는 터키
사회의 광범위한 이슬람화를 커다란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터키 군부
는 1960년 5월 27일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당 정부를 붕괴하는 한편 멘
데레스 수상 및 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터키 헌법의 세속주의 정신을 위반한
혐의로 처형하였다. 또한 그해 10월 총선에서 군부의 지지를 받던 공화인민
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하는 등 정국 불안정은 계속되었고,
1965년과 1969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후신인 정의당(Justice Party)이 집권에
성공하였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구 민주당 정치인들
에 대해 정치 해금을 실시하고 감옥에 있던 이슬람주의 성향 정치인들을 대
거 석방하였다. 이런 정치 조치들은 당연히 군부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정의
당과 군부 간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1971년 군부의 제2차 쿠
데타로 다시 정의당 정부는 붕괴되고, 2년 후 실시된 1973년 총선에서 공화
인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공화인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당시 종교계의 지지를 받던 민족구국당(NSP: National
Salvation Party, 1972년 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Margulies 1997, p.
148).
민족구국당은 1970년 창당된 민족질서당(PNO: Party for National Order)의

∙ 462

중동에서의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 변화 연구: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후신으로 향후 70년대 터키 이슬람주의 운동을 주도하면서 급성장하였다.
민족구국당은 이슬람 모독법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터키 정부의 이슬람회
의(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헌장 서명을 주장하는 한편,
터키의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y Community) 가입을 반대하
고 대신 무슬림경제공동체(MEC: Muslim Economic Community)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이란 혁명은 터키 내 이슬람주의 운동을 급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슬람주의
학생 운동이 조직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잦은 시위와 집회가 발생하였다.
1970년대 후반의 터키 국내 정치적 상황은 당시 공화인민당 연립정부의 경
제 정책 실패와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과격화로 어느 시기보다 정치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이런 정치 불안정은 결국 1980년 제3차 군부 쿠데타
로 이어졌고, 민족구국당의 해체와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 인사에 대한 대대
적인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다(장병옥 2008, p. 214). 군부의 탄압에도 불구하
고 1995년 총선에서 민족구국당의 후신인 복지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12
년 만에 이슬람주의 정당이 재집권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터키 헌법 재판소
는 1988년 복지당의 정강이 터키 세속주의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분하에
정당 해산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터키 헌법 재판소는 복지당의 후신인 VP
(미덕당, Virtue Party)가 99년 총선에서 15.4%의 득표율과 함께 원내 제3당
이 되자 똑같은 명분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관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Mandaville 2014,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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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르도안과 AKP
2000년대는 군부와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 간의 관계가 역전되는 시기였다.
군부의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 이스탄불 시장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을 중심으로 한 VP 내 강경파는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inma: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을 창당하고 2002년 3월 총선에 참
여하였다. 그리고 20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35%
라는 놀라운 득표율과 함께 총 550개 의석 가운데 과반수 의석을 훨씬 상회
하는 352석을 차지하며 단독 집권정당이 되었다. 특히 에르도안은 이슬람주
의 색채를 완화한 가운데 정의개발당을 세속적 성향의 민주적 보수주의 정
당으로 만들었다(Tepe 2005, pp. 68-92). 이런 정의개발당의 넓은 정치적 스
펙트럼은 이슬람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엘리트 및 사회 중산층
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에르도안은 유럽 연합 가입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시장 경제 활성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였
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의개발당의 모(母)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복
지당과 VP와는 차별적인 정책이었다(Yavuz 2003, p. 256; Nasr 2005, p. 23).
그리고 연이은 2007년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정의개발당은 세속주의 헌
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하였다. 에르도안은 정교 분리에 기초
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였다. 특히 에르도안 정
부에서 외무부 장관직을 역임했던 압둘라 굴(Abdullah Gul)이 대통령에 선
출되고, 그를 통해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와 관리를 시도하였다. 에르도
안은 정의개발당과 군부의 도발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사전에 군
부 쿠데타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하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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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혐의를 들어 현역 및 퇴역 장성들에 대
한 검거활동을 펼쳤다. 일명 ‘에르게네콘(Ergenekon: deep state)’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 에르도안은 군부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한편 유럽식의 군인
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정착시켜 군부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제거하려
고 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 헌법 재판소 또한 정의개발당의 정당 해산
을 요청한 검찰의 심리를 전면 기각함으로써 에르도안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 주었다(Mandaville 2014, p. 172).
따라서 케말주의의 첨병인 군부 및 검찰에 대한 에르도안의 정치적 승리
는 그 후 터키 사회가 급속도로 보수화와 함께 탈세속주의 경향을 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정책 및 정치 조치들은 정의개발당이
중도 보수주의 정당인지 이슬람주의 정당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일부에서는 정의개발당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NATO 회원국
으로서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식 입법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개발당을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정의개발당이 코란을 학교 정규 과목
으로 채택하거나 여성 공직자의 히잡 착용 금지를 개정하는 등 이슬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슬람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
운데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그리고 IS의 등장은 정의개발당이 종교적 보
수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Mandaville 2014,
pp. 174-175).
따라서 터키 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터키 이슬람주의 운동은 정치와
의 관계에서 세속주의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즉
1950년대까지는 세속적 민족주의와 서구식 근대화에 바탕을 둔 아타튀르크

46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체제가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후 터키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군부의 강력한
견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를 통한 제도 정치에 끊임없는 진입을
시도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집권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 집권당인 정의
개발당은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노선을 선별적으로 지향하면서 세속주의 경
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이슬람주의 정당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Tepe 2005, p. 76).

3. 이슬람 왕정체제: 사우디아라비아 - 정치권력과의 동맹
가. 와하비즘의 동맹 출현
근대 국가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기 사우디 가문 출신의 네지드
(Nejd) 지역 부족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사우드(Muhammad Ibn Saud)와 한발
리파 이슬람 법학자였던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하브(Muhammad Ibn Abdul
Wahab) 간에 맺은 정치·종교 동맹에서 출발하였다. 압둘 와하브는 당시 이
슬람 한발리파 소속 법학자로서 이슬람 사회의 쇠퇴 원인을 무슬림 사회의
세속화와 타락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슬람 교리의 완벽한 준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인간과 신의 중개자가
있다고 믿는 유일신 부정설을 배척하는 한편 신비주의적 성향의 수피즘을
배격하였으며 코란의 철저한 문자주의적 해석을 주장하였다(정상률 2016,
pp. 192~193).
1744년 리야드 인근에 디라야를 근거로 빈 사우드는 와하브와 정치·종교
정략적 동맹을 맺고 그의 영향력을 사우디 반도 전 지역에 확대하였다. 19세
기 말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우드 왕조는 1922년 영국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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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1932년 9월 23일 당시 쿠웨이트 망명에서 돌아온 압
둘아지즈 빈 압둘라흐만 이븐 사우드(Abdul-Aziz bin Abdulrahman Ibn Saud)
가 중심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창건하였다(Mandaville 2014, pp.
210-213).

나. 사우드와 파이잘
초대 국왕 압둘아지즈가 1953년 사망하고 장남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Saud bin Abdul-Aziz)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사우드가 제2대
국왕으로 오른 1950년대 중동은 반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분출
되었고, 혁명의 기운이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1953년 나세르가 이집트
공화국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근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집
트 대통령에 오른 나세르는 1956년 수에즈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이집트에
서 서구 제국주의 마지막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하였고, 이는 1956년 제2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에서 외교적으로 승리한 나세르는 사회혁
명 사상을 기반으로 범아랍주의 기치 아래 중동 지역 맹주로 등장하였다.
이런 대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우드 국왕은 국내 정치 안정화의 일
환으로 각료 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집단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 진영은 사우드 국왕의 개혁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우디-와하비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우드 국왕의
정치 개혁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와하비 진영은 1964년 사우드
국왕을 폐위하고, 보수 성향의 이븐 사우드 이복 동생인 파이잘 빈 압둘아지
즈(Faisal bin Abdul-Aziz)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Mandaville 2014,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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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이슬람주의의 등장
이집트에서 불기 시작한 군부 쿠데타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1960년대
들어 전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과 1968년에는 아랍 사
회주의 정당인 바스당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
났으며, 1969년 리비아에는 카다피가 중심이 되어 군사 혁명을 일으켰다. 이
런 외부의 도전에 직면한 파이잘은 걸프 지역의 보수 왕정 국가들을 이들의
세속적 사회주의 혁명에서 보호하고, 나세르의 범아랍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종교 중심의 범이슬람주의 주창하였다.
그는 사우디 중심의 범이슬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무슬림 연맹
(Muslim World League)을 설립하는 한편 울라마(Ulama: 이슬람 사회의 종교
학자들)를 통해 범아랍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범이슬람주의 이념을 개발하
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사우디는 풍부한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범이슬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사우디는 막대한 규모의 이슬람 종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무슬림 종교 단체에 집중적으
로 재정지원 하였으며, 모스크 및 종교 교육 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였다.
특히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중동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우디 중심
의 수니파 진영과 이란 중심의 시아파 진영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사
우디의 범이슬람주의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면서 세계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
(Mandaville 2014, p. 216).
사우디의 공격적 범이슬람주의 정책은 국내외적으로도 이유가 있었다. 먼
저 이슬람 교리적 시각에서 왕정체제는 신학적 근거가 약한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우디는 국내적으로도 더욱 엄격한 이슬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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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제 냉전 구도 속에서 친소련 정책을
추구했던 중동 공화정체제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우디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 전략적 동맹 관계는 서구 기독교 진영을 반이슬람 세
력으로 규정하는 이슬람주의 시각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사우디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범이슬람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
다. 사우디의 정치·종교 간의 딜레마 상황은 1990년 제1차 걸프 전쟁에서 극
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즉 1990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함으로써 이는 안보와 종교 간의 양립 불가능한 딜레마 상황
을 만들었다(Al-Rasheed 2002, p. 167).

라. 제1차 걸프 전쟁과 사흐와 운동
사우디 내 정치·종교 긴장은 1990년대 사흐와(the Sawha: Awakening) 운동
으로 더욱 깊어졌다. 사우디의 사흐와 운동은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50~60년대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거 사우디로 피신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사우디 내 종교 교육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이슬람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들의 이슬람주의 개
혁 실천사상은 이슬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과 융합되며 더욱 급진적인 성격
을 띠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사우디 왕정과 장기간 동맹관계를 구축해왔던
정통 울라마 진영에 대해 도전하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즉
사흐와(the Sawha: Awakening) 운동은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살라피 운동이
나 문자주의 중심의 와하비 운동과는 달리 무슬림 사회의 세속화 내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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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특히 기득권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와하비 진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홍미정 2014, pp. 63~66; Mandaville
2014, p. 221).
19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전 세계 차원의 민주화 여파는 사우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국왕이 정치·종교·행정의 삼권 수장 역
할을 하는 가운데,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 위원회와 울라마를 중심으로 한 종
교 지도자 회의가 일종의 협력체 형태를 띠며 국정을 보좌해왔다. 즉 국왕은
왕실 위원회를 통해 국가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종교 지도자 회의는 국왕의
선출 및 주요 국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
다. 따라서 국왕은 종교 진영과 함께 합의 방식에 의한 권력 분점을 유지해
왔다(최영철 2015, p. 69).
그러나 제1차 걸프전쟁과 전 지구적 냉전체제의 붕괴는 중동 국가들과 함
께 사우디에도 정치 민주화의 수용을 촉진하였다. 1991년 사회 개혁적 성향
의 학자, 상업인, 작가, 전 고위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사우디 왕정에 대항해
두 차례에 걸쳐 진정서 청원운동을 벌였다. 진정서에는 정부 개혁을 비롯한
여성 권리 확대와 같은 사회 개혁이 포함되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우디 정부는 1992년 3월 통치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개혁, 국정 자문 기관 성격의 슈라 위원회
(Majlis al-Shura)의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정상률 2014, p. 112). 특히 슈라
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전체 위원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여성
사회 활동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Mandaville 2014,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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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9/11테러와 아랍의 봄
이런 가운데 2001년 9/11테러는 사우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
에다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
쟁을 벌였다. 미국은 사우디 내 알카에다 동조 인사 및 관련자에 대한 체포
를 요구하였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알카에다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와 함께 급진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탈급진주의 프로그
램(Deradicalization Program)을 발표하였다. 즉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국민이
이슬람 급진주의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민 이념 교육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제공, 혼인 지원금 등 다양한 사회 혜택 정책을 추진하였다. 9/11테러
전후로 사우디 내 이슬람주의 운동은 단일 대오를 이루기보다는 일종의 분
열된 양상이었다. 먼저 1990년대 사흐와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은 이미 사우
디 정부의 친정부 종교 기관의 고위직 및 준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흐와 운동은 반정부 활동이나 제도권 종교 진영에 대한 비판 세력
이 아니라 체제 순응적인 종교 진영으로 변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안와르
알-알라키(Anwar al-Awlaki)를 중심으로 한 ARC(Advice and Reform
Committee)는 사우디 남부에 알카에다 사우디 지부(AQAP: Al-Qaeda on the
Arabian Peninsula)를 건설하고, 사우디와 예멘에서 대규모의 폭력 시위를 주
도하는 등, 급진적인 무력 활동을 전개하였다(Mandaville 2014, p. 221).
이런 불안정 정국 속에서 80세라는 노령에 국왕에 취임한 압둘라(Abdullah
Bin Abdul Aziz)는 사회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 선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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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참정권도 최초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사법개혁을 단행해
독립 재판소를 설립하여, 종교 진영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바람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에
비해 사우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큰 정치적 변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사
우디 또한 아랍 민주화가 발생한 여타 아랍 국가처럼 정치 부패 및 높은 청
년 실업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우디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의 민중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최영철 2015, pp.
78~81). 사우디 정부는 대중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 진압하였으며, 유화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 확대 보장과 사회 보조금 지원 등 약 1조 원에 달
하는 사회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황병하 2016, pp. 235~239). 그리고 주
변국의 정치 불안정이 사우디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아파가 다
수를 차지하는 바레인에 사우디 군대를 동원해 바레인 시위를 무력으로 진
압하였다(Lacroix 2004, pp. 345-365).
결론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체제 속에서 출범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종교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약화된
구도를 지녔다. 사우디 왕가는 울라마의 정통 종교 진영에 대해 정치적 영향
력을 종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 보장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왕정체제에 대한
종교적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이런 양 진영간의 합의된 이슬람 정치체제는
일부 급진 이슬람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지
만, 사우디식의 체제가 향후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
다. 특히 대부분 석유 수입에 의존한 국가 경제가 지속적인 국제 유가 하락
과 같은 외부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사우디 또한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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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처럼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4. 세속 왕정체제: 요르단 - 조합주의적 협력
가. 요르단 왕정과 초기 요르단 MB와의 관계
요르단 이슬람주의 운동은 1945년 요르단에 무슬림 형제단(이하 MB) 지
부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이집트 MB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 하이파, 예루살렘 등지에 MB 지부를 설립하여 왕성
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당시 요르단 국왕 압둘라 1세(Abdullah I bin al-Hussein)
는 MB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Noyon 2003, p. 84).
이런 양측의 협력 관계는 국내 정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압둘라 국
왕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 영향으로 친서방, 친유럽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
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에 상대적으로 강경적인 정책을 취
하지 않았다. 특히 1967년 6일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거 요르단으
로 이주해와, 팔레스타인 집단촌을 형성하며 요르단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온건 정책을 그대로 고수
하였다. 이에 맞춰 요르단 MB 또한 요르단 정부와 비슷하게 팔레스타인 독
립 운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1970년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구성된 ‘검
은 구월단(Black September)’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친정부 성향의
요르단 MB는 정부의 강경 진압을 지지하기도 하였다(Mandaville 2014, p. 178).
요르단 왕가와 요르단 MB의 공동보조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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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입장을 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즉 요르단 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왕정체제를
폐하려고 하자, 압둘라왕은 이 진영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강
경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요르단 MB 진영 또한 이념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타파할 대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요르단 왕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요르단 MB
는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친왕정 사회 세력으로서 의료, 교육, 종
교 등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구휼 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에 대해 요르단
왕정은 정치 안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내 정치 사회 관련 단체를 해산하였
으나 오로지 요르단 MB에만은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런 양측의 협력 관계는 요르단 MB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이상 계
속 지속되었다(Mandaville 2014, p. 117).

나. 1989년 정치 자유화 이후 이슬람주의 운동
그러나 이러한 협력 관계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들어서 변화하
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요르단은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정
부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물가 인상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심각
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런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후세인
국왕은 IMF의 재정 관리 체제를 수용하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경제 자
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Robinson 2004, pp. 166-170). 그 결과 식품 및 농산
품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고, 유가, 밀 등 식량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발생
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반정부 시위와 소요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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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요르단 왕가의 부패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외 언론
을 통해 밝혀지자 요르단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Milton-Edwards
1996, pp. 88-100).
이런 국내적 도전에 직면한 후세인 국왕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회선
거 실시를 포함한 일련의 정치 개혁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9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요르단 MB 후보들은 총 80석의 원내 의석 중
20석을 차지하며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이슬람주의 블록(The Islamic
Block)’을 구성하여 의회에서 단일 정치조직으로는 가장 큰 정치 세력을 구
축하였다. 이와 같은 요르단 MB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요르단 왕정과 이
전에 없었던 긴장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위협을 느낀 요
르단 왕가는 총선 이후 긴급 포고령을 발표하고 MB를 포함한 모든 정치 조
직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Mandaville 2014, p. 179).
1991년 걸프 전쟁은 요르단 국왕과 이슬람주의 진영 간에 일시적인 화해
관계를 만들었다. 요르단 왕정과 이슬람주의 진영은 이 전쟁을 미국이 주도
하는 반아랍 및 반이슬람 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연합 진영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런 양
측간의 ‘일시적인’ 동맹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슬람주의 진영은
요르단 왕정에 교육 전반에 걸친 친이슬람 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슬람법이
반영된 각종 법안의 입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르단 왕가는 이를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하고 즉각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이슬람주의 운동을 억제하
기 위해 당시 이슬람주의 블록의 지도자인 슈바일랏(Laith al-Shubailat)을 부
패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이슬람주의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함께 이들
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Milton-Edwards 1991, pp. 8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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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측간의 갈등은 중동 평화 협상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1
차 걸프 전쟁 종전 후 1991년 미국은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
아, 이스라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중동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
드리드 평화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요르단 MB 및 이슬람주의자들은 무
슬림 사회가 서구 진영에 의해 재편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요르단의
평화 회담 참여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비록 요르단은 마드리드 회담에 참
여하였지만 회담 기간에 대규모적인 대중 시위가 발발할 것을 우려하여 이
슬람주의 진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들어 급진적 성향의 이슬람주의자에 대한 대규모적인
검거조치를 실시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흐름에 부응하
기 위해 1993년 총선 실시 등이 포함된 정치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9년 첫 총선 후 치러진 선거에서 요르단 MB는 공식 정당을 창당하기보
다는 대리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IAF: Islamic Action Front)을 창당해 총선
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친정부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과반수 이
상 당선되고 대신 이슬람행동전선은 17명밖에 당선되지 않았다. 이슬람행동
전선의 참패는 총선 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중복투표제 대신에 일인 일표
제가 적용됨으로써 부족 중심의 친이슬람 성향의 지지표가 줄었기 때문이었
다. 이에 반발해 이슬람행동전선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
을 벌였다. 그리고 특히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지지
와 1995년에 체결된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협정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를 주
도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자유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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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지하고, 언론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슬람행동전선은 1997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재개정을 강력
하게 요구하였으나 후세인 국왕은 이를 거부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
선을 강행하였다. 이슬람행동전선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에서
무소속 친정부 성향의 의원들이 전체 의석의 80%를 차지하였다. 이슬람행
동전선은 선거 불참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법 재개정에 큰 압력을 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성과물을 내지 못하
고 원내 진출에도 실패하였다(Robinson 1998, pp. 169-174).

다. 압둘라 2세
1999년 후세인 국왕의 서거 후 그의 아들 압둘라 2세(Abdullah II Ibn
al-Hussein)가 왕위에 올랐다. 압둘라 국왕 체제가 출범했을 때 요르단을 둘
러싼 대외적 정치 환경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요르단 정국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쳐왔던 팔레스타인 분쟁이 2001년 제2차 인티파다를 통해 최악
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제2차 인티파다는 제1차 인티파다와는 다르
게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주도로 이스라엘 민
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리엘
샤론 정부 또한 군사 작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샤론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이었던 야
세르 아라파트를 라말라 자택에 감금하였으며,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기관을 강제 폐쇄조치하였다.
압둘라 국왕은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목하에 의회를 해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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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1년 총선 연기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임시 칙령을 발표해 요르단 국내
정국을 임시 정국 체제로 전환하였다. 2003년 실시된 총선에서 이슬람행동
전선은 17석을 차지한 반면 친왕정 진영은 의석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2003년 총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슬람행동전선은 불
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때 정적이었던 세속주의 정당 및 좌파 사회주
의 성향의 정치 진영과 정치 연대를 형성하였다. 당시 이집트를 위시한 중동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민주화 압력에 밀려 나름대로 정치 민주화를 위한 조
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부의 경우,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나
2005년 최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언론 자유화 조치를 통해 자유
로운 언론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경우 팔레스타
인 자치 정부 또한 야세르 아라파트의 권력 독점체제하에서 마흐무드 압바
스(Mahmoud Abbas)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 권력 분점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Ryan and Schwedler 2004, pp. 138-140).
이에 반해 요르단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요르단의 정국 변화를 가져올 만
큼 강하지 않았다. 비록 야당 진영이 국왕이 제안한 법안들을 의회에서 부결
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의석수에서 열세 상
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야당 진영간의 정치적 연대 또한 각 진영의 정치 이념
및 노선의 차이로 인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압둘라
국왕이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2009년 총선을 2010년으로 연기하자 이슬람
행동전선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이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010
년 총선 불참과 함께 2013년 총선 참여도 거부하였다. 이슬람행동전선의 잇
따른 선거 불참은 다른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즉 요르단의 중도
정당인 HW(Hizb al-Wasat: the Central Party)가 이슬람행동전선 등 야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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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대거 흡수하면서 요르단의 대표 야당 정당으로 등장하였다(Mandaville
2014, p. 182).
이런 가운데 요르단 왕정은 2010년대 이슬람주의 진영의 정치적 도전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비대
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 적자는 이미 요르단의 경제 성장을 막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외국인의 투자 감소와 함께 외국인
관광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기 경기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외에
도 사회 빈부 격차 및 사회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등은 요르단 사회의 불안
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및 난민 문제, IS
등을 포함한 외부 이슬람주의 세력의 국내 침투는 이미 요르단 왕정 체제의
강력한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Ⅳ. 국가체제별 이슬람주의 운동의 비교 연구
1. 세속 공화정 체제하 이슬람주의 운동: 갈등과 적응
세속 공화정 체제인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 세속주의 정권과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대립 갈등관계가 확연히 나타났다. 특히 이집트와 터키는 근현대
역사에서 왕정체제의 붕괴, 군부 쿠데타 발발, 민족주의 및 공화정 체제 수
립을 공동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치·종교 관계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
았다.
무슬림 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이슬람주의 운동은 세속 정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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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세르 혁명 이전 이집트 왕정체제
하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정치 불간섭의 원칙하에 사회 운동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불간섭 원칙은 1945년 제2차 대전을 전후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무슬림 형제단은 세속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집트 군부와 반
(反)제국주의 및 반(反)왕정이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나세르로 대변되는 이집트 군부 또한 무슬림 형
제단의 대중 동원력 및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나세르 정권이 등
장하기 이전까지 이 두 진영은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나
세르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왕정체제를 전복하고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면서
이 양 진영간의 관계는 협력 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나세
르 정권의 근대화 정책은 무슬림 형제단 및 이슬람주의 진영이 추구하는 이
슬람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했기 때문에 이 두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장병옥 2008, pp. 95~120).
이런 정·교 갈등 관계는 터키에서도 발견된다. 터키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
세운 케말 파샤는 이슬람의 영역을 정치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기
위해 서구 근대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나세르처럼 군부 출신이었
던 케말 파샤는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는 한편 1924년 칼리프제를 공
식 폐지하였으며, 192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정교분리를 선언하였다. 탈
(脫)이슬람을 기초로 한 케말주의의 민족 근대화 운동은 당연히 이슬람 진영
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케말 파샤와 집권당 RPP는 이슬람을 터
키 근대화의 장애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도적 방식을 통해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등과 같은 직접적인 탄압
을 통해서 이슬람 진영을 제압하였다(Mandaville 2014, pp.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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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집트, 터키 공히 세속적 공화정체제하에서 이슬람 종교 진영에
대한 강압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집트는, 나세
르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사다트의 경우, 나세르의 강압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즉 나세르 정권은 1961년 통일아랍공화
국의 분열과 1967년 6일 전쟁의 패배를 통해 범아랍민족주의가 그 유효성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다트 정권은 나세르 정권의 범아랍
주의를 포기하고 대신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도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다트는 197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을 이집
트 국교로 선포하는 한편 그동안 수감되어있던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에 대
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런 유화 정책은 나세르식의 대이슬
람 정책의 포기이자 국내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유화적 관계는 사다트 정권 말기와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다시 대립 관계로
전환되었고, 양 진영간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정치적 참여 과정이 배제된 채 갈등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주의 진영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한 무르시 정
권의 경우, 이슬람 요소가 반영된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지탱하지
못하고 군부에 의해 붕괴되었다(Beck 2013, p. 87).
터키의 정교 관계 또한 이집트와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었다. 군부로 대변
되는 세속주의 진영과 이슬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대립관계로
이어졌다. 즉 1950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공화인민당을 누르고 이슬
람 정당인 민주당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친이슬람 정책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터키 군부는 터키의 이슬람화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1960년 군
부 쿠데타를 일으켰고,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를 세속주의에 근간한 터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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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한다는 혐의를 들어 대거 숙청하였다. 이런 양 진영간의 대립은
1971년 제2차 쿠데타, 1980년 제3차 쿠데타로 이어졌으며, 터키 군부는 민주
당의 후신 정당들(민족구국당, 복지당, VP)의 지도부를 체포 구금하는 등 지
속적인 탄압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에르도안과 VP의 후신 정당인 정의
개발당이 2003년 집권에 성공하면서 양측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에르도안은 정의개발당을 이슬람주의 정당에서 세속적 성향
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
라 유럽 연합 가입 시도 등과 같은 대외정책에서도 실용노선을 추진하였다
(White 2012, pp. 91-92).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터키 군부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 조사를 단행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영향력
을 거의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정의개발당의 정치 노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성공은 정치·종교 갈등 관계에서 이집트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왕정체제하의 이슬람주의 운동: 협력주의 이슬람주의 운동
요르단과 사우디는 비록 같은 왕정체제였지만 요르단의 경우 완전한 세속
왕정체제인 반면 사우디는 이슬람적 요소가 더 강한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종교 간 관계에서도 유사성보다 상이성이 더 나타났다. 요르단에는
1945년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가 설치되어 이슬람주의 운동이 다른
곳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다. 당시 요르단 국왕이었던 압둘라 1세가 무슬림
형제단과의 협력관계를 일찍 선언하였기 때문에 요르단 왕가와 무슬림 형제
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호 협력관계가 많이 진전되었다. 요르단 왕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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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단 내 아랍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무슬림 형제단과도 정치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이런 협
력관계는 일종의 조합주의(corporatism)의 성격을 많이 띤 것으로 무슬림 형
제단이 요르단 왕가의 통치에 협력하는 대신 요르단 왕가는 무슬림 형제단
에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런 양측의 협력관계는 1989년 후세인 국왕이 즉위하고 난 후 변화를 겪
었다. 당시 요르단은 왕가의 부패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의 반발과
함께 정국 불안정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요르단 무슬림 형제단은
요르단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등 독
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양 진영간의 긴장 관계는 1991년 제1차 걸
프전쟁,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담,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거치면서 더
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요르단 이슬람주의 운동은 2001년 제2차 인티파다와
요르단 내 민주화 요구 등을 거치면서 다른 국가의 이슬람주의 운동에 비해
더디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정치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
아는 국가 출범 때부터 이미 와하비즘이라는 강력한 국가 이념 위에서 세워
졌기 때문에 정교의 강력한 일치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우디 왕가와 이슬람 종교 진영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협력관계를 유지
하지는 않았다. 이슬람 종교 진영은 사우디 왕가의 개혁 정책이나 친미 중심
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1964년 개
혁 성향의 이븐 사우드의 폐위와 함께 보수 성향의 파이잘 국왕이 왕위에
즉위하는 데 울라마 진영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종교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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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가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사우디 왕가와 이슬람 종교 진영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우디는 성지인 메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아랍민족주의에 대항해 범이
슬람주의를 주창하며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세속 공화정 진영의 대외적
도전을 억제해야만 했다. 1990년 제1차 걸프전쟁은 사우디의 정치·종교 간
관계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제1차 걸프 전쟁을 통해 범이슬람
주의의 중심지인 사우디는 현대판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이슬람 종교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흐와 운동으로 대변되는 신진 이슬람주의 운동은 친왕정
성향의 전통적 울라마 진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등장하였
다. 이외에도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한 ARC는 반정부 전선을 주도하였
으며, 후에 ARC는 알카에다 사우디 지부 출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우디 왕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급진적 이슬람주의 진
영을 제거하는 한편 사흐와 운동의 주요 지도부를 정부 산하 종교 기관에
흡수하면서 이슬람주의 진영을 무력화해나갔다. 특히 사흐와 운동이 사우디
왕가의 집요한 흡수 전략으로 인해 초기의 비판 세력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
함으로써 반(反)사우디 왕가 진영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요르단과 사우디 내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이슬람주의 운동이 체제 도전적이거나 체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체제 순응 세력으로 남았다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왕정체제라는 보수적 정권이 이슬람주의 진영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함으로써, 왕정 체제의 안정을 약속받고 대신 종교, 교육 분야 등에서 종교
진영에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공생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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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주의 운동의 세대 분열 및 다양화
이슬람주의 운동은 시기별 정치적 환경 및 상황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이런 발전은 이슬람주의 운동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강화하였지만 다른 한편
으로 운동의 급진화로 인해 운동의 고립성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1928년 창립된 무슬림 형제단은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방향성을 제
시한 이슬람주의 운동이었다. 초기 무슬림 형제단은 정치 영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사회 운동에 집중하였다. 이런 운동의 방향은 교육, 의료, 복지
및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대중적 지지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다트 정권하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내부 노선 분열
을 겪었다. 즉 나세르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강압 정책 이후, 사다트 정권
은 이슬람주의 진영에 대한 유화책으로 친이슬람 노선을 취하였지만, 사다
트 세속주의 정권하에서 이슬람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였다(Dalacoura 2011,
pp. 132-135). 이 시기 형제단 내부의 신진 세대들은 사회 운동에 중점을 둔
구세대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소극적인 사회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
적인 정치 활동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중 일부 세력은 이슬람 지하드
(Islamic Jihad) 등과 같은 급진 이슬람주의 조직을 만들며 기존 구세대와 차
별화된 노선을 걸었다. 무슬림 형제단 내부의 세대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 대립은 이집트의 각 정치적 격변기마다 발생하였다. 즉 이슬람 지하드
외에도 90년대 중반의 ‘Middle Generation’이라고 불렀던 신진 세대들의 정
치 참여 주장,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민주화 운동의 적극 참여를 주
장했던 젊은 운동가 진영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Wickham 2015, p. 218).
이런 경향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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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형제단 경우 초기에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처럼 정치 영역의 개입
을 자제하는 한편 요르단 왕정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협력
적 관계는 1990년대 초반 요르단 형제단의 소극적인 정치 활동에 불만을 품
은 신진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1993년 이슬람행동전선을 조직하면서 이슬람
주의 운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이슬람행동전선은 당원 자격이
아닌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이슬람행동전선의 출현은 요르
단 이슬람주의 운동의 전환점이었다. 따라서 이슬람행동전선은 요르단 정부
의 집요한 견제와 탄압으로 대중적인 정치조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이슬람행동전선의 등장은 분명 요르단 내 이슬람주의 운동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요르단 내 야당진영의 주축 세력으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Schwedler 2006, pp. 158-162).
사우디는 근대 국가 형성기부터 이슬람 국가로 출발하였지만, 근대 이슬
람주의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개혁의 대상이었다. 사우디는 울라마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기득권층 종교 진영이 사우디 왕가와 강력한 정치적·종
교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이슬람에 기반한 정교일치체제를 유지해오고 있
다. 그러나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이후 미군이 지역 안보를 위해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주둔하면서 사흐와 운동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 세력이 등장하였
다. 사흐와 운동은 사우디 원리주의인 와하비즘과 무슬림 형제단의 적극적
행동주의가 결합한 운동으로 사우디 왕정의 친미 정책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구세대 울라마 종교진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사흐와
운동진영과 함께 ARC 또한 급진적 이슬람주의 운동을 이끌면서 사우디 왕
정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하였다(Kepel 2003, p. 175).
터키 이슬람주의 운동의 경우, 같은 세속 공화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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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2012년 무슬림 형제단
의 지도자 무르시를 중심으로 한 자유정의당이 이슬람주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시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군부 진영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슬람주의의 정치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터키는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이 터키 군부의 견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 제도권에 성공적
으로 진입하였으며, 당 정체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한 정의개발당은 2002년 총선 승리 후 터키 집권당으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비록 정의개발당이 이슬람주의 노선 대신에 세속적 보수 정당으로 당
정체성을 전환했다는 평가는 있지만 정의개발당의 정치적 뿌리는 이슬람주
의 정당에 기원한 것은 사실임에 분명하다.

4. 체제 저항 운동 및 대안세력으로서의 이슬람주의 운동
이집트, 터키, 사우디, 요르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주의 운동은 기
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체제 저항이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
제 기존 제도권 정치 진영에 대한 정치 도전 세력의 역할을 하였다. 중동 정
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은 공화정 체제이
든 왕정 체제이든, 그리고 세속주의 체제이든 이슬람 종교 체제이든, 극히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민주화 과정에서는 자유주의 정치 진영이 시민 사회와 연대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대안 세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동 정치에서
는 체제 대안세력인 자유주의 및 시민 사회 진영의 존재가 부재하거나 약하
기 때문에 이슬람주의 진영이 그 정치적 공백을 메꾸어왔으며, 심지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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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까지 이슬람주의 진영 중심의 정치 연
대에 편입시키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정상률 2004, pp. 28~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동 민주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튀니지의 엔나흐드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은 집권의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집권 능력이나 국정 능력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과연 이슬람주의가 국민적 정
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상호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이슬람주의 진영이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세
력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대안 세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획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
문이다.

5. 이슬람주의 운동의 평가와 과제
이슬람주의 운동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속 정권의 정치적 배제와 탄압 속에서 무슬림 사회 전 영역에 사회
자원을 구축해왔으며,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기제를 통해 다른 정치 이념보
다 강력한 대중적인 정치적 연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주의가 중동의 근대 국가 형성기부터 사회 주류 및 기득권 정치 세력에 편입
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충실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저층
및 비주류 진영의 사회 대표성을 획득하는 가운데 발전해왔다(Brumberg
2002, pp. 109-115).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주의 운동은 강력한 정치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중동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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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슬람주의 진영이 구축한 비
공식적이지만 튼튼한 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이를 정치 지지 세력으로 전환
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슬람주의 진영에 대
한 세속 정권의 의도적인 정치 배제와 정치 탄압은 오히려 이슬람주의가 정
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
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슬람주의 정치적 어젠다와 강령들이 세속주의와 타
협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작동
되어야 할 정치 영역을 종교화시킴으로써 정치의 도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 참여는 정치 다원주의 및 세속주의와의
타협을 통한 정치 행위라기보다는 이슬람 정치 체제로 귀속시키려는 하나의
정치적 전술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
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한다면 정치 다원주의 및 세속적 민
주주의를 거부하고 결국 이슬람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다. 이런 시도가 실패할 경우, 이슬람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더욱
급진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며 탈레반, 알카에다 및 IS(Islamic State)의 등장
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Mandaville 2014, pp. 194-1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주의 세력이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를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것은 역사
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슬람주의가 범세계적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타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질화
된 사회 제 영역들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사회 역할(bridging social capital)
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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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과 선거라는 제도적 방식의 정치 경쟁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 행위를 평
가받아야 할 것이다(Mandaville 2014, p. 195). 이 의미는 이슬람주의 운동 및
이슬람주의 정치는 종교적 주장이나 정치 구호적 상징에 의해 평가 받기보
다는 현실 정치에 기반한 그들의 정치, 사회 및 경제 정책의 성과 여부에 따
라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슬람주의의 자발
적 개혁과 그들의 정치 문화 및 내부적 규범들을 다원주의 환경에 맞게 변화
시키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슬람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적응해오며 발
전해왔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서구 제국주의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중동
의 모든 영역에서 잔존하고 있다. 100년 전에 체결된 사이코스-피코 협정체
제는 오늘날 21세기까지 중동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세기
전 서구 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된 중동의 정치 지형은 아랍 민족주의
및 아랍 사회주의라는 내부적 정치 이념의 도전과 저항에 의해 어느 지역보
다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틈새에서 출현한
이슬람주의 운동은 중동의 정치 스펙트럼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이슬람주의는 중동 정치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존재하며, 세속 권
력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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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강력한 세속주의 전통 속에서 무슬림
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운동 진영은 이집트 왕정체제에서부터 현
시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세속 정권의 강력한 견제와 통제 속에서 제도권 정
치에 진입하려던 노력들이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아랍의 봄 이후 일시적인
집권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
류이자 현대 이슬람주의의 운동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
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터키의 경우 이집트와는 달리 이슬람주의 운동이
제도권과 정치권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집권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터키 이슬람주의 진영은 케말주의로 대변되는 강력한 터키 세속
주의 전통 속에서 사회 활동 단체가 아닌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성공적으
로 정치 제도권 속에 정착시켰다. 비록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정당이 해산되
고 지도부가 투옥되는 등 정치탄압을 받았지만 이슬람주의 노선을 완화하고
보수 정당으로 정치 노선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2002년 총선에서 성공적으
로 집권하였다.
이슬람 왕정체제 속에서 출발한 사우디는 이슬람 종교 진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동의 근대 국가가 경험하는 민족주의
와 세속적 근대화 대신에 와하비즘이라는 강력한 국가종교체제는 국가와 종
교 간의 갈등 요소를 대부분 잠식하였다. 비록 1990년대 이후 무슬림 형제단
의 실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흐와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사우디의 이
슬람 왕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요
르단 왕정체제에서도 발견된다. 요르단의 경우 사우디의 이슬람 왕정체제와
는 달리 비록 세속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르단 왕정 초기 이슬람주
의 진영과 조합주의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요르단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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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변되는 이슬람주의 운동 조직은 이슬람행동전선이라는 정당 조직을 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의 사회 조직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이슬람주의 정체성과 정치 지향성 및 현실 정치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학문적 합의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
람주의는 분명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며 강력한 역동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슬람
주의 운동은 초기의 단순한 사회 운동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활동 영역을
국민 국가 및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주의 운동은 그
운동의 성격이 살라피식의 이슬람 복고주의이든, 이슬람 개혁 성향의 무슬
림 형제단 운동이든, 이란과 사우디의 국가 주도형 이슬람주의 체제이든, 나
아가 탈국가·탈국경식의 알카에다 및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형태이
든 중동 정치를 지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와 함께 민주
주의와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 시각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
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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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유럽·지중해 국가간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체계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유럽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럽연합의 파트너 국가 입장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마그레브 국가 중 유럽·지중해
외교에서 중심 국가(pivot state) 위상을 확보했던 알제리이다. 북아프리카·중
동 국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이 유럽연합 근린외교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지중해 지역연구, 제18권 4호(2016년 11월)
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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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부이며, 유럽연합의 동유럽 정책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없다는 비
판이 제기되어왔다. 지중해 연안 국가가 모두 참여한 협약이라 하더라도, 유
럽연합 주도의 지역협력 정책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다양성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하며, 하나의 접근으로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위적 구상이라
는 주장이다. 이는 북아프리카 ․ 중동 국가들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야만 유럽·지중해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이기도 하다.1)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 유럽과의 무역과 에너지 협력에서 주
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지중해 지역협력에 참여해왔던 대표적 국가
이다. 2008년 ‘지중해를 위한 연합’ 창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
이나,2) 알제리는 1990년대 초부터 유럽과의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지중해
차원의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이다.3) 따라서 알제리 외교정책의 수립
과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유럽 주도의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에 대한 양
면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알제리의 대(對)유럽연합 및
지중해 정책에 ‘아랍의 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요하게 분석할 것
이다. ‘지중해를 위한 연합’은 창설 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아랍 민주화
혁명에 직면했다. 아랍의 봄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고 이와 관련된 많은 분석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아랍 민주화 이
후 지중해 지역의 안보환경과 관련 국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 Soltan(2010), pp. 68-70.
2) 김응운(2009), p. 16.
3) 알제리는 1996년, 2002년, 2008년 개정헌법에서 아프리카 국가임에 앞서 지중해 국가임을 명
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Baghzouz(2014a),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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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대표적 산유국인 동시에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
량의 25%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 국가이다.4) 아프리카 사헬(Sahel)의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유럽-알제리의 긴밀한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으나, 동시에 알제리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l-Quaida in Islamic
Maghreb), 이슬람무장그룹(Groupe Islamique Arme) 등의 여러 무장단체가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한 외교환경과 정책
을 분석하기 위해 알제리 국내정치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알제리는 대체로 마그레브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며,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의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둘째,
알제리의 대(對)유럽 및 지중해 정책은 아랍의 봄 이후 국제정세에 따라 변
화했다. 즉 권위주의적 체제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봄’은 알제리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향후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1995년 ‘바르셀로
나 프로세스’에서 2008년 ‘지중해를 위한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으로 이어지는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에서 알제리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
계를 가졌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1년 ‘아랍의 봄’이후 알제리의
안보환경과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진단하고, 향후 알제리
-유럽연합의 외교관계의 전개 방향을 전망할 것이다.

4) 박철형, 윤서영, 전혜린(201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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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1. 기존연구 검토
유럽·지중해 지역의 지역협력 시도에 관한 연구로 장니나(2008), 김응운
(2009), 송병준, 최재훈(2011)의 논문이 있다. 장니나(2008)는 유럽·지중해 파
트너십 구축을 시도했던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과 정책을 평가했다. 김응운(2009)
은 유럽의 주요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합의 과정을 분석했다. 송병준, 최재훈(2011)은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의 형
성과정을 설명하고, 파트너십의 토대가 되는 민주화와 법치, 종교의 자유,
시장경제 공고화 등의 가치가 사실상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중해 협력을 둘러싼 유럽적 시
각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을 제안한 주체가 유럽, 특히 프랑스
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특
수한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로 황의갑
(2008)의 논문이 있다. 황의갑(2008)은 유럽연합의 지중해 정책 파트너가 되
는 마그레브 4개국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
고 유럽·지중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전망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됐다. 박지광(2012)은 ‘아랍의 봄’을 통해 부분적 민주화에
달성한 국가(튀니지, 이집트), 정권 타도만 성공한 국가(리비아, 시리아), 민
주화 실패 국가(알제리, 바레인)를 구분하고,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 500

알제리의 대(對)EU 외교와 지중해 정책: ‘아랍의 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엄한진(2012)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5개국의
아랍의 봄을 민주화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 비교했는데, 노조나 야당의 조직
력보다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슬람 세력이 정치적
으로 부상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
동 지역의 정치·경제 현황을 비교하고 지역협력 가능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개별 국가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알제리 문제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먼저 홍순남,
정상률(1998)은 알제리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슬람 무장단체
의 테러리즘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했으며, 지역협력의 갈등요
인과 비동맹정책의 특징을 분석했다. 임기대(2016)는 알제리 정부구조의 특
징과 정책기조를 살피고 2014년 대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요소를 진단했으
며, 한국과 알제리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외국 문헌의 경우 알제리 민주화와 국내정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존재한다. 바그주(Baghzouz 2011)는 알제리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인근 국
가들의 민주화 운동 영향을 받았으나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
여 정권이 도미노처럼 붕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아마두슈(Hamadouche
2012)는 부분적인 언론자유화와 다당제 개혁, 연금 인상 등의 공공지출 확대
로 알제리 민주화 운동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볼피(Volpi 2013)는 알제리의 정체를 의사-민주주의(pseudo-democracy) 체제
로 규정하고, 형식적 다당제를 통해 반대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이 민주화운동을 좌절시켰다고 보았으며, 벤체이크(Benchikh 2015)는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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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제리의 피식민지 역사에 토대한 민족주의 정서를 꼽았다.
그럼에도 아랍의 봄 이후 알제리의 외교정책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드물다. 그레비(Grevy 2014)는 알제리 정부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부각시켜 이슬람 세력을 억압하는 국내정치적 맥락을 분석
했으며, 부카르(Boukhars 2013), 포터(Porter 2015) 및 다귀장(Daguzan 2015)
은 알제리의 비개입주의 외교원칙이 아랍의 봄과 말리 내전을 거쳐 완화되
고 있음을 밝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혹은 마그레브 국가(모로코, 알제리, 튀
지니, 리비아 등) 간 교차사례 연구를 시도하기보다는, 알제리 단독사례 분
석에 집중한다.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에 대해 배타적으로 공유하
는 이해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해 사례 수를 증가시켜 교차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
서 국가별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질성을 과대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때문에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 알제리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상호 비교할 것이다.
나아가 알제리의 대(對)유럽연합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은 구성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구성주의는 신념, 가치, 인식 등의 내적인 동인
에 주목하여, 특정 외교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기능
주의 및 신기능주의 이론은 유럽의 지역협력 과정에서 경제협력이 거시적인
지역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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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능적 협력이 협력 기제를 창출하는 과정을 유럽 이외의 지역협력
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웬트(Alexander Wendt)는 현실주의의 무정부론을 비판하면서 물리적 힘
의 분포가 아닌 관념의 구조와 정체성이 국가이익을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은 언제나 정체성을 전제로 한다. 즉
국가이익은 단순히 물리적 생존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 경제
적 복지, 집합적인 자존감 등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이익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며, 개별 국가는 그 이익들을 해석함으로써 주
관적으로 안보 이익을 규정할 수 있다.5)
이러한 구성주의 접근은 알제리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외교정책 형
성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오랜 식민지 역사와 내전, 군부독재의 경험을 고
려할 때, 알제리의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제
기된다. 다수의 연구들은 알제리의 민족주의가 유럽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며, 특히 프랑스와는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해왔다.6) 또한 기존 연구들은 알제리의 경우 풍부한 석유·가
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원조에 의존할 만한 동기가 적었다

5) Wendt(1999), pp. 224-232.
6) Baghzouz(2004) 및 Daguzan(2008)은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Daguzan(2015)은 대(對)프랑스 관계가 알제리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주요하게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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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7) 이는 알제리의 경우 재정 원조라는 물질적
국가이익을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구성주의 시각을 따를 때 국제질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약소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국가 정체성에 더욱 집착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이들은
자국의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인식하에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
기 쉽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8) 알제리의 비타협적인 외교정책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중동
ⅰ 역사 ◯
ⅱ 사
지역 권위주의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의 접근을 수용하여,9) ◯
ⅲ 정치 행위자 등의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보다
회경제 구조 ◯
ⅰ 식민지배 역사와 알제리·프랑스 갈등 ◯
ⅱ 석유 지대(rent)
구체적으로는 ◯
ⅲ 부테플리카 군부의 권위주의10)의 세 가지 요인이 외교정책
경제의 지속 ◯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그림 1 참고).

7) 석유 지대추구가 알제리 국내정치 및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Clement(2004), Baghzouz(2011),
정상률(2012), Muradova(2016)을 참고할 수 있음.
8) 서보혁(2003), p. 71.
9) Posusney and Angrist(2005) 및 Brownlee(2007).
10) 알제리 군부 독재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로 Volpi(2006) 및 Benchikh(2015)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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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i) 사회경제구조
석유 지대 경제
i) 역사
프랑스 식민역사

iii) 행위자
Bouteflika 군부독재

알제리의
對 EU
외교정책

자료: 저자 작성.

Ⅲ. 마그레브 ‧ EU 협력관계의 발전
1. 지중해 지역 협력의 확대
가. 유럽‧ 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체결(1995. 11)
지중해 연안은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국가들이 상호 충돌했던 지역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서부 사하라 분쟁, 키프로스 분쟁, 모로코 내 스
페인령 문제 등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다수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
만 같은 이유로 지역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기도 하다.11) 냉전체제

11) Baghzouz(2009),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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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식된 1990년대부터 유럽·지중해 국가 간 안보·경제협력이 추진됐다. 지
중해 연안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역내 협력만으로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
보하기 위해 초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은 1994년 12월 유
럽이사회에서 지중해 지역의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한 공동안보정책을 추진
하기로 합의했으며, 1995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국의 제안으로
유럽연합과 지중해 국가 간의 ‘전략적 관계’ 추진이 이루어졌다.12)
1995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체결된 ‘유럽·지중해 파트너십(Euro
mediterranean Partnership)’은 첫 성과였다. ‘바르셀로나 프로세스’(Barcelona
Process)로 불리는 이 협약에는 당시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11개 중동·북아
프리카 국가(레바논, 모로코, 몰타, 시리아,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
트, 키프로스,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및 모리타니아가 참여했
다.13) 이후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은 유럽연합과 모로코(2000), 요르단(2002),
레바논(2003), 알제리(2005) 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통상 분
야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치 및 안보협력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는데, 다자 협약을 도출하는 데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지중해 국가 간 다자협
력보다는 양자협력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지중해 북부와 남부 국가 간 경제격차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성장과 통합에 걸림돌이 됐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지중해경제개발

12) 장니나(2008), pp. 143~144; 송병준, 최재훈(2011), pp. 12~15.
13) 김응운, 앞의 책,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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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MEDA: Mediterranean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은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알제리,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
아, 튀니지 등 지원 대상국 10개국을 선정했는데, 2007년 기준으로 이 10개
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 경제수준을 따라잡는 데에 160년이 걸릴 것이
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14)

나. 지중해를 위한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결성(2008. 7)
유럽연합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근린외교정책을 강화해
나갔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200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
된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새로운 지중해 연합 결성을 제안하여 주목
받았다. 그는 유럽·지중해 지역 국가 지도자들이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
할 수 있는 회합의 정례화를 주장했다. 사르코지가 제시한 방안은 과거 바르
셀로나 프로세스와 다른 접근이었는데, 유럽연합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지중
해 북부 연안의 유럽 국가만을 참여 대상국으로 제한했다. 사르코지는 북아
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고 관련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지중해
지역협력체 결성을 추진했다.15)
하지만 사르코지 주도의 지중해 외교는 여러 비판에 직면한다. 프랑스 정
부 내에서 유럽통합회의론과 국가중심주의 노선을 표방해왔던 앙리 게노
(Henri Guaino) 특별보좌관이 새로운 지중해 협력 방안을 기획했기 때문에,
프랑스 주도 지중해 협력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14) 조양현(2008), p. 191.
15) 김응운, 앞의 책,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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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연합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
일은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협력 방식이 유럽연합을 분열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16)
2008년 3월 프랑스와 독일은 ‘지중해를 위한 연합(Barcelona Process: Union
for the Mediterranean)’이라는 명칭하에 지중해 협력방안 합의를 도출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며, 유럽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에서 2년
임기로 공동의장을 맡고, 유럽연합과는 구분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이었다.17) 이어 2008년 7월 파리에서 ‘지중해를 위한 연합’ 정상회담이 개최
됐다. 당시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알제리,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이집트,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요르단, 레바논, 모나코, 모리타니아, 모로코,
몬테네그로, 팔레스타인 정부, 시리아, 튀니지, 터키, 아랍 연맹(Ligue Arabe)
등 총 43개국 정상이 참여했다(표 1 참고).18)
파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 유럽과 지중해국가
간의 경제통합과 민주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다자간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밝혔다.19)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최종 협의안은
기존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취지를 계승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
i 지중해와 연안 지역의 오염 제
다.20) ‘지중해를 위한 연합’은 창설 이후 ◯
ii 회원국간 교역 증진을 위한 대륙간 교통시설 확충 ◯
iii 각종 재난에 대
거◯

16)
17)
18)
19)
20)

Mohsen-Finan(2008), pp. 9-11.
김응운, 앞의 책, pp. 15~16.
김응운, 앞의 책, pp. 13~17.
장니나, 앞의 책, p. 149.
김응운, 앞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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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중해 태양력 에너지 개발 ◯
v 슬로베니아에
비하는 공동 안보대책 수립 ◯
vi 회원국
유럽·지중해 대학(EMUNI: Euro-Mediterranean University) 설립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1)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1995년의 ‘유럽·지중해 파트너십’과 2008년의 ‘지
중해를 위한 연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유럽 ‧ 지중해 파트너십’(1995) 및 ‘지중해를 위한 연합’(2008) 비교
구분

유럽‧ 지중해 파트너십(1995)
Barcelona Process:
공식명칭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주요협약 바르셀로나 회담(1995. 11)
○ 총 28개국

참가국

지중해를 위한 연합(2008)
Barcelona Process:
Union for the Mediterranean
파리 정상회담(2008. 7)
○ 총 43개국

- 유럽연합 1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 유럽연합 2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 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
투갈, 프랑스, 핀란드
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
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
- 중동·북아프리카 11개국: 레바논, 모로코, 몰 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
타, 시리아,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 가리
트, 키프로스, 터키, 튀니지
-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15개국: 알제리, 레바
- 준회원국: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모리타니아 논, 모나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몬테네그
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리아, 알바니
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튀니지,
팔레스타인 정부
- 기타: 아랍 연맹(Ligue Arabe), 리비아(옵저버)

목표

- 공동 평화·안보지대 구축
-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 빈곤 퇴치, 문화간 이해 증진

- 유럽과 지중해국가 간의 경제통합과 민주주
의 협력

자료: 장니나(2008), pp.143~153 및 김응운(2009), pp. 6~17 참고.

21)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eas.europa.eu/euromed/index_fr.htm(검색일: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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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지중해 파트너십의 유럽 중심주의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유럽·지중해 관계를 대체로
유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범적 이니셔티브가 중동·북
아프리카 국가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지, 혹은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 초기
협력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을 형성해왔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빈곤 퇴치와 상호
간 문화 이해 증진 등의 규범적 목표를 제시했으며, 지중해 북부(유럽)와 남
부(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가 존재했다. 이러한 협력의 전제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에 설득력 있게 전파되지 못한 것이 1990년대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한계
로 지적되기도 한다.22) 또한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유럽연합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로 설정된다.23) 유
럽연합은 이민 통제와 지역 안보, 시장 확대와 에너지 자원공급 확보 등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정학적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난민 유입의 통로가 되어왔으
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내정 불안은 불법이민자가 증가하는 요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반서구적 가치를 내세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영향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안보 협력은 유럽·지중해 협력을 추진
한 주된 배경이 되었다.24) 경제적 측면에서도 식민지 역사를 배경으로 중동·

22) 김응운, 앞의 책, pp. 6~7.
23) 송병준(2006), p. 255.
24) 황의갑(2009),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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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유럽국가 공산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기능했다.25)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시적인 목표를 공유하기 힘든 상이한 조건의
국가로 인식되어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중동 국가 대부분은 농업
을 육성해온 반면, 요르단은 서비스와 제조업에 특화되어있었다. 마그레브
국가 중 모로코와 튀니지는 유럽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반면, 산유국인
리비아와 알제리는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특정 국가와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26) 따라서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중해 협력에 왜 참여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연합 회원국
과 달리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유럽과 협력을 추진했는가를 일반화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유럽연합과
달리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통일된 협력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지중해 협력에 대해 취하는 단일한 입장 역시 관찰하기 어렵다.27)
흥미로운 점은 유럽·지중해 협력에 대한 비판 역시 유럽 국가들의 역량
한계에 집중되어있으며, 유럽연합의 과오를 우선적인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
다. 즉 유럽 주도의 시혜적 지원과 지속적인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한 지적
이 있어왔다. 유럽연합의 시혜적 지원은 신기능주의적인 파급효과를 의도했
으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경제의 유럽 종속이 심화되었고, 국가 산업기반
이 약화되어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5) 송병준, 최재훈(2011), pp. 13~14; 장니나(2008), pp. 151~152.
26) 송병준, 최재훈, 위의 책, p. 9.
27) Soltan(2010),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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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동반자(partnership) 관계는 유럽연합이 지중해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이며, 불법 이민 통제와 지중해지역에 대한 유럽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28)
이러한 관계설정을 따를 때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
는 우선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원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중
해의 지역 통합은 아랍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유럽
연합은 파트너 국가의 경제개혁과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지중해경제개발원
조(MEDA)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34억 유로, 2000
년부터 2006년까지 약 53억 유로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해왔다.29)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에 중요한 협력 동기는 지중해의 지
역적 특수성이 아니라 재정적 후원자인 유럽연합 그 자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의 대(對)EU 외교 정책을
모두 동일한 종속적 형태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솔탄(Gamal Abdel Gawad Soltan)은 아랍 국가
의 이해관계를 세 집단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은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
진한 국가들이고, 알제리와 리비아 등의 산유국은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참
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안보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한 국가들이었
다. 반면 이집트와 레바논 등의 국가는 경제와 안보 두 차원에서 대외 의존
도가 높았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국가로 분류된다.30) 유
28) 송병준, 앞의 책, pp. 268~270.
29) 송병준, 최재훈, 앞의 책, p. 15; 장니나; 앞의 책, p. 145.
30) Soltan, op. cit.,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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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의 파트너로 협약을 맺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일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협력에 참여한 복합적인 요인을 구
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Ⅳ. 유럽연합의 지중해 외교에 대한 알제리의 입장
1. 지대(rent) 경제와 지중해 협력의 충돌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에 이어 알제리와 유럽이 보다 긴밀한 외교관계를 상
호적으로 추진한 계기는 2000년대 유럽연합의 유럽근린정책(PEV: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이었다.31) 물론 유럽근린정책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를 고려하기 이전에 중동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갈
등의 소지가 있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더 많은 개혁에 대한 더 많은 혜택
(more for more)’ 원칙32)은 알제리 입장에서 자국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
었다. 알제리는 다른 유럽근린정책 파트너 국가들처럼 국가재정이 취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이러한 유인 제공방식에 동조할 만한 유
i 독자적 외교노선 수립 시기(1962~
31) 알제리 외교사는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89년): 독립 이후 유럽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 협력을 강화
ii 친유럽 정책 수립 시기(1990~2010년):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바르셀로나 프로
함◯
iii ‘아랍의 봄’ 이후 외교노선 변화 시기(2010년 이후): 민주화 혁명과 말리
세스에 참여함 ◯
내전(2012년) 영향으로 대(對)유럽 관계 개선보다 북아프리카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우선
시함. Baghzouz(2014a), pp. 24-27 참고.
32) 여기서 개혁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법부 독립, 부패
와의 전쟁, 군사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의미한다. 유렵연합 홈페이지, http://eeas.europa.
eu/enp/about-us /index_en.htm(검색일: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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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적었다.33) 알제리는 2002년 4월 유럽연합과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을 맺었으나 2007년 9월 유럽근린정책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34)
알제리가 유럽연합 주도의 ‘지중해를 위한 연합’에 적극적 참여를 시도하
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원 생산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구조에
서 찾을 수 있다. 알제리는 전형적인 지대국가(rentier state)로 평가되어왔다.
지대국가란 정부가 시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는 국가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석유생산시설을 국영화하고
있는 일부 중동 국가는 정부가 석유 생산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석유지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35) 석유지대국가는 대체로 민주주의 발전의 지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정부가 석유수출로 얻은 재정을 복지에 지
출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막강한 부를 토대로 정치적 반대파를 억
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2011년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 민주화가 실패한 이유 역시 이 국가들에 팽배한 지대 추구
심리와 관련지을 수 있다.37)
알제리에서 현재 석유·가스 생산 수익은 국내총생산의 35~40%, 정부 재
정의 65~70%, 총 수출액의 98%를 차지한다. 알제리는 전 세계에서 여섯째
가스자원 보유국이며, 넷째 가스 수출국이다.38) 알제리는 프랑스로부터 독
립한 직후인 1963년에 석유공사 소나트라츠(Sonatrach)를 설립했으며, 1971

33)
34)
35)
36)
37)
38)

Baghzouz, op. cit., p. 27.
Martinez(2010b), p, 193.
정상률(2012), p. 90.
정상률(2012, p. 107, 재인용).
정상률, 앞의 책, p. 108.
Safir(2014),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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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석유·가스 생산시설을 국영화하여 석유 산업 개발에 착수했다. 부메
디엔(Houari Boumediene) 정권(1976. 12~1978. 12)은 대규모 액체 가스 생산
시설(Arzew, Skida 지역), 석유 정제시설(Alger, Arzew, Hassi Messaoud 지
역), 수은생산 시설(Bou Ismail 지역) 등을 건설하면서 소비재 생산보다는 중
공업 발전에 주력했다.39) 물론 알제리의 지대추구 정치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들어 석유 가격이 급락하여 실질 생산성이 하락하고
대량 실업도 발생했다. 알제리는 고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비재를 공
급하지 못하는 위기를 겪었으며, 1988년 발생한 소요사태는 알제리의 제도
개혁 필요성을 확인시켰다.40)
그럼에도 알제리는 석유 가격이 상승한 2000년대 이후 국가재정을 보다
확충할 수 있었다. 석유생산 소득으로 경제부양책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
으며, 대규모 공사에 착수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했다.41) 국가 재정 상
태는 알제리가 유럽근린정책(PEV)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유인을 억제
했다. 알제리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있었으나, 재정원조를 기대한 인
근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과 달리, 유럽근린정책에 참여할 때 득보다 실
이 많았다. 경제 제도개혁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제안을 수용하
는 경우 자원생산에 국가의 독점 권한이 제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제도개혁 선행조건 없이 에너지 시장과 안보문제에만 초
점을 맞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가스프롬
(Gazprom) 사가 알제리 소나트라츠(Sonatrach)와 제휴하는 경우 유럽연합 수
39) Martinez(2010a), pp. 6-7.
40) Dahou(2015), p. 10.
41) Ibid.,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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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가스의 40%를 통제할 수 있었다.42) 알제리는 러시아 제안은 수용하지 않
았으나, 유럽근린정책(PEV)과 거리를 두며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고자 했다.43)

2. 식민지배 역사와 알제리 ‧ 프랑스 관계
프랑스·알제리의 과거사 문제는 알제리가 ‘지중해를 위한 연합’에 적극적
으로 가담하는 데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었다. 2003년 부테플리카와 시락
(Jacques Chirac)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친선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여전히 현실의 양국 관계에 과거사가 앙금으로 남아 있
다. 일례로 2001년 10월 6일 파리 생드니 축구경기장(Stade de France)에서
개최된 프랑스·알제리 축구 경기가 알제리 팀을 응원하는 이민자들의 난입
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알제리 이민자 2세대를 충분히
동화시키지 못한 정책 실패사례로 평가됐다. 약 5백만 명의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 중 알제리 출신이 150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회적 배제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44)
부메디엔 전 대통령은 프랑스·알제리 관계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
나 어느 경우라도 특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45) 1830년부터 약
130년간의 식민통치와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약 8년간의 알제리 독립전쟁
42) Martinez(2010b), p. 195.
43) Martinez(2010a), p. 34.
44) 프랑스·알제리 친선 경기 전에 울려퍼진 알제리 국가(Qassamen)는 과거 프랑스 점령군에
저항하던 알제리 독립군의 노래였다. 알제리 국가를 이 친선경기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의
문제는 알제리 국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다. Baghzouz(2004), pp. 192-194.
45) Daguzan(2015, p. 3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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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랑스·알제리 간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남겼다.46) 하지만 드골은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고 식민지 관계 이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으
며, 알제리 역시 프랑스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
다.47) 그러나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서부 사하라 전쟁에서 프랑스
가 모로코를 지지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슬람 무장 세력
과 정부군의 내전 기간(1992~98)까지 양국의 냉각기는 이어졌다.48)
양국 관계가 다시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2003년 시락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이 알제리 국민의 환영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가 다시 관계 회복 문제에 걸림돌이 되었다.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가 식민지
시기 행한 범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요
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시락의 뒤를 이어, 내무장관 시절
알제리 방문 경험이 있었던 사르코지는 지중해 외교 강화를 대선 캠페인 시
기부터 강조해왔다. 그는 시락과 마찬가지로 불어사용권 마그레브 지역 지
도자들과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알제리와의 관계 개선을 가장 먼
저 시도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에서 식민지
시기 범죄 행위 사실을 인정(reconnaissance)했으나, 이를 과거사 ‘사죄’ 수준
으로 확대하지 않았다.49) 2012년 취임한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
역시 ‘사죄 없는 인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랑드는 2012년과 2015
46)
47)
48)
49)

프랑스·알제리 관계를 한일관계와 비교한 연구로 Babicz(2012)가 있다.
Daguzan(2001), pp. 438-439. 알제리 독립에 대한 드골의 입장은 이용재(2012)를 참고할 수 있음.
Daguzan(2015), p. 35.
2005년 Colin de Verdière 주알제리 대사 및 2008년 Bernard Bajolet 주알제리 대사의 발언.
Daguzan(2008),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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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알제리를 방문하여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2015년에는 토데
시니(Jean-Marc Todeschini) 보훈국무장관이 세티프(Setif) 지역의 알제리 독
립전쟁 추모식에 참여했다.50)
2000년대 중반까지 알제리와 프랑스의 이러한 양가적인 관계가 ‘지중해
를 위한 연합’ 구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까지 북부 아프리
카 지역, 특히 알제리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던 프랑스와, 마그
레브 지역의 맹주로 국제적 인정받고자 했던 알제리는 외교 관계에서 충돌
하고 있었다. ‘지중해를 위한 연합’ 기획은 알제리보다 프랑스 측에서 적극
적으로 개진했다. 2007년부터 사르코지 대통령,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
쿠시네(Bernard Kouchner) 외무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들이 알제리를 연이
어 방문했기 때문에, 알제리 입장에서 ‘지중해를 위한 연합’ 구상 자체가 프
랑스의 북아프리카 지역 영향력 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
었다.51) 사르코지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프랑스·독일 우애에 토대한 유
럽연합을 독일에 제안했던 것처럼, 프랑스·알제리 우애를 토대로 지중해 협
력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52)
‘지중해를 위한 연합’ 초기 기획 단계에서 알제리가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
을 표명한 것은 연합 구상의 중심에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역으로
이러한 조건은 알제리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알제리 정부
는 ‘지중해를 위한 연합’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식민지 기간에 벌어진
집단학살과 대인지뢰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
50) “Un ministre français rend hommage aux victimes du massacre de Sétif”(2015. 4. 19).
51) Baghzouz(2009), p. 147.
52) 2007년 12월 4일 Sarkozy의 알제리 콩스탕틴 대학 담화. Baghzouz(2009), p. 148.

∙ 518

알제리의 대(對)EU 외교와 지중해 정책: ‘아랍의 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
기 때문에 프랑스·알제리 관계는 결국 지중해 협력 구축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없게 됐다.53) 나아가 알제리의 지중해 협력 참여가 경직된 보
다 핵심적인 요인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합 가입 문제였다.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지속된 가자 지역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약 1,4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알제리는 ‘지중해를 위한 연합’의
외교적 함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알제리 입장에서 사르코지가 지중
해 연합에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시도는 이스라엘·아랍 국가 간 화해국면 조
성 없이 이스라엘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알제리 노
동당 대표 루이자 아눈(Louisa Hanoune)은 이스라엘 외교관계 개선만을 목
표로 하는 ‘지중해를 위한 연합’에서 알제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고 보고, 알제리의 지중해 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
장했다. 알제리 민족전선(FNA: Front national algérien) 의장 무사 투아티
(Moussa Touati) 역시 ‘지중해를 위한 연합’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중동·북아
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며, 이스라엘을 지역에 통합하려는 의도
만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54)

3.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한계
그렇다면 프랑스와의 외교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지중해를 위한 연합’에 참여한 이유

53) Baghzouz, op. cit., p. 147.
54) Baghzouz(2009), p. 143,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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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 알제리 지도부는 지중해 연합에 잔류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알
제리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즉 자유선거, 소수자 권리,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완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유럽연합은 알제리 내
전에서 발생한 감금과 실종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협력 관계에 제동을 걸
어 왔기 때문이다.55) 또한 알제리 정권의 정당성을 프랑스와 유럽연합으로
부터 인정받는 것은 ‘지중해를 위한 연합’ 참여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주요
한 대가였다. 유럽-알제리 협약 체결과정에서 알제리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유럽연합의 침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지중해를 위한 연합’ 참여 자체가
알제리 권력에 대한 보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56)
특히 1999년 부테플리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알제리가 외교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첫째, 쿠데타와 내전으로 집권한 불량국가(rogue state)의 이
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알제리에 대한 무기거래 금지 조치로
무기 현대화를 전혀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57) 이러한 외교적 한계는
20세기 후반 알제리가 겪은 근대사와 맞닿아있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독립전쟁을 치른 알제리는 1962년 에비앙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권을
인정받고, 프랑스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를 위해 알제리는 1980년대까지 유럽과의 외교 관계
를 축소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58)

55)
56)
57)
58)

Daguzan(2015). p. 38.
Baghzouz, op. cit., pp. 149-151.
Grevy(2014), pp. 3-4.
알제리는 1973년부터 3년간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자
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을 명문화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Hamadouche(201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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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인 아메드 벤 벨라(Ahmed Ben Bella)는 1963년 현 대통령인 부
테플리카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여 1970년대까지 스스로를 제3세계의 대
변인으로 자임하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시도했다. 부테플리카는 15년간 외
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특히 국제연합(UN)에서 탈식민주의 수호를 주창했
으며, 대부분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Front) 활동가 출신이었던 알
제리 외교관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군부 쿠데
타와 내전 진압으로 알제리의 외교적 고립은 가중됐다. 부테플리카의 집권
이후 알제리가 제3세계를 대변하는 외교를 시도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오히
려 중동 문제와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59) 이러한 맥락에서 2000
년대 이후 알제리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될 수 있었다. 부테플리카는 서구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증대하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했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지중해 지역협력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
지 못했던 원인은 국가주권에 대한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비개입주의 외교노선은 오랜 식민 역사를 배
경으로 외국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도입됐다. 알제리
의 외교정책 패러다임에서 주권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비개입주의 원칙에 따라 알제리는 2003년 주류 수입 조건을 빌미로 국제무
역기구(WTO) 가입을 거부했으며, 2008년 미 대사의 알제리 정당 시민단체
대표 회동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알제리는 독립 직후 비동맹운동(Non-

59) 박지광(2012), pp. 334-336.
60) Hamadouche(2014), p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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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ed Movement)에 가입했는데 비동맹운동의 존재 이유가 약화된 현재까
지도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제리는 비개입주의 원칙을 군사정
책에도 일관되게 반영하여 자국 군대를 국경 밖으로 파병하는 것 역시 엄격
히 금지해왔다.61) 또한 알제리는 인권을 명분으로 서구 국가들이 리비아 및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해왔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인근 지
역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알제리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하
는 결과를 낳았다.62)
협력의 선결조건으로 민주적인 정치 개혁과 경제적 투명성 제고를 제시한
유럽연합의 요구는 알제리의 비개입주의 노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
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부테플리카 정권은 신
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었다.63) 2011년 부테플리카는 담화에서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모든 외적 개입을 거부하는 민족주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알제리의 입장이며,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알제리 절대 다수의
국민들 역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무부 장관 무라드
메델치(Mourad Medelci)는 “알제리는 스스로 외국의 내정간섭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지라도 주권국가에 대한 개입을
지양할 것이며, 이것이 알제리 외교의 일관된 근본이다”라고 강조했다.64)
2014년 알제리 정부는 비동맹운동 제17차 회의를 주관했고, 비개입주의가 국제
갈등과 안보문제에 대한 여전히 유용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이라 주장했다.65)
61)
62)
63)
64)
65)

Porter(2015), pp. 2-4.
Boukhars(2013). pp. 17-21.
Mokhefi(2014), p. 2.
2011년 3월 15일 부테플리카의 담화 및 외무부 성명. Grevy(2014, p. 5, 재인용).
Porter, op. ci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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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랍의 봄 이후 알제리의 대(對)EU 정책
1. 권위주의 존속과 비개입주의 노선 완화
가. 반테러리즘를 통한 권위주의 정당화
‘아랍의 봄’이후에도 알제리 권위주의 체제는 존속했다.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 영향으로 부테플리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발했으나, 결과적으로 알제리는 마그레브 국가 중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66)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민주화운동 결집 실패
가 주요 원인이었다. 2011년 1월 결성된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합
(Coordination Nationale pour le Changement et la Démocratie)’은 1992년부터
지속된 비상계엄을 철회, 언론 자유 확보, 구속 시위자 석방 등의 요구를 내
걸고 알제에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단체의 지지를
얻는 데에 실패했으며, 특히 주요 노조인 노동자총연맹(Un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algériens)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시위 움직임에 빠
르게 대처하여 비상계엄을 가까운 미래에 철회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효과
적인 대중 동원에 실패한 ‘국민연합’의 시위를 경찰력으로 봉쇄했다. 2011년
4월에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TV 담화를 통해 1992년 2월부터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철회를 약속했으며, 대통령 5년 중임제, 대통령-총리의 권력 분산,
선거 및 언론법 개정, 반부패법, 대규모 주택보급 지원 등의 개혁이 뒤따랐
다.67) 여성하원의원 비율 33%까지 증대, 비정부기구(NGO) 활동 자유화, 민

66) Dessi(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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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TV 채널 허가 완화 등의 약속도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의원 할당제는 폐
지됐으며, 언론 자유화는 국영방송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슬람 단체의 정
치참여는 여전히 금지됐다.68)
알제리 민주화 운동이 실패하고 부테플리카의 집권이 계속된 원인은 기본
적으로 대안세력의 분열에 있었다. 알제리 정부는 대항세력에 대한 분열 통
치를 시도하여 협력단체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전략을 취해왔었다. 정당 역시 정부의 후견하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관
계를 맺고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알제리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 것은 1990년
대 내전의 기억이었다. 1989년 부분적인 민주화로 복수정당 허용, 언론 자유
와 3권 분립 보장 등의 개혁이 시도됐으나, 1992년 이슬람구국전선(FIS:
Islamic Salvation Front)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알제리 내전이 촉발되어 16
만 명이 사망했다. 민주화의 비극을 겪은 국민의 트라우마가 부테플리카 권
위주의 존속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있다.69)
그런데 부테플리카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은 아랍 지역의 안보환경 변
화였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공포는 알제리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
었다. ‘아랍의 봄’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과 북아프리카의 지역 안보 질서를
동시에 붕괴시켰다. 2011년 튀니지 혁명은 벤 알리(Ben Ali) 정권을 무너뜨
67) 아울러 알제리의 민주화운동이 정권퇴진에 실패한 원인으로 다음의 측면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알제리 국민은 부테플리카의 장기집권을 비판해왔음에도 1990년대 이슬람 단체
와의 내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1995년 도입된 다당제 체제
는 복수 야당의 경쟁과 분파주의 속에서 군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보았던 바대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권한으로 여당과 운
동단체들이 상호 경쟁 속에서 정권에 종속되는 권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Dessi(2011). pp.
6-10.
68) Holm(2012), p. 3.
69)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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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으나 동시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등장했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붕괴와
나토군 개입은 사헬 지역 전체에 위기를 확산시켰다. 정부군 무기를 갈취한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가 리비아 북부를
장악했으며, 카다피와 협력했던 투아레그족은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National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zawad)을 결성하여 말리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안사르 알 딘(Ansar al Dine)과
서아프리카 지하드통일운동(MUJAO: Movement for Unity and Jihad in West
Africa)이 말리 북부에 주둔했다.70)
리비아 사태와 사헬 지역 안보위기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국가는
알제리였는데, 무장 이슬람단체들이 제일의 적으로 알제리를 지목했기 때문
이다.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사망 이후 테러 위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8월에는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가 알제리의 군
대와 경찰력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 알제리 건국 이래로 국가 안보 문
제가 가장 부각된 시기였는데,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6개국에 맞대고 있
는 알제리는 테러 위협에 취약했고 남부 사헬지역의 분쟁은 알제리 국내에
도 위기감을 고조시켰다.71) 알제리 경제의 핵심인 북부 유조시설은 테러집
단의 위협대상이었으며,72) 2013년 1월에는 남부 아메나스(Amenas)의 가스
시설에 대한 테러로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아프리
카 지역의 안보 위기가 알제리 국내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국면이 지속됐다.73)

70)
71)
72)
73)

Lounnas(2014), p. 48.
Baghzouz(2011), pp. 170-171.
Baghzouz(2014b), pp. 7-8.
Lounnas, op. cit.,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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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보위기 국면에서 부테플리카 정권의 비민주성 대신 효과적인 테
러 대응 능력이 부각됐다. 알제리 정부는 20만 명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으
며, 국가비상사태 철회 이후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지속했다.
국제적인 반테러리즘 기조 역시 부테플리카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2012년 1월 외무부장관 무라드 메델치(Mourad Medelci)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알제리 양국이
“안보와 경제 쟁점에서 특히 반테러리즘 부문에서 가깝게 협력해왔다”며 미
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알제리가 협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74) 알제리 지도
자들은 이미 2001년 9.11 테러 이후 반테러리즘 노선을 통해 국제 사회로
통합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선진 국가들과 공동
의 적을 가진 것으로 설정하고 스스로가 불량국가로 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아울러 반정부 세력을 형성한 이슬람 단체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75)

나. 말리 내전 시기 비개입주의 노선 완화
증가하는 안보위기로 알제리의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화됐으나 외교정책
에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권의 장기집권 정당화라는 목표가 아니
라, 실질적인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알제리가 인근 마그레브와 사헬 지역 분
쟁에 개입하고 협력해야 하는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당초 알제리는 1990년
대 투아레그(Touareg) 족 반란에 대한 중재를 맡은 이후, 비개입주의를 표방

74) Cavatorta(2012), p. 19.
75) Ibid.,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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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북아프리카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알제리는
1995년의 니제 내전과 2005년의 말리 분쟁에서 정부와 저항군 간의 평화협
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알제리는 2004년 아프리카 연합(Union Africaine) 산
하에 아프리카 테러 연구센터(CAERT: Centre Africain d’Etudes et de Recherche
sur le Terrorisme) 설립을 주도했으며, 2010년에는 말리, 니제르, 모리타니와
함께 공동 군사위원회(Comité d’état-major opérationnel conjoint)를 개설했다.76)
2012년 말리 내전과 프랑스군 파병은 알제리의 비개입주의 외교노선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말리 역시 알제리와 유사하게 프랑스로부터 1960
년에 독립한 이후 1968년부터 무사 트라오레(Moussa Traoré)의 군부통치를
받았으며, 92년 Alpha Oumar Konaré 대통령 취임으로 부분적인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1989년 투아레그 족이 ‘아자와드 해방 민족운동’(MNLA:
National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the Azawad)을 결성하고, 말리 북부
의 분리를 요구하는 대정부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나
아가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l-Qaïda au Maghreb islamique)’가 말리에 진
출하여 내전은 보다 복잡한 국면에 진입했다.77) 2012년 3월 아마두 에이 사
노고(Amadou Hay Sanogo) 대위의 군부 쿠데타로 말리는 치안 공백상태에
들어갔고,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MI)의 공격과 종교탄압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78)
알제리는 프랑스의 개입에 반대하여 말리 내전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주
장했으며, 말리 정부와 북부 반군 간의 중재를 시도했다. 알제리의 판단에
76) Baghzouz(2014a), p. 32.
77) Bourgeot(2011), p. 59.
78)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58(검색일: 2016. 8. 26).

52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따르면 말리 북부 토착세력인 안사르 알 딘(Ansar al Dine)과 아자와드 민족
해방운동(MNLA)을 회유하면 국제조직인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MI)
와 서아프리카 지하드통일운동(MUJAO)의 진출을 막을 수 있었다. 2012년
12월 알제리는 안사르 알 딘과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 두 단체로부터 테러
활동을 중단하고 말리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협약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
다.79) 그러나 안사르 알 딘이 2013년 1월 말리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협약이
파기됐으며,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군사 개입이 급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알제리는 프랑스의 사헬 지역 진출을 억제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알제리가 프랑스군 파병에 항공로를 개방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주
권 침해에도 반대하던 기존 비개입주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다.80) 또한 말리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프랑스
가 철군을 시도하지 못하는 긴장 국면이 이어지자 알제리의 역할이 보다 중
요해지고 있다. 알제리는 외교적 중재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 지
역에서 군사적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직면해있다. 알제
리는 아랍의 봄 이후 국방비 지출을 크게 증가해왔다. 2010년 60억 달러였던
국방비는 2012년 93억 달러, 2014년에는 130억 달러로 늘었으며, 러시아, 독
일, 이탈리아, 중국으로부터 전차, 헬리콥터, 군함, 잠수함 등을 구입하여 전
력을 보강했다.81) 나아가 알제리는 2013년부터 리비아 및 튀니지와 무장세
력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었으며, 튀니지 반정부 세력 지도자들을

79) Lounnas, op. cit., p. 58.
80) Porter, op. cit., pp. 10-11; Boukhars, op. cit., pp. 17-21.
81) 13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는 나머지 마그레브 국가들의 국방비 총합의 5배에 달한다.
Lounnas, op. cit., p. 5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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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고, 리비아 총리와 수차례 회동하는 등 마그레브 지역에서의 주도권
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82)

2. 알제리 ‧ EU 외교 관계 변화
알제리 정부는 안보위기를 토대로 권위주의 체제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제리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개선되어온 것이 사실이
나 향후 보다 더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알제리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 지역 안보문제에서 알제리의
역할이 부각되어왔다. 유럽연합은 사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모리타니와
모로코의 협력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알제리가 지역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알제리가 다자주의적 협력 틀로 설립한 공동군사위원회(CEMOC)
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83) 또한 북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 직접
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 미국은 지역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로 알제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공동군사위원회(CEMOC)에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의 Cater Ham 사령관을 파병하기도 했다.84)

82) Lounnas, op. cit., p. 63.
83) Baghzouz(2014b), pp. 7-8.
84) Lounnas, op. cit., p. 63. 과거 부메디엔 정권 시기 알제리는 미국보다 소련과의 협력을 추진
했으며, 1980년대 서부 사하라 분쟁에서 미국은 모로코 점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양국은 대
체로 긴장관계에 있었다. Daguzan(2015),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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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럽연합에 대한 석유·가스 주요 수출국으로서 알제리 경제의 위상
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비대칭적인 종속
관계를 형성해왔다.85) 하지만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높은 자원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자원 수입을 다원
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알제리를 지목했다. 현재 알제리는 러시아와 노르웨
이에 이어 셋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가인데, 유럽연합은 알제리
가스 생산량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15~20%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86)
셋째, 이민 문제 역시 유럽연합이 알제리와 협의해야 하는 쟁점이다. 알제
리 출신 이민자의 85%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향
하는 많은 중동·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알제리를 경유지로 선택하고 있기 때
문에 유럽연합의 이민자 관리에 있어서 알제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알제리
는 본국을 경유한 불법이민자들의 송환에 대한 책임 문제와 유럽의 경찰 역
할을 맡는다는 비판을 우려하여 유럽연합과의 이민 협약을 거부해왔으나,
유럽 이민 및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87)
알제리 입장에서도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석유·가
스 수출에 높게 의존하는 무역구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럽과의 경

85) Darbouche and Dennison(2011), p. 2.
86) Mokhefi(2014), pp. 5-6. 알제리는 석유·가스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알제리
석유는 국제시장 평균가의 15% 수준이며, 천연가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둘째로 낮은 가격
에 거래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투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에 토대하고 있다. Muradova(2016), p. 69.
87) Darbouche and Dennison, op. 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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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을 다원화해야 한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가재정수입의 97%를 차지
하며, 이는 알제리 국내총생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알제리는 2006
년 이래로 3%대의 경제성장률에서 멈추었으며,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운영
과 민간투자 제한 조치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석유·가스 부문에서 국가 전
체 4%의 노동력을 고용한 반면,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서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안보위협은 알제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슬람 단체의 공
격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가 여전히 알제리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1월 아메나스(Amenas)의 가스시설 테
러 이후 알제리 정부는 말리, 리비아, 튀니지와 맞닿은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주요 석유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4
년 대선 이틀 뒤 카빌리아 지역에서 14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테러가 다시
발생했으며,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에 대한 견제 역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호적 필요성을 토대로 알제리와 유럽 각국의 교류 협력은 가시
화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성이 더 높은 모로코보다 알제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격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알제리에 영국 문화원, 영국·알제리 산업협회(UK–Algeria Business
Council) 등을 설치하여 문화적,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스페인 역
시 알제리와 가스 수출량 증대를 협의하는 동시에 상호적인 무역 거래를 확
대하고 있다.88)

88) Lebovich(201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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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지중해 지역협력은 유럽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유럽이 테러와 난민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
중해 지역 현안을 유럽적 시각에서 벗어나 분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본
연구는 알제리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국내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알제리가 유럽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왔는가를 고
찰했다.
1995년 11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유럽·지중해 파트너십’과 2008년 7월
‘지중해를 위한 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안
보·경제 협력을 시도한 협약이었으나, 알제리는 이러한 지역협력 방안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치 개혁 요구는 알제리의
비개입주의 외교정책 노선과 충돌했으며,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토대로
부를 축적한 알제리 정부는 유럽의 재정원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
가 130년간의 프랑스 식민지배 역사도 유럽·알제리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특히 2008년 ‘지중해를 위한 연합’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주도
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알제리 민족주의 세력은 유럽·지중해 지역협력 참여
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군부 권위주의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이미지 개선
이 필요했던 부테플리카가 유럽과의 관계 문제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함으
로써 알제리는 지역협력 체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알제리가 표방한
비개입주의 원칙은 제3세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옹호하는 유럽 국가
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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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권위주의 체제는 인근 국가와 달리 200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도 존속했다. 그러나 알제리가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나서게 되는
여러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안보위기 확대로 유럽·
지중해 지역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했다. 알제리 정부는 말리 내전 확산을 우
려하여 비개입주의 외교노선의 전통을 깨고 프랑스군의 파병에 간접적인 지
원을 했다. 나아가 알제리는 군사 전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기존과 달리
마그레브 지역의 군사적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유럽연합과 알제리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만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
i 식민지배 역사와 알제리·프랑스 갈등 ◯
ii 석유 지대
았듯이 본 연구는 ◯
iii 부테플리카 군부의 권위주의의 세 요인이 알제리의
(rent) 경제의 지속 ◯

대(對) EU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요인들은‘아
랍의 봄’ 이전에 알제리가 지중해 지역협력에서 소극적 행위자로 머무는 데
i 식민지배 역사와 ◯
ii 석유 지대 경제는 유럽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iii 군부
연합 주도의 지역 협력체에 참여할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

권위주의 체제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은 형식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나, 비개입
주의라는 기본 외교원칙이 존속했기 때문에 알제리와 유럽연합의 상호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i 식민지배 역사와
반면 아랍의 봄 이후 안보위기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
ii 석유 지대 경제가 알제리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었다. 반면 ◯
iii
◯

장기 집권한 부테플리카 정권은 비개입주의의 원칙을 완화하면서 지역협력
에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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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제리 외교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
이익과 국가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2. 알제리의 대(對)EU 정책 결정요인과 아랍의 봄 이후 변화

i) 역사
프랑스 식민역사

갈등요인

ii) 사회경제구조
석유 지대 경제

갈등요인

협력 요인
협력 요인

대(對) EU 외교정책:
비개입주의 노선
소극적 협력

iii) 행위자
Bouteflika 군부독재

아랍의 봄
지역안보 위기

영향력 감소

비개입주의 완화
적극적 협력 지향

자료: 저자 작성.

그럼에도 알제리-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
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아랍의 봄 이후 유럽연합이 중동·북아프리카 지
역의 권위주의 체제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아랍의 봄
이 유럽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간 심각한 이질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향
후 지중해 지역협력은 보다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89) 나아

89) Baghzouz(2014),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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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제리와 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에도 비관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알제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개선
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알제리 정부와 연계하여 석유·가스 가격
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90) 이미 역사적으로 알제리는
인근 유럽지역 외에도 러시아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알제리는 1970, 80년대 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으며 이 과정
에서 러시아에 11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1990년대 내전 상황
에서 알제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2006년 부테플리카 정부는 75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하는 대가로 47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 받는 협약을 맺었
다.91)
무엇보다도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정권의 장기집권은 그 자체로 유럽연합
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 인권기관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는 2011년 알제리 민주화시위 당시 언론 및 사법부통제, 종교의
자유 제한 등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알제
리는 비개입주의 원칙을 근거로 유럽연합의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왔고,92)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는 알제리의 권위주의가 유럽연
합의 외교정책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90) Mokhefi, op. cit., p. 6.
91) Katz(2007), pp. 152-157.
92) Darbouche and Dennison(2011), p. 2; Mokhefi, op. cit.,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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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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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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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2013년 6월, 온건파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의 대통령 당선은 이란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국제사회 복귀를 외치던 로하니는 최고종교지도자 아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승인하에 중동문제연구, 제15권 3호(2016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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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의 지원 속에 적극적으로 핵
협상에 임해 2015년 7월 14일 최종 핵협상합의문(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서명했다. 국제사회는 2016년 1월 최종합의문을 이행한 이
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선언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다.
2002년 8월부터 13년을 지속해온 핵관련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버락 오
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하
며 반겼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나탄즈(Natanz) 지역에 비밀 우라
늄 농축시설 등 핵 프로그램 관련 미신고 비밀 핵시설 세부정보를 폭로하면
서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 유럽연합의 영국, 프랑스, 독일로 구성된 협상단
과 하산 로하니 당시 외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이란 협상단의 노력으로 핵
활동을 일부 동결하기도 했다.1) 그러나 2005년 당선된 강경파 마흐무드 아
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은 그동안의 모든 협상을 무효
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이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활동을 재개하였다.2) 이후 이란과 국제사회는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핵 개발 억지를 위한 유엔 주도의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면서 이
란은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핵개발과 경제제재라는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에 로하니의 대통령 당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하타미(Khatami) 정부(1997~2005)에서 핵협상 대
표를 역임한 로하니는 핵협상 타결만이 이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1) 2003년 10월 테헤란 공동성명(Tehran Agreed Statement), 2004년 11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 황지환(2015),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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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고 협상에 임해 결국 최종합의안(JCPOA)에 서명했다.
이란은 핵개발 대신 국제사회와 공존을 선택했다. 갈등과 고립을 포기하
고 개방화, 서구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나라 정상들이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여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개방
은 문화와 인적교류도 동반한다. 경제 회복을 통한 민심 회복을 목표로 한
하메네이와 보수파는 이란이슬람정권의 존립 기반이자 국가정체성인 이슬
람과 혁명정신을 위협할 개방화, 서구화, 세속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보수
파와 로하니 정부 사이에는 개방과 반(反)개방, 개혁과 통제라는 대립과 갈
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핵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개방화에 따른 이란 내
부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보수파의 전략인 바시즈에 관한 연구이다. 점진적
이든 급진적이든 개방화, 서구화 길을 걷게 될 이란에서 보수파는 이슬람공
화국 체제 유지를 위해 ‘이슬람혁명정신’과 ‘이슬람 가치’라는 정체성을 지
키려 하고 있다. 이 전략의 최전방에 바시즈(Basij)가 있다.
바시즈는 이슬람 혁명 후 호메이니(Khomeini)의 명령으로 ‘이슬람체제 수
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친정부(Pro-Government), 반관영(Semi-Official)
민병대 형태로 출발한 바시즈는 이슬람 정부 초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회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했
다. 이들은 지역방어, 감시, 치안유지, 내부봉기진압이라는 네 가지 역할을
통해 이란 사회를 통제해왔다.3) 특히 1999년 개혁파 대통령 하타미 시절 전
국적인 대학생 민주화 시위와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를 효과적으로

3) Golkar(2012a),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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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하였다. 2011년 튀니지로부터 시작하여 중동으로 번져나간 민주화 시위
분위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였다. 바시즈는 조직원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준군사조직인 민병대에서 정규군으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대민
(對民)통제에서 사이버(Cyber)통제까지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s)들을 차례로 붕괴시
켰다. 그러나 이란은 이 민주화운동 열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있었다. 이란
은 아랍 민주화 운동 2년 전인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작된 시
위로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이미 경험했다. 이슬람체제 건설 후 최초로 최고
종교지도자에 대한 타도구호가 나올 정도로 체제위협을 느꼈지만 불과 2년
만에 중동을 휩쓴 민주화 운동이 자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 봉기
를 완벽하게 통제하였다.
이란 정권의 안정성은 2000년대 권위주의 정권을 연구한 바버라 게디스
(Barbara Geddes), 제니퍼 간디(Jennifer Ghandi),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
같은 학자들의 이론과 배치된다. 이들은 강력한 집권당을 통한 통치체제가
군대나 개인에 의한 통치체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 엘리트가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 참여 욕망을 해소해야 권위주의 정권의 충성도가 높게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운리는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2007)에서 이집트 집권당인 국민민주당(NDP: National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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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집트 권위주의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는 핵심요소로 판단했다. 반면 정
당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아 강력한 집권당이 없는 이란 체제는 안정
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엘리트들이 정치 권력욕을 해소하고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집권당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민봉
기나 반정부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4)
반면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루칸 웨이(Lucan Way), 에바 벨린
(Eva Bellin) 같은 학자들은 시민을 제압할 보안대 같은 조직이 권위주의 정
권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벨린은 “보안대나 치안대
같은 조직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을 때 민주적 정권 이
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5)라고 역설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위
한 보안대와 치안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2011년
민주화 시위는 강력한 집권당을 가진 이집트를 붕괴시켰지만 강력한 보안대
를 가진 이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벨린의 이론이 이란, 이집트의 상
황을 통해 증명되었다. 벨린이 주장한 보안대가 이란의 경우 바시즈이다.
이 연구는 이란 이슬람체제 수호자이며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시위진압
과 내부치안유지를 담당하는 바시즈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바시즈와 그 상급기관인 이란혁명수비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개척 지
대이다. 바시즈는 광범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이슬람
체제를 지키고 이슬람가치로 사회를 통제해왔다. 감시와 사회통제를 담당하
는 조직체와 군조직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바시즈에 대한 연구는 더 어려웠

4) Lachapelle, Way, and Levitsky(2012), pp. 2-3.
5) Bellin(2004),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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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근 이란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이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
로 확대되면서 그 산하 기관이나 구성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미국, 영국, 중동에 위치한 주요 정책 연구기관들이 이란혁명수비대와 바시
즈 관련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2009년 이후로는 ‘소프트워(Soft War,
Jang-e Narm)’7) 혹은 ‘문화전쟁(Cultural War)’이라고 불리는 이란 내 혁명
정신을 위협하는 서구 문화와 이념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논문들이 작성
되고 있다. 소프트워를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바시즈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란어 자료로는 바시즈와 바시즈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이란 신문과 논
문을 참고하였다. 바시즈를 포함한 혁명수비대 수뇌부, 보수 성직자들의 인
터뷰와 공개발언 등을 통해 개방화 이후의 내부 위기에 대한 보수파의 인식
과 대응을 알 수 있었다. 이란 외부의 이란어 자료로는 BBC Persia, Manoto
TV, VOA Persia 등 외국에 있는 이란어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와 분석기사
등이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란 출신 학자들의 이란어, 영어 연구 저작물도 주요 참고문헌이었다. 혁
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연구한 케네스 카츠만(Kenneth Katzman), 알리 알포네

6) 케네스 카츠만(Kenneth Katzman)의 “The Warriors of Islam: Iran’s Revolutionary Guard,” Rand
재단에서 발간한 “The Rise of the Pasdaran: Assessing the Domestic Role of Iran’s Revolutionary
Guards Corps,” 알리 알포네(Ali Alfoneh)의 “Iran Unveiled: How the Revolutionary Guards is
turning Theocracy into Military Dictatorship,” 아프숀 오스토바르(Afshon P. Ostovar)의 “Guardians
of the Islamic Revolution Ideolog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in Iran
(1979~2009)” 등 참고.
7) 소프트워(Soft War)는 이란 정치인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사용하는 정치 선전 용어이다.
국제관계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Nye)에 의해 정의된 경권력(Soft Power, 매력적인 문화,
정치 이상, 정책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힘)을 동원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국가들이 이란 엘리트와 젊은이에게 친미, 친서구적 문화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행동을 이란에서 소프트워라
고 한다.

∙ 546

이란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연구: 핵협상과 개방화에 따른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Ali Alfoneh)의 책과 논문들, 바시즈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이드 골
카르(Saeid Golkar), 시아파 성직자 출신으로 보수 성직자들과 이란 현대정
치를 연구하고 있는 메흐디 할라지(Mehdi Khalaji), BBC 저널리스트 카스라
나지(Kasra Naji) 등의 글을 통해 바시즈와 보수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 혁명수비대와 바시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다.8) 이 논문은 이란
의 안보기관인 바시즈의 조직을 분석하고, 활동과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 자
료로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하니 정부의 등장, 핵협상 타결, 경
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개방화와
맞물려 이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개혁 갈등의 방향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바시즈 출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이후 내부위
기 대응전력으로 바시즈가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했
다. 이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내부
위기 대응전략으로의 바시즈를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개방화에 따른 이란의 변화와 위기
1. 온건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장과 변화
2013년 6월, 온건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1차

8) 혁명수비대의 확장 과정 이해를 위해 유흥태(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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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9) 신보수파로 불리던
아흐마디네자드의 8년간의 통치와 보수파 이란혁명수비대(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감안하
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란 사회는 강경보수 세력의 지배에 피로를 느
끼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
거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믿는 이란 사회는 무기력과 자괴감에 빠져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권으로 손쉬운
보수파의 승리를 예상했다.10)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선거운동 내내 변화를 외친 로하니가 승리했다. 로
하니의 당선요인을 크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치적 요
인은 온건, 중도, 개혁을 아우른 통합이다.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는 로하니
를 중도파 수장 하크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Akbar Hashemi Rafsanjani) 전
대통령과 개혁파 수장 무함마드 하타미(Muhammad Khatami) 전 대통령이
지지함으로 온건,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가져왔다. 특히 하타미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개혁파 후보인 모함마드 레자 아레프(Mohammad Reza Aref)
에게 사퇴를 권고하여 온건·중도·개혁파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11) 반면 보
수파는 단일화에 실패하고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아레프는 대통령 후보에
서 사퇴했지만 2016년 2월 총선에서 중도개혁 연합인 ‘희망의 명단(List of
9) 이란 대통령 선거는 첫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첫째와 둘
째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를 선출한다. 2005년의
경우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위인 라프산자니와 2위 아흐마디네자드가 2차 결
선 투표를 통해 1차 2위였던 아흐마디네자드가 당선되었다.
10) Bastani(2013), “(ﺭﺋﯿﺲ ﺟﻤﻬﻮﺭ ﺑﻌﺪﯼ ﺍﯾﺮﺍﻥ ﮐﯿﺴﺖ؟차기 이란 대통령은 누가 될것인가)”(검색일: 2016.
6. 18).
11) 유흥태, 한인택(2016),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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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의 리더로 승리를 이끈다.
경제적 요인은 전임 보수파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보수,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으로 국제관계를
악화시켰다. 타협 없이 지속된 핵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경제제재
에 동참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특히 2012년 미국의 국방수
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기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석
유, 금융 관련 제재는 이란 시장에 급격한 환율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
률을 초래하였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종교적 요인은 유일한 성직자 후보인 로하니에 대한 일부 보수 종
교적 그룹의 지지이다. 로하니는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반(反)왕정 투쟁에 앞장섰고 이슬람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호메이니 곁에
서 이슬람 공화국 건설에 앞장섰던 투사이자 혁명가였다. 그는 하메네이의
충실한 조언자로 국가안보최고회의(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
총장을 역임한 이슬람체제 신봉자이다.12) 이슬람체제에 대한 헌신과 성직자
라는 신분은 일부 종교 보수층의 호응을 받아 취약했던 보수층 지지자를 확
보하여 승리를 쟁취했다. 당선 후 보수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알리 아
크바르 나테그-누리(Ali Akbar Nateq-Nuri)13)와 그의 지지 세력이 로하니 진
영에 합류하면서 보수, 중도, 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로하니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차기 대통령은 이란의 위기상황을 해결

12) 유흥태(2015), p. 126.
13)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 후보로 나온 전임 국회의장. 라프산자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파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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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위기 관리자(Crisis Manager)’이어야 함을 강
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대면하여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하니는 이 힘에 대해서 이
슬람공화국 통치이론인 ‘이슬람법학자통치론(Velayat-e Faqih)’ 안에서 대통
령으로서 갖는 권력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한 경제
회복이 주요 과제지만 혁명을 통해 완성된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보존보다
우선된 가치는 없다고 못박았다.14) 로하니는 체제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혁과 변화를 반대하는 보수파 진영을 안심시켰다.
그는 2013년 8월 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혜와 희망의 정부’를 슬로
건으로 조속한 시일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과의 협상
을 재개할 것임을 밝혔다.15) 그러나 로하니는 국방과 내무 분야 관료들을
보수파 인물로 임명하고 자신의 중점 분야인 외교, 경제 분야 관료들은 중도
개혁적 인물에서 임명하여 이슬람체제를 지키며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
를 내각구성을 통해서도 확인시켜주었다.

2.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
로하니는 핵협상을 위해 국제 감각과 협상력이 있는 미국통 모함마드 자
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16) 외교장관과 역시 미국통인 핵물리학
자 출신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Ali Akbar Salehi)17) 이란원자력기구 사무
14) Ditto(2014), “Who is Hassan Rouhani?”(검색일: 2016. 6. 11).
15) 유달승(2015), p. 43.
16) 17세에 도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B.A.). 덴버 대학(M.A., Ph.D.)에서 수학. 유엔대사로
재직.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아서 영어 및 미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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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前 외무장관)을 핵협상 대표단으로 임명하였다. 로하니는 첫 유엔총회
참석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통해 핵협상의 적극적 추진의
지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201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은 핵협
상을 재개했다. 양측은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2013년 11월 24일 6개월
시한부 잠정합의안인 공동행동계획(JPOA: Joint Plan of Action)에 서명한다.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서방 국가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
발 프로그램을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2014년 7월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원심분리기 보유 규모 등 이견이 합의되지
않아 2014년 11월 24일까지 4개월 더 협상시한을 연장했다. 2014년 11월 24
일 최종타결에 실패했지만 2015년 3월 말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 세부 내용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이듬해인 2015
년 당초 마감시한을 이틀 넘긴 4월 2일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
으로 협상을 지속하여 2015년 7월 14일 세부내용을 포함한 ‘역사적인’ 최종
합의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서명했다.

17) 미국 MIT 박사. 핵물리학자 출신 외교관. IAEA 주재 이란대표 역임. 영어 아랍어 능통한
글로벌한 인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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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핵협상 관련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13. 8. 4

중도파 하산 로하니 정부 출범

2013. 10. 5~16

이란 - P5+1 첫 협상 (제네바)

2013. 11. 20~24

공동행동계획(JPOA: Joint Plan of Action) 도출, 핵개발 잠정 동결 및 자
동차 분야 등 제재의 부분적 한시적 협의안.

2014. 7. 19

협상시한 1차 연장(11월 24일까지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
억 불 해제 발표

2014. 11. 24

협상시한 2차 연장(정치적 타협시한 2015년 3월 31일, 기술적 타협시한
2015년 7월 1일까지 연장)

2015. 4. 1~2

정치적 기본 합의안(Key Parameter for JCPOA) 도출, 타결 공식 발표

2015. 7. 14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타결

2016. 1. 16

이란 경제제재 해제 발표

자료: 전은주(2015), p. 16 토대로 저자 추가 수정, 편집.

그러나 이란 내부적으로는 핵협상에 대한 보수와 중도파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핵협상 타결, 경제제재 해제, 경제회복이라는 마스터플랜으로 정
국을 주도하던 로하니 정부는 핵협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었고, 2015년 최
종합의안 서명 후에도 기대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혁명수
비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국회의원들은 로하니 정부의 개혁, 개방 정
책과 핵협상 최종합의안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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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양측 주요 쟁점과 최종합의안

주요 쟁점 분야

P5+1 요구안

이란 요구안

합의안(JCPOA)

이란+주요 6개국 공동 구성 중
재지구(IAEA) 통한 통제된 사찰

군사시설 사찰

무조건 사찰

불가(주권 문제)

무기금수 조치

유지

즉시 해제

5년 후 해제

탄도미사일 제재

유지

즉시 해제

8년 후 해제

가역적·단계적
해제

타결과 동시
영구적·무조건
해제

핵개발 관련 제재
해제 시점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10년 이상 제한

NPT 추가의정서 적용

추가의정서+α

-IAEA 합의사항 이행 확인 뒤
해제(‘이행일(Implementation
day)’ 기준 해제)
-위반 시 제재 복원 가능
(Snap-Back)

-나탄즈에서 IAEA의 감시하
에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개
핵주권과 관련한 발 허용
사항으로 제한 -신형원심분리기로 우라늄 농
불허
축 금지
-포르도 시설, 국제핵물리 연
구센터 전환
특별사찰 불가

추가의정서 준수

자료: 박영석(2015. 7. 14).

내각 내부에서도 핵협상 타결 후 경제회복 효과 미비에 대한 위기감이 팽
배해 있었다. 경제관련 핵심 부서인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노동부 장관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관련 서한이 언론에 공개되어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
려를 자아냈다.18) 이러한 우려는 로하니가 이란이슬람공화국 역사상 최초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만들어냈다.19)
18) Karami(2015a), “Four Ministers Secretly Warn Rouhani about the Economy”(검색일: 2016. 6. 13).
19) “ﺍﻭﻟﯿﻦ ﺭﺋﯿﺲﺟﻤﻬﻮﺭ ﭼﻬﺎﺭﺳﺎﻟﻪ ﺍﯾﺮﺍﻥ, 최초 4년 임기 이란 대통령”(2015. 11. 18), http://www.yalas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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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1월 16일, 최종합의안 이행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가 선언
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유럽의 제재가 전면 해제되고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에 대한 제재도 풀리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
대감이 다시 상승 중이다. 더구나 원유 생산과 수출에 대한 제재 해제로 원
유 및 석유화학 분야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20)
또한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독
일은 80개 이상 기업이 이미 이란 시장에 진출해있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
에너지 장관은 2015년 핵협상 타결 직후 6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
란을 방문해 중장기적으로 양국 무역액을 100억 유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
했다. 프랑스 역시 외무장관이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을 방문했고, 2016년
1월에는 로하니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에어버스 항공기 114대 구매
관련 약 25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자동차 업계도 제재 이
전 수준인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시
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제재 해제 이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
하여 에너지·산업·금융·인프라 투자 등 17개 분야 협력에 합의하였다. 박근
혜 대통령도 2016년 5월 외교 관계 수립 후 54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하여 52조 규모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21) 로하니 대통령 역
시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직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경제제재

com/vdci5qazyt1azr2.cbct.html(검색일: 2016. 7. 26).
20) 권수현(2016. 1. 17), ｢<이란 제재 해제> 이란, 해외 동결자산 122조원 되찾는다｣,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4500009.HTML?input=
1195m(검색일: 2016. 6. 18).
21) 김현우(2016. 5. 3), ｢제재조치 해제 이후 이란 시장에 몰려가는 각국 기업들｣, http://www.
hankookilbo.com/v/e42384dcf9724a1e8b6894e5abccd978(검색일: 201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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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노후한 인프라 재건과 낙후된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
고 돌아왔다. 로하니 대통령도 경제회복을 위한 개방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교류는 사회 분위기를 개방화, 서구화하고 있어 하
메네이와 보수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로하니 정부의 최종핵협상 타결
배후에는 최고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지지가 있다. 그는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와 2011년 중동 전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으로 이란이슬람신정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2010년부터 시
작된 세계 각국의 독자적 제재와 2012년에 강화된 미국 제재는 이란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
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슬
람체제에 충성된 성직자이자 체제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원하는 로하니를
통해 경제회복을 이루고 민심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개방화, 서구화가 아닌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회복일 뿐이다.22)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교류는 하메네이의 바람과는 달리 이란 사회를 개방화
서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슬람체제로 통제되고 있는 시민사회를
동요해 정치민주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핵협상 타결과 개방화, 서구화
가 초래할 변화들이 이슬람체제를 위협할 내부위기의 동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 유흥태, 한인택, 앞의 책,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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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화에 대한 보수파 대응
2016년 2월 26일에 실시된 총선과 전문가회의(The Assembly of Experts)
선거는 개방과 변화를 맞고 있는 향후 이란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중 하나였다. 총선은 제재 해제 후 적극적 개방을 원하는 로하니 정
부와 그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전문가회의 선거 역
시 최고종교지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최고
종교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선출될 구성원의 성향이 차기 최
고종교지도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수파는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23)를 통해 일만 2,000명이 넘
는 국회의원 후보 중 개혁파 후보들을 중심으로 약 60%를 탈락시켰다. 개혁
파 후보들의 지도자인 호세인 마라쉬(Hossein Marashi)에 따르면 3,000명 이
상의 개혁파 후보 중 1% 정도만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전문가회의
후보자 자격심사에서도 개혁파를 중심으로 80% 가까운 후보자가 탈락하였
다.24)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소수의 개혁파와 중도파, 온건 보수파는 로하
니 대통령의 개방-개혁을 지지하는 ‘희망의 명단(List of Hope)’ 연대를 만들
어 선거에 임했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심사로 인해 보수파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국민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다. 전체 290석 중에 반수가 넘는 의석을 ‘희망의 명
23) 이란 선거 후보자 검증 권한과 법률 최종 승인권을 가진 기관. 12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최고종교자가 6인 임명하고, 최고종교지도자가 임명한 수장이 관리하는 사법부에서 추천한
6인을 국회에서 승인하여 임명된다. 최고종교지도자의 직속기관과 같은 가장 보수적인 기
관이다.
24) Eqbali and Fitch, “Iran Disqualifies Most Candidates in Election for Clerical Body”(검색일: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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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가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란 민심의 척도인
테헤란은 30석 모두 ‘희망의 명단’ 연대가 차지하였다. 전문가회의 역시 우
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로하니를 지지하는 개혁-중도 세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회의 선거 역시 테헤란 16석 중 15석을 중도파 로하니계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개혁·개방’을 원하는 이란 국민이 로하니 정부를 재신임
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추진력을 얻은 로하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실제적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로하니 정부의 의도대로 사회가 움직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미 보수파가 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또
한 사회 변화를 원하는 개혁파 후보들은 검증과정에서 대거 탈락하였고 이
슬람체제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원하는 온건보수파와 실용주의 중도파가
‘희망의 연대’에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정치적 선택도 지켜봐야
한다. ‘희망의 명단’이라는 연대 자체가 보수파에서 중도파까지 다양한 스펙
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안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16년 5월 24일에 치러진 전문가회의 의장선
거에서 보수파 아야톨라 아흐마드 잔나티(Ayatollah Ahmad Jannati) 헌법수호
위원회 의장이 로하니계 중도파 후보를 제치고 유효표 86표 중 51표를 획득
하여 선출되었다.25) 이는 중도파가 장악한 것처럼 보이던 전문가회의에서
25) Faghihi(2016), “How Iranian Conservatives Seized Assembly of Experts Chairmanship”(검색일: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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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의 견고한 정치적 입지와 ‘희망의 명단’이라는 중도파 연대의 취약성
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메네이도 핵협상 과정에서부터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
명한 후까지도 서구화와 개방화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혁명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이란의 젊
은이들에게 소프트워(Soft War)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26) 그는 2016
년 4월 19일 ‘이슬람 학생 협회(The Islamic Students Association)’ 모임에서
학생과 교육부 공무원에게 미국의 문화침투를 경계할 것과 혁명적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청했다.27) 그는 2016년 5월 전문가 회의(The Assembly of
Experts)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권력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과 공무원이
혁명정부와 그 정신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28) 하메네
이는 혁명수비대에는 직접적으로 개방화, 서구화에 맞선 ‘소프트워’에 헌신
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핵협상 타결 직후인 2015년 9월 16일 이란혁명수비
대 사령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몇몇 서구 국가들이 이란 사회를 ‘침
투’하여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으니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혁명수비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29)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모함마드 알리 자파리
(Mohammad Ali Jafari)는 하메네이의 혁명수비대 ‘역할론’에 모든 역량을 다
하여 이슬람 혁명이 이룩한 가치와 성과를 지켜낼 것이라 화답했다.
핵협상 기간에 하메네이의 지지 때문에 로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개방화와
26) Khalaji(2015), pp. 70-71.
27) Karami(2016), “Khamenei warns of ‘soft war’ between Iran, US”(검색일: 2016. 6. 13).
28) Hafezi(2016), “Iran’s Khamenei calls for vigilance against West’s ‘soft war’-state TV”(검색일:
2016. 6. 13).
29) Karami(2015b), “Khamenei asks IRGC to prevent ‘enemy’s influence”(검색일: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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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에 대한 직접적 반대를 자제하고 있던 혁명수비대에 하메네이가 공식
적으로 이슬람혁명정신으로 사회를 통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발언은
전날인 2015년 9월 15일 로하니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장군들에게 이슬람혁
명을 수호하는 역할은 혁명수비대만이 아니라 국회, 최고안보위원회, 이란
군 및 다른 기관들도 함께 공유하는 가치임을 상기시켜 정치개입을 제한하
려 한 다음날 나왔다. 그동안 로하니를 지지하며 침묵하던 하메네이가 점차
로하니의 개방화 정책을 제한하고 혁명수비대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으
로 분석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 정보부는 하메네이의 혁명수비대 ‘역할론’ 발언 두 달 뒤인
2015년 11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 정보부와 연계된 ‘침투’ 조
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하메네이가 혁명수비대에 이야기한 ‘침투’, ‘영
향력’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작전임을 짐작케 하는 발표문이었다. 체포된
조직원들이 로하니 정부를 지지하는 언론인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로하니는 혁명수비대를 향해 최고종교지도자의 용어를 오용해 월권을 행사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30) 자파리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2016년 4월 또다시
로하니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대해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이라는 구실
로 서방세계에 너무 많은 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혁명정신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임을 경고하였다.31) 최고종교지도자
의 지지로 그동안 참아왔던 보수파의 ‘반개방·반서구화’ 정서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30) Gerami(2015), “Iran’s Widening Crackdown Pressures Rouhani”(검색일: 2016. 7. 27).
31) Donovan(2016), “RGC Commander warns President Rouhani to back off”(검색일: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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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로하니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서구의 자본·기술과 함께
문화·가치관 등이 유입되고 있다. 자유화, 민주화, 서구화, 개방화는 이슬람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내고 보수파는 이런 사회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로하니를 지지하던 하메네이도 점차 이슬람체
제와 이슬람가치 수호에 대한 언급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슬람정권은 1997년 개혁파 하타미 대통령 등장으로 체제 위협을 느꼈
던 경험이 있다. 이슬람정권은 당시 내부적으로 개혁파 활동을 감시, 통제,
억압하고 외부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내부
체제 위기를 극복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온건파 로하니가 추진하는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개방, 해외투자유치 정책이 이슬람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하타미 정권 때 이용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도 핵협상 타결로 잠정
적 친구가 되었다. 국제관계 회복으로 외부의 적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타미 정부 때보다 보수파가 느끼는 위기감은 증가되었다. 위기 해
결을 위한 외부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내부통제와 감시에 집중하여 위기
를 극복해야 한다. 내부통제와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바시즈이다.

1. 사회 통제 기구로서의 민병대
민병대는 민간인들이 조직한 부대로 정부 소속 정규군은 아니지만 보조역
할을 하는 친정부적 성격을 가진 민간조직을 뜻한다. 아리엘 아흐람(Ariel
Ahram)에 따르면 친정부 민병대(Pro-Government Militia)는 일반적으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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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탈(脫)식민지화나 국가실패를 경험한 나라에서 주로 등장한다.32) 친
정부 민병대는 정부와 정보공유 수준의 느슨한 연계를 갖는 비공식적인 조
직과 무기와 재정지원을 받으며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반(半)
관영 형태의 조직으로 구분된다.33) 그러나 이 두 조직 모두 국가안보, 치안
유지, 반란진압, 사회통제 등 친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보수집능력 부재, 작전수행능력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의 단점에도 불구
하고 신생국가나 지지기반이 약한 국가에서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정규군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작
전수행 능력도 뛰어나다. 정통성 있는 정부로서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탄압과
감금, 폭행 등도 대신 처리할 수 있다.34) 이러한 장점은 혼란한 사회를 통제
하기 원하는 국가가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된다.
데이븐포트(Davenport)는 민병대가 정부의 체제 유지와 사회통제를 위
해서 행하는 억압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공개적 억압(Overt
Repression Action)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한 체포, 감금, 고문, 실종 같은 형
태로 이루어지며 대중을 협박하는 공포정치의 효과도 있다. 둘째는 은밀한
억압(Covert Repression Action)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한 감시, 감청, 정보수
집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35)

32)
33)
34)
35)

Golkar(2012a, p. 455, 재인용).
Butler, Carey, and Mitchell(2009), p. 14.
Golkar(2012a), op. cit., p. 456.
Davenport(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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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시즈 등장과 발전
가. 창설과 구성
바시즈는 ‘동원(Mobilization)’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다. 창설을 지
시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혁명 정신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을 이슬람체제와 정
권의 수호자로 ‘동원’하기를 원했다. 그는 ‘2,000만의 젊은이를 가진 나라는
2,000만의 군인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한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시즈 창설의의를 설명했다.36)
바시즈의 공식 명칭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조직(Sazman-e Basij-e
Mostazafin, The Organization for Mobilization of the Oppressed)’이고 이 조직
에 가입된 조직원을 바시지(Basiji)라고 부른다.37) 바시즈의 설립목적은 외
부위협으로부터 이슬람정권 수호, 내부의 반(反)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과
그 열매들’ 보호, 국가재난 시 긴급구호 참여, 무너진 사회·윤리 질서를 이슬람
가치로 바로 잡는 것이다.38)
창설 초기 바시즈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병대였다. 바시즈의 초기 임
무는 발루치(Baluchi)족, 쿠르드(Kurd)족, 투르크멘(Turkmen)족 등 혁명 후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독립하려는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중앙정
부와 군을 도와 막는 것이었다. 1981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을
돕는 조직에서 군대로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1991년 새로운 최고종

36) “Niruyeh Moghavemat Basij (Mobilisation Resistance Force)”(검색일: 2016. 6. 10).
37) “Sazman-e Basij-e Mostazafin (The Organization for Mobilization of the Oppressed)”(검색일:
2016. 5. 18).
38) Martonosi(201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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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시즈
군사조직을 정규군으로 승격한다. ‘바시즈 저항군(Niruy-e Moqavemat-e Basij,
Basij Resistance Force)’이라는 이름으로 9만 명 규모의 군대를 만들어 혁명
수비대 안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규군으로 창설했다. 2008년에는 혁
명수비대의 새로운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혁명수비대 육군 휘하 부대로 재
편되어 정권에 위협이 되는 내부 소요사태를 책임지는 특수부대로 특화되
었다.
바시즈 창설 당시 호메이니는 ‘2,000만의 군대(The army of twenty million)’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이란 인구가 약 3,80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
하면 전 국민의 바시즈화를 의도한 표현이었다. 모든 지역과 기관에 바시즈
를 만들어 혁명정부에 충성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바시즈를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장 작은 조직체인 ‘셀(Resistance cells)’에서 시작하여
‘그룹(Resistance group)’, ‘베이스(Resistance base)’, ‘존(Resistance zone)’, ‘에
어리어(Resistance area)’로 발전한다. 직업 기준으로는 ‘전문인 바시즈’, ‘노
동자 바시즈’, ‘유목민 바시즈’, ‘학생 바시즈’, ‘교사 바시즈’ 등 총 17개 조
직으로 구성되어있다.39)
바시즈는 준군사조직인 만큼 무기를 다루는 조직도 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긴급히 투여되는 ‘아슈라 여단(Ashura Brigades)’과 ‘알-자흐라 여단(Al-Zahra
Brigades, 여성으로 구성된 군대)’, 퇴역군인으로 구성되어 혁명수비대 육군
과 긴밀히 협력하는 ‘이맘 호세인 여단 (Imam Hossein Brigades)’, 안보위협
상황에 대처하는 ‘이맘 알리 여단 (Imam Ali Brigades)’이 대표적인 군사조직

39) “Aqshar(Segments)”(검색일: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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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0)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병대의 특성상 바시즈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2년 이란 언론은 500만에서 700만 사이로 발
표했다. 2008년 당시 바시즈 총 사령관이었던 호세인 타엡(Hossein Taeb)은
1,360만 명이 조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500만 명이 여성이고 470
만 명이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400만 명을 실제 전투 가능한 인
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투 인원 속에도 12세에서 60세까지 다양
한 연령계층이 있어 이 중 상당수가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실제로 총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조직원은 남녀 합하
여 1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41) 워싱턴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정규
군인 9만 명, 예비군 30만 명, 그리고 필요 시 동원 가능한 100만 명을 실제
바시즈의 군 동원 가능 민병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42)
바시즈는 일반조직원(Regular members), 활동조직원(Active members), 특
별조직원(Special members) 세 단계로 조직원을 구성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조직원은 기본적인 사상 교육과 기초 군사 훈련만 받은 사람이다. 2단
계 활동조직원은 45일 동안 사상·군사 훈련(Ideological and Military Training)
을 수료하고 바시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원이다. 3단계 특별조
직원은 혁명수비대에 속한 정규군인으로 바시즈의 핵심 조직원이다.43) 이들

40)
41)
42)
43)

Alfoneh, “The Basij Resistance Force”(검색일: 2016. 6. 10).
Aryan(2008), “Iran’s Basij Force - The Mainstay of Domestic Security”(검색일: 2016. 6. 10).
Cordesman and Al-Roadhan(2007), p. 340.
Golkar(2012b),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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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인으로서 정부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는다. 예비군으로 불리는 활동조
직원(Active Basij)은 평상시 정치적, 이념적 활동에 참여하며 정기적인 교육
을 받지만 참여하는 작전에 따라 특수 임무 활동수당으로 하루에 약 400불
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돈은 교사의 한 달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
다. 이외에 일반조직원은 전쟁 발발 시 즉각 소집되며 평화 시에는 도시개
발, 사회 안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전쟁 참여를 제외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

그림 1.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 조직도

최고종교지도자

혁명수비대

정규군

육군

육군

공군

공군

해군

해군

바시즈

꾸드스 부대

최고 사령관을
최고종교지도자가 직접 임명
2008년 이후 독립부대에서
육군으로 편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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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과 훈련
바시즈의 모집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배경과 동기
로 바시즈에 입회하지만 대부분 회사, 학교, 모스크 등 자신이 속한 기관에
서 오랫동안 알던 사람의 개인적인 권유와 추천이 크게 작용한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람 사원의 성직자나 지방 유력자의 추천이다. 지역
성직자는 담당 지역에서 종교적이고 이슬람정권에 충성된 자들과 가문을 가
장 잘 알고 있다. 이들이 바시즈 지원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작성하여 추천
한다. 이들이 속한 모스크는 바시즈의 지역본부 역할을 겸한다. 정규 바시즈
군인도 지원자가 지역 본부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뽑힌다.44)
바시즈는 종교·혁명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혁명정신에 투철한
조직원으로 훈련하는 것이 조직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체제를
수호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위해 전문 훈련프로그램인 정치이념교육훈련
(IPT: Ideological-Political Training)이 1985년에 개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라크’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후복구’라
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복구를 위해 라프산자니 정부가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국
제사회와 교류를 확대하였다. 사회가 안정되고 서구사상이 들어오면서 혁명
정신보다 개인의 자유, 정치 민주화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바시즈의 역할을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반(反)혁명, 반
(反)정부 활동 감시와 내부불안요소 제거, 시민소요사태 진압에 집중하게 만

44) 바시즈 모집 관련 현재 바시즈 조직원들의 인터뷰 참고. Ostovar(2013), “Iran’s Basij:
Membership in a Militant Islamis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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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강력한 바시즈를 위해서 이슬람체제에 대한 종교적, 이념적 충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1994년 이후 바시즈의 모든 교육에 정치이념교
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시즈, 혁명
수비대 조직원 73%가 개혁파 모함마드 하타미(Mohammad Khatami) 후보를
지지했다.45) 이는 그동안의 정치이념교육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증거
였다. 바시즈 지도부는 정치이념교육을 전체 바시즈 교육의 20%로 확대하
였다. 정치이념교육 외에도 ‘꾸란학’(Quranic science: 이슬람 경전인 꾸란46)
을 읽고 번역 해석하는 학문)과 ‘이슬람 윤리와 이념’을 매주 교육하여 신실
한 무슬림이자 이슬람정권에 충성된 정예요원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했다.47)
이 교육은 바시즈 조직원의 가족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이란 내에 광범위한
바시즈 연계세력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정권의 보수적인 정책기조를 맹
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자 이슬람정권에 충성된 보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되었다. 광범위한 바시즈 연계세력은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시즈 출신의 보수파 아흐마디네자드 후보가 당선되는 기반이 되었다.
바시즈의 첫째 교육은 종교이념 교육이다. 바시즈는 이슬람 정권의 정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신의 존재와 그의 계시를
연구하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우월성을 입증한다. 시아파 특수 교리인 이

45) 80%에 달하는 투표율 중 70%의 지지율로 개혁파 무함마드 하타미 후보가 보수파 나테그
누리 후보에게 압도적 승리를 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체에 가득했고, 보수파가
내부변화에 체제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46) 영어 발음을 따라 ‘코란(Koran)’이라고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랍어 발음인 ‘꾸란’으로
명시한다.
47) Ghasemiyan(200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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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통치의 정당성과 12번째 이맘(Hidden Imam)이 죽지 않고 사라진 상태에
서 그의 합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치에 대해 교육받는다. 또
한 통치이론인 이슬람법학자통치론(Velayat-e Faqih, Jurist Guardianship)에
대해서도 배운다. 비교종교연구에서는 기독교, 불교 같은 타 종교만이 아니
라 수니파와 바하이(Bahaism)48) 같은 이슬람 안의 다른 종파들과의 비교연
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다른 종교와 종파가 순수한 길을 벗어나 있다고
교육받는다. 알라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순수 무슬림으로서 시아
이슬람의 교리에 복종하고 그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정권을 보호하도록 교
육 받는다. 종교교육 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교육받고 서구
현대사상인 인본주의, 기술주의, 자본주의, 허무주의 등 서구 세속 철학과
이념을 비판하는 교육도 받는다.
둘째 정치교육이다. 바시즈는 국내·외 정치 환경과 상황을 토론 분석한다.
국내정치 환경 이해를 위해 이란의 정치구조와 선거, 다양한 정치 기관과 정
파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슬람 혁명과 그 성취 결과에 대해 교육받는다. 국
제정치 환경 이해를 위해 이란과 관련된 국제 이슈와 핵개발에 따른 협상
상황, 기술 등을 학습한다. 2009년 대통령 선거 시위 이후에는 ‘소프트워
(Soft War, Jang-e nar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유럽과 중동의 민주화 운
동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정권의 적(Enemy)이 누구인지, 이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학습한다.49)

48) 19세기 이란에서 바하올라(Bahaullah)가 창시한 종교. 시아 이슬람에서 출발한 분파. 이란에
서는 이단으로 박해받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단일성,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다는 단일
성, 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단일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49) Golkar(2010a),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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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즈 조직원은 이러한 철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이슬람 정권에 충성
된 요원으로 거듭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권 위협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제
거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다. 역할과 활동
바시즈는 ‘소프트워’의 핵심전력으로 이란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이슬람 사상에 위배되는 위성방송시청과 자유롭게 변화되고 있는 여성들의
옷차림을 단속한다. 길거리에 함께 다니는 남녀의 결혼여부를 확인하는 일
도 담당한다.50) 반(反)정부 성향의 모든 모임이 이들의 감시대상이다. 이슬
람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개인, 기관, 집회 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슬
람정권의 독재정치 체제에 환멸을 느낀 이란인 안에 다양한 관심이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증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 등 혁명정부의 이념과 배치되는 사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反)이슬람적이고 반(反)혁명적인 활동을 내부의 적으로 간
주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인, 개혁성향의 학생 운동 그룹,
시민운동가, 자생하는 기독교인 등이 주요 감시,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51)
그중 가장 반정부 성향이 강한 대학을 바시즈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세
우고 있다. 이슬람정권은 이미 80년대 초 대학 내의 반정부 성향의 좌파 교
수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휴교령을 내려 자유주의 성향의 교수까지 모두
해임한 전력이 있다. 바시즈는 2005년 바시즈 출신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

50) “Niruyeh Moghavemat Basij(Mobilisation Resistance Force)”(검색일: 2016. 6. 10).
51) Sadeghi(200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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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당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대학 종교화를 추진하였다. 테헤란 대학
교, 알라메 타바타바이(Allameh Tabatabai) 대학, 교육대학(Teacher Training
University)등의 개혁적 총장과 교수를 해임하고 종교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대학 바시즈화를 위해 ‘교수 바시즈(LBO: Lecturer’s Basij Organization)’와
‘대학생 바시즈(SBO: Student’s Basij Organization)’를 활성화했다. ‘교수 바
시즈’의 경우 전체 대학 교수의 25%에 해당하는 만 5,000명이 가입되어있
다.52) 이들은 대학 교육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종교교육과 사상교육을 확대했
다. ‘대학생 바시즈’의 경우 700여 개의 대학기관에 65만 명의 대학생이 가
입되어있으며 이들은 대학 내의 개혁성향 그룹이나 개인을 감시, 탄압하였
다. 또한 대학의 해외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서구 사상에 오
염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53)
바시즈는 또한 호메이니의 창설 포부인 ‘2,000만 군대’와 바시즈의 미래를
위해 10대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여름 캠프를 통해 청
소년을 잠재적 바시즈 군인으로 양성한다. 바시즈 학생 여름 캠프는 단순히
사상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영어, 아랍어, 수학, 물리, 화학 등 과외 수업
을 통해 성적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또한 스포츠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청소년의 흥미를 끈다. 모든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이념, 종교 교육을 지양한다. 바시
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
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종교 및 혁명 정신과 부

52) Wehrey et al.(2009), p. 39.
53)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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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이념교육을 집어넣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슬람과 혁명정부
에 충성된 인재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슬람에 헌신적
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이 삶에서 최상의 가치임을 배워 인터넷과 위성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외국 문화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54)
카스피 해 연안의 길란(Gilan) 주에서만 2007년 한 해 동안 160개가 넘는
여름캠프가 진행되어 2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주로 청소년 바
시즈를 위한 교육이지만 원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청소년 시기
부터 시작된 바시즈의 교육은 대학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조직화하고 훈련
한 후 사회에 진입시켜 모든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한
다. 이러한 이념적, 종교적 교육을 통해 형성된 바시즈 그룹은 반정부적 내부
위협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시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도시 중산층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요
구를 억압하는 숨은 권력자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나 정치, 사회 변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바시즈는 지역일꾼이자 조력자이다. 자연재해나 사고
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바시즈는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 부서진 책상과 의자
를 고쳐주고 학교 페인트칠을 해주는 등 아이들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로 민심을 사고 있다.
지능적인 선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개발과 안
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4) Ibid.,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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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매해 재난 구호와 인도적
도움을 제공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재난 지역에 캠프를 설치하여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음식과 의약품을 질서 있게 제공한다.55)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밤(Bam) 지진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온 기
관이 바시즈다. 이들은 인명구조, 구호물품 전달, 희생자와 이재민 돌봄 같
은 구호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 정치
발전, 자유, 민주주의 같은 정치적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지방에서
바시즈는 지역개발과 재난 구호에 앞장서는 좋은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다.

3.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2006년 바시즈 창설 26년을 맞아 바시즈 핵심 조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역사적 역할을 회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바시즈 사령관인 후세인
하마다니(Hussein Hamadani)는 이란이슬람체제 안정을 위한 바시즈의 공적
을 크게 여섯 가지로 평가하였다. 첫째, 혁명 초기 경찰력이 부족할 때에 바
시즈가 치안유지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초기 혁명정부 내 반혁명 세력과
왕정 지지자를 제거하였다. 셋째, ‘3,600만 정보원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감
시 정보수집 시스템으로 혁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넷째, 북쪽 카스피 해 인근 아몰(Amol) 시에서 일어난 공산당원
의 봉기를 진압하였고, 남부 반정부 세력의 석유 파이프라인 공격을 봉쇄하
였다. 파베(Paveh) 시에서 일어난 쿠르드인의 분리주의 시위도 진압하였다.
55)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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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1980년 7월 팔레비 왕실군 조직원의 내부 쿠데타 모임에 스파이를
심어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내고 진압하였다. 스파이로 활동한 바시즈 조직
원은 그들에게 살해당했다. 여섯째, 이란·이라크 전쟁 초기 바시즈의 전투능
력 부족을 이유로 참전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곧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
서 수세에 몰렸던 전쟁이 공세로 전환되는 공을 세웠다.56) 바시즈 조직원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시즈는 혁명 이후 혼란한 사회를 혁명
정부 중심으로 안정화한 역할뿐만 아니라 이란·이라크 전쟁의 분위기를 전
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가. 이란 ‧ 이라크 전쟁
혁명 성공 후 이슬람 성직자들은 혁명 동지였던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왕정주의자들을 제압하고 이슬람 정부를 세웠다. 미(美) 대사관
점거 사건을 통해서 혁명정부 내에 남아 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배경의 바
자르간(Bazargan) 총리와 그 측근을 몰아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
러웠다. 혼란한 사회를 하나로 단결해준 것이 역설적이게도 외부 위협세력
인 이라크의 공격이었다.57)
서구의 지원을 받아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라크 군은 전쟁초반 일방적 우
세를 점했다. 일방적이었던 전쟁 분위기를 전환한 것이 자원병의 전장투입
이었다. 전쟁 개시 두 달 만에 이란 전국각지에서 모집된 20만 명의 자원병
이 전장에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 중 반 이상이

56) Ibid., pp. 26-27.
57) 유흥태, 앞의 책,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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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지(Basiji)로 전국의 모스크와 학교에서 모집되었다. 대부분은 종교적 열
정과 애국주의에 선동된 어린 소년병이었다.58) 종교지도자들은 플라스틱으
로 만들어진 열쇠를 목에 걸어주며 천국 문을 열어줄 열쇠인 순교를 독려했
다. 이 소년들은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 부모를 둔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부분
이었다. 전문적 군사 훈련이 아닌 짧은 전투 적응 훈련 뒤, 배치된 이들은
이라크 군이 설치한 지뢰밭을 직접 몸으로 제거하여 뒤따라오던 전투병들이
전투에만 집중하여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59) 전투력이 열세인 상
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가는 인해전술은 이라크 군인들에게
점차 공포가 되었다. 딜립 히로(Dilip Hiro)에 따르면 1983년 봄까지 바시즈
자원병은 약 240만 명이 훈련을 받고 그중 약 45만 명이 전장에 배치되었
다.60) ‘인해전술(Human Waves)’이 중요한 전투전략이 되면서 전쟁기간에
약 70~80만 명의 바시즈 자원병이 전투에 참가하였다.61)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바시즈 가족은 순교자 가족으로 칭송을 받
으며 국가로부터 연금과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 입구, 학교, 관공서에
이들의 얼굴을 그려 놓아 지금도 살아있는 영웅으로 추모하고 있다. 창설 후
내부 통제와 감시 유지를 주로 담당했던 바시즈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안보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58)
59)
60)
61)

“The Iran-Iraq War”(검색일: 2016. 6. 10).
Moin(1999), pp. 249-250.
Hiro(1985), p. 237.
Aryan(2008), “Iran’s Basij Force - The Mainstay of Domestic Security”(검색일: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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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9년 민주화 학생시위
전쟁이 끝나고 ‘실용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던 라프산자니가 ‘전후 복구와
재건’을 슬로건으로 1989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호메이니 사후, 하메
네이가 최고종교지도자로 선출되는 데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이란 권력사
회를 주도하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개혁적인 기술 관료들인 테크노크라
트(Technocrat)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과 문호 개방을 통해 경
제회복을 시도했다.
라프산자니의 재건과 변화에 대해 경계를 하지만 실질적 힘이 부족했던
젊은 최고종교지도자 하메네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과 내부 통제 강화
목적으로 이슬람 정부에 충성된 바시즈의 일부 조직을 ‘바시즈 저항군(Basij
Resistance Forces, Niru-ye Basij-e Moqavemat)’ 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군으로
승격시켜 혁명수비대 안에 편입시킨다. 하메네이는 이 시기에 혁명수비대와
바시즈를 중심으로 라프산자니에 대응하며 자신만의 권력기반을 만들어간
다. 바시즈는 하메네이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바
시즈 참전 퇴역군인을 재정비하여 학교, 공장, 협동조합, 모스크로 조직을
확대한다.
하메네이가 최고종교지도자 취임 후 바시즈에게 강조한 것이 혁명정신을
오염시키는 서구 ‘문화 침략(Cultural Invasion)’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다. 바시즈는 혁명정신, 이슬람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종교윤리경찰’
로서 여성과 젊은이의 복장 단속, 위성방송 안테나 철거, 음주, 집회 단속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다. 서구 문물 유입을 주도하는 대학가, 서점·출판가,
극장 등 서구화를 지향하는 지역과 모임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서구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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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민주화, 정치개혁을 원하는 사람과 모임으로 감시와 공격 목표물을 확대
하였다.62)
하메네이는 50대 젊은 나이, 부족한 신학적 업적, 낮은 성직계급, 종교적
카리스마 부재 등 호메이니가 만들어놓은 최고종교지고자의 위상과 자격에
부족했지만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같은 혁명안보기관과 손을 잡고 사회를 장
악하며 권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바시즈의 과도한 활동은 이슬람 보수화에
대한 반감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다.63)
사회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은 1997년, 개혁파 후보인 하타미를 70% 가
까운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시킨다. 하타미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이던 지
식인, 학생, 여성은 민주주의, 자유화, 정치발전,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
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학생의 열정은 하메네이와 보
수 성직자 그리고 이슬람 정권에 충실한 바시즈와 혁명수비대에 체제위협으
로 다가 왔다.64)
하메네이는 사회통제를 위해 바시즈와 혁명수비대에 더 많은 힘을 주었
다. 최고종교지도자와 보수파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으로 개혁파 대통령 하
타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점점 절망으
로 변해가고 있었다. 1999년 개혁파 신문 ‘쌀람(Salam)’의 폐간 소식은 희망
을 잃어가던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학생들은 ‘쌀람’ 폐간에 항의하며 가두시
위를 진행하였다. 이란 정부는 ‘대학생 바시즈’를 이용하여 시위 진압에 나
섰다. 1999년 7월 ‘대학생 바시즈’는 ‘안사르 헤즈볼라(Ansar-e Hezbollah)’65)
62) Ostovar(2013), p. 349.
63) Golkar(2011), p. 211.
64) Moslem(2002), pp. 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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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테헤란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하여 테헤란 대학생 1명이 죽고 6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메네이는 즉각 폭력을 행한 자들을 비
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전
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66) 결국 이러한 전국적 시위가 정권에 위
협이 된다고 느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사령관들이 하타미 대통령에게 공개
적 편지를 보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위는 잠잠해진다.67) 이 과정에서
도 가장 시위대에 위협적인 존재로 적극적으로 시위진압에 개입한 기관이
바시즈이다. 이슬람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곳에 선봉에 서서 체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1999년 학생시위는 이슬람정권이 내부소요사태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전
략적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슬람정권은 내부소요사태 진
압연구를 통해 1999년 이후 모든 내부 시위에 대한 1차 진압은 내부치안대
(LEF: Law Enforcement Force)68)가 담당하고 바시즈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혁명수비대 육군이 지원하
도록 하였다.69) 그러나 이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수정 발전하고
있다.

65) ‘신의 당의 조력자’라는 뜻을 가진 민병대로 이슬람 정권 유지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반정
부 시위를 진압하고 사람들의 옷차림을 감독하고 서구화된 금지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습
격하는 등 이슬람 가치에 반하는 개인과 단체에 폭력을 가한다.
66) Menashri(2001), pp. 146-147.
67) Entessar(1999), p. 122.
68) LEF는 NAJA(Niru-ye Entazam-ye Jomhuri-ye Eslami-ye Iran)로 불리는 이란 치안대이다.
1991년 시 경찰(Urban police, Shahrbani), 지방 헌병대(Rural Gendarmerie), 혁명 위원회(Komiteh)
등으로 분산된 내부 치안 기관들을 합병하여 만들었다.
69) Eisenstadt(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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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위 진압은 바시즈를 이슬람정권에는 내부소요사태를 진압하는 훌
륭한 진압부대로, 국제사회에는 거리의 권력자로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메네이는 내부 불안요소 제거를 위한 바시즈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확신
하게 되었다. 그는 바시즈에게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말로 반정부 시위진압
에 헌신할 것을 요청했다.

Ⅳ. 내부위기 대응전략 바시즈
하메네이는 2005년 10월 혁명수비대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의 명령에 따라
혁명수비대 전략연구센터를 창설하고 자파리 사령관을 책임자로 임명한다.
자파리 센터장은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과 ‘평화적 정권교체(Soft
Regime Change)’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란에 가장 위협적인 적은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된 왕정 및 군사 독재
국가의 정권 교체는 외부 군사행동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외부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내부의 반정부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란 정부는 바시즈를 활용한 내부위기 대응전략을 세워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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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변화와 바시즈 영향력 확대
가. 바시즈의 전략적 변화
2007년 하메네이는 새로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자파리 혁명수비대
전략연구센터장을 임명한다.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점증하는 정권위기에 대
응할 전략적 변화를 이끌 최적임자로 이 분야를 연구한 전략연구센터장을
총사령관으로 세웠다.
자파리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부 불만으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시
민봉기와 내부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첫째 단계로 바시즈 정규군을 혁
명수비대 육군으로 편입했다. 오랜 통제와 감시 작전을 통해 내부위기를 관
리해온 경험과 혁명수비대 육군의 군사능력을 통합하여 내부위기에 대응능
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자파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바시즈 군의
구조적 변화에 불만을 갖는 세력에 최고종교지도자의 명령임을 밝히고 바시
즈의 최우선 목표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혁명정부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했
다.70) 내부위기 대응책으로 바시즈에 신뢰를 갖고 있는 하메네이의 의중이
반영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둘째 단계는 ‘모자이크 독트린(Mosaic Doctrine)’ 전략이다. 이는 이란 30
개 주가 모자이크처럼 다른 모양으로 독립적으로 상황에 맞게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각 조각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함으
로써 큰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각 주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가진 바시즈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독립적이고

70) Wehrey et al., op. cit.,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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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이란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만들었다.
새로운 전략(Tarh-e Amaliati-e Shahid Hemmat, 샤히드 헴마트 실행계획)
에 따르면 각 주마다 바시즈 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내부봉기나 시위 상황을
경고상황(Vaziet-e Entezami), 경계상황(Vaziet-e Aminati), 위기상황(Vaziet-e
Bohrani) 3단계로 나누어 대응전략을 세웠다.71)
1, 2단계인 경고와 경계상황에서는 경찰과 바시즈가 반정부 시위를 진압
하는 책임을 갖는다. 1단계인 ‘경고상황’은 경찰의 지휘 아래 바시즈는 정보
수집활동과 순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검문소를 설치하여 상황을 통
제한다. 경찰의 바시즈 활용지침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될 경우 경찰의 통제
아래 아슈라와 알자흐라 부대를 시위진압에 파견한다. 아슈라 부대의 오토
바이 진압부대가 시위대를 공격하여 해산시킨다. 시위가 확산되어 2단계
‘경계상황’이 되면 바시즈는 내부치안부대(LEF), 혁명수비대와 협력하여 시
위대를 진압한다. 아슈라 부대는 혁명수비대 육군에 명령을 받아 시위대를
향한 선봉 타격부대가 된다. 시위대를 검거, 해산시키고 다시 집결하지 못하
도록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 시기에 순찰활동에
중점을 두어 수상한 사람을 체포하여 사전에 시위대의 재조직을 차단한다.
시민 봉기가 격화되어 일부 ‘도시’나 ‘주’의 공권력이 제압당하고 시위대가
공공기관을 장악했을 경우 3단계 위기상황이 된다. 이 경우 혁명수비대와
합세하여 군으로서 전투 활동에 참여한다.72)
지역별로 일어날 수 있는 반정부 시위와 단계별 내부 위협을 효과적으로

71) http://nafas1388.blogspot.co.uk/후략(검색일: 2016. 8. 4).
72) Golkar(2012a), op. cit., pp. 46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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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 바시즈는 혁명수비대 육군으로 통합되어 합께 훈련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군 소속이 아닌 민병대 소속 조직원들을 위한 시위진압훈련
도 지역마다 진행하여 언제든지 내부위기 상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
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펼치는 경찰, 치안부대와 협동작전에 대비한 훈련
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진압과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중동
국가들의 연쇄 붕괴 속에서 이란이슬람정부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나. 바시즈 확장과 2009년 시위 진압
2005년 바시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선된 바시즈 출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취임 후 바시즈와 혁명수비대 출신 장군들을 장관, 지방 주지사,
각종 단체장에 임명하여 바시즈와 혁명수비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이러한 정치력으로 바시즈의 전략적 변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2003년 약 8,200만 달러였던 바시즈 예산을 2008년에 약 3억 6,000만 달러로
4.5배나 증가시켰다. 바시즈는 아슈라와 알자흐라 부대인원을 충원하여
2005년 2,000명이었던 조직원이 2007년에는 2,50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중
30%는 중무장화기, 70%는 개인화기를 소지하였다.73)
바시즈는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서 사회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사찰과 정
보수집 임무에 집중하였다. 테헤란 바시즈 본부에만 존재하던 정보부를 각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회감시 및 통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74) 이들은

73) http://www.magiran.com/후략(검색일: 2016. 8. 4).
74) Soltani(2010), “(”ﺗﺤﻮﻝ ﺳﺎﺧﺘﺎﺭﯼ ﺩﺭ ﺳﭙﺎﻩ؛ ﺍﺭﺗﻘﺎﺀ ﺍﺩﺍﺭﻩ ﺍﻃﻼﻋﺎﺕ ﺑﻪ ﺳﺎﺯﻣﺎﻥ ﺍﻃﻼﻋﺎﺕ검색일: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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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 있는 문화, 교육, 오락 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직업,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종교, 가치관, 사상 같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분야까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사람을 분류해놓
았다.
이들은 종교기관과 문화기관, 언론기관에 대한 사찰도 실시하여 잠재적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2005년 경찰청장으로 테
헤란 바시즈 사령관이었던 아흐마디 모그담(Ahmadi Moghdam)이 취임하고
바시즈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졌다. 그는 종교윤리경찰로 바시즈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순찰활동과 경계활동을 했다.75)
바시즈가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전략적 변화를 진행하던 2009년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거리마다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 반감을 가진 자
들이 개혁파 미르 호세인 무사비(Mir Hossein Mousavi) 후보의 상징색인 녹
색을 온몸에 두르고 선거 운동을 했다. 녹색은 하타미 전(前) 대통령부터 사
용한 개혁파 상징색으로 무사비는 선거 초기부터 녹색을 내세워 개혁에 대
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을 뒤덮은 녹색의 물결은 개혁파 후보의 승리를 예
상케 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에도 64%의 지지를 얻은 아흐마디네자드의
승리였다. 무사비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반대 시위에 참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지자들은 무사비의 상징인 녹색 스카프와 셔츠, 차도
르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에 참여하였다. 테헤란에서
만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Where is my vote?’라는 표어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75) Golkar(2012a), op. cit., pp. 46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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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위진압에서 바시즈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1999년 이후
시위진압의 주체였던 경찰이 한발 물러나 지원하고 바시즈와 안사르 헤즈볼
라가 전면에 나섰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민봉기나 내부위협에 대처하는
바시즈의 전략적 변화에서 나온 형태이다.76)
시위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규모가 커지자 2단계 경계상황으로 넘어가 곧
바로 바시즈 타격부대가 투입되었다. 이들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위대
를 공격했다. 가장 연약해보이는 사람들이나 시위대와 떨어져 있던 사람들
을 공격하고 지붕에 숨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흥분한 바시즈는 테헤
란 대학교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칼로 찌르기도 했다.77) 잘 훈련되지 않고
현장에 바로 투입된 몇몇 바시즈 조직원은 통제본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칠고 폭력적으로 진압에 나서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에서 바시즈의 진압은 폭력적이었다. 그러나 서로
를 잘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달랐다. 같은 학교 학우, 친분이 있는 동네
어른, 아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상관의 위협과 명
령에도 소용없었다. 결국 바시즈 지휘관은 바시즈를 서로 다른 동네와 마을
로 파견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78)
길었던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항의시위는 2010년 3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2016년 현재까지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개혁파 무사비와 카로비
후보는 가택연금 상태이다. 시위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바시즈는 사회통제와
내부위기 대응세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략적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
76) Eisenstadt, op. cit., pp. 8-9.
77) Anderson(2009), “Jon Lee Anderson: Understanding the Basij”(검색일: 2016. 6. 10).
78) Alfoneh,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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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했고 이란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견고한 자
리를 확보하였다.

다. 내부통제 강화와 2011년 ‘아랍의 봄’
2009년 반정부시위는 이슬람정권에 큰 충격이었다. 6월부터 시작하여 12
월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된 시위 과정에서 이슬람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금기시되던 최고
종교지도자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이라는 이슬람정부
의 근간이 되는 정치·종교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국민이 이슬
람통치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였다.
19세기 이후 이란 정치사에서 시민봉기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었다.79) 이란에서 국민의 불만은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소이
다.80) 이슬람정권 입장에서 이슬람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봉기 진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사건을 복기하면서 바시즈 내에서 시위 초기 대응
능력 부족과 자질 시비 등 반성의 소리가 나왔다.
바시즈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내부봉기나 시
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조직변화를 꾀했다. 정권에 대한 위협도
1단계(Soft), 2단계(Semi-Hard), 3단계(Hard)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첫째 단
계 위협(Soft)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평화적 시위로 분류하여 아슈라와 알
79) 담배전매권 반환운동(1890), 입헌혁명(1907), 이란혁명(1979) 등 다수 국민이 동참하여 정치
사회변화를 일으킨 저항운동이 근대사에 발생.
80) Saha(2014),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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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라 부대가 대응하도록 하였다. 둘째 단계(Semi-Hard) 위협은 사회질서
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폭동이나 시민 봉기로 분류하고 이맘 알리 부대가
담당한다. 마지막 단계(Hard)는 반란이나 무장 봉기 같은 위협 시에는 이맘
호세인 부대가 진압한다.
이맘 알리 부대는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 진압 후에 새로 조직된
부대로 무술 유단자를 포함한 거리 시위 진압전문 부대이다. 이들은 아슈라
와 알자흐라 부대원보다 경험과 충성도 면에서 뛰어난 조직원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진압한다. 2인 1조로 움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술유단자로서 무기 사용 없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제압하고 해산한다. 각 주의 혁명수비대 산하에 존재하며 약 3만
1,000명의 바시즈 조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1)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치지형을 바꾸어놓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이
이란 거리를 어떻게 바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바시지만 볼 수 있었다. 2011년 바시즈의
시민사회를 향한 완벽에 가까운 통제는 민주화를 원하는 이란 시민이 주변
국가의 변화만을 바라보며 침묵하게 만들었다.

2. 로하니 정부에서 바시즈 역할
보수파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서 중도파 로하니 정부로 바뀌면서 사회분
위기는 크게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사회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
유는 국가 안보와 사회 통제를 책임지는 군, 경찰, 사법부, 보안대 등의 권한
81) Golkar(2012a), op. cit., pp. 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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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최고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에 있기 때문이다. 로하니 정
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변화가 보수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체제 수호를 위해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바시즈의 역할이 사회 전반으로 확
대되고 있다.

가. 위성방송 통제
이란 가정으로 반(反)이슬람적이고 서구의 문화를 대변하는 영화와 음악
을 소개하는 위성방송 통제는 바시즈의 최우선 사회통제정책 중 하나이다.
바시즈는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방해전파(Satellite Jamming)를 송출하고
경찰과 함께 집집마다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수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성
방송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위성안테나를 다시 구입하여 설치하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다. 방해전파와 위성안테나 몰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바시즈 사령관 모함마드 레자 나그디(Mohammad Reza Naqdi)도 인정
하는 부분이다.82)
실제로 위성방송 안테나 수거를 직접적으로 책임진 기관은 경찰이다. 그
러나 바시즈가 위성방송으로 인한 문화 침투 방지 전략에 깊이 관여되어있
다. 나그디는 지난 2015년 6월 위성방송을 강압적으로 몰수해서는 안 되고
바시즈가 소프트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개입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그디 발언 1년 후인 지난 2016년 7월 개방화, 자유화, 서구화되

82) Karimi(2015c), “Iran’s Basij concedes confiscating satellite dishes not working”(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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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를 방관하는 로하니 정부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아 바시즈 민병대는
위성방송 안테나 10만 개를 공개된 장소에서 탱크를 동원하여 폐기했다. 나
그디는 위성채널 대부분이 이란 사회의 가치관을 해하여 이혼, 중독, 사회불
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알리 자나티(Ali Jannati) 문화부 장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은밀하
게 위성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정한 법 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표했다. 나그디는 문화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
는 국민의 요구를 좇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민을 진실한 이슬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83) 로하니 대통령은 당선 후 지속적으로 위성방
송 통제에 반대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방해전파 송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종교 윤리 경찰(Morality Police)
개혁, 개방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 잠재되었던 여성의 미(美)
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옷차림과 히잡(Hijab)에서 나오고 있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
리기도 하고 히잡 자유화에 동참하는 남성이 히잡을 쓰고 사진을 찍어 자신
도 여성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84) 젊은 여성 운전자의 경우
83) http://www.aljazeera.com/후략(검색일: 2016. 8. 23).
84) 대표적으로 my stealthy freedom(http://mystealthyfreedom.net/en/)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
이트를 시작한 이란인 저널리스트 Masih Alinejad의 인터뷰 참고. http://www.independent.
co.uk/news/world/middle-east/my-stealthy-freedom-women-in-iran-step-up-hijab-campaign-by-fil
ming-themselves-walking-in-public-10149226.html.

58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히잡이나 스카프를 머리에 쓰지 않고 어깨에 걸치고 운전하는 은밀한 자유
를 누리고 있다.
이런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통제하는 기관 역시 바시즈다. 이들
은 복장 자유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이슬람 혁명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리
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시즈 남녀 조직원을 종교윤리경찰로 임명하여 거리
에서 복장단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짙은 화장, 히잡 착용 불량, 외국 헤어스
타일, 서구 유행 스타일의 복장 등 다소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젊은이
를 통제한다. 또한 개방화에 따라 남녀간의 모임이나 함께 다니는 커플의 결
혼증서를 확인하는 활동도 한다.
2016년 4월 테헤란 경찰은 제복을 입지 않고 단속하는 사복경찰 제도를
마련하여 7,000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호세인 사제디니아(Hossein Sajedinia)
테헤란 경찰청장은 여성 성추행이나 자동차의 과도한 경적소리와 소음 규제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직
은 바시즈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시즈가 제복을 입지 않고
독립적이고 은밀하게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가
족부 샤힌도흐트 모라베르디(Shahindokht Molaverdi) 차관과 보수신문인 햠
샤흐리(Hamshari)조차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로하니
도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로하니 정부의 첫째 의무임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가 장악한 경찰과 사법부는 ‘여성보호’를 이유로
종교윤리 사복경찰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85)
반면 한층 강화된 종교윤리경찰의 감찰 활동에 반발하여 단속반의 위치를

85) http://www.timesofisrael.com/후략(검색일: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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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스마트폰 앱(App)이 개발되어 많은 젊은이가 이용하고 있다. 경찰
과 바시즈의 통제에 시민이 소극적이지만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다.86)

다. 사이버 통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최고종교지도자의 명령으로
가상공간최고회의(SCC: Supreme Council of Cyberspace)가 출범했다. 사이
버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명령하는 최고기관이다. 단순한 인터넷 검
열과 통제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s)나 VPNs(Virtual Private Networks)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 통제 정책을 담당할 최고 기구가 필요
한 상황이었다.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가상공간에서의 감시, 통
제, 선전 등의 작전을 통일된 전략으로 지휘할 최고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가상공간최고회의는 2009년 대통령 선거 관련 반정부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질 수 있던 이유가 인터넷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정
보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
브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대응을 시작했다.
가상공간최고회의 하부 조직으로 바시즈 사이버 회의(BCC: Basij Cyber
Council)가 ‘Mosaic Doctrine’ 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독립적
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의 감독87) 아래 위성방

86) BBC Trending(2016), “Iranian youth get app to dodge morality police”(검색일: 2016. 8. 23).
87)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사이버부대 홈페이지 참고(http://gerda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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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방해전파를 송출하고,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열과 이용자의
개인 계정 해킹 및 감시, 이슬람혁명정신과 가치의 적극적 홍보, 서구의 영
향 통제, 반정부 사이트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혁명수비대 장군인 호세인
하메다니(Hossein Hamedani)에 따르면 2010년 11월까지 바시즈 사이버 회의
에 의해 훈련된 사이버 전사가 1,500명에 이른다고 한다.88) 로하니 정부에서
도 2014년도 예산으로 사이버전쟁에 약 2,000만 달러를 배정하여 사이버 대
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거미작전(Project Spider)’을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를
구속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이슬람 규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
진을 올린 패션모델을 연행하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 로하니 정부 개방정책 반대
하메네이의 지지로 진행되던 핵협상에 침묵을 지키던 보수파는 협상이 길
어지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차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
작했다. 특히 바시즈는 이슬람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자 적인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시즈 사령관 나그디는 2015년 1월 자리프
와 존 케리가 강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리프를 강하
게 비난했다. 그는 자리프의 행동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순교한 수십만 명
의 순교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인류의 적에 친밀함을 표시한 위험한 행동이
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이란 신문인 다나(Dana)와의 인터뷰에서 자리프 장
88) Mansharof(2013), “Iran’s Cyber War: Hackers in Service of the Regime; IRGC Claims Iran
Can Hack Enemy’s Advanced Weapons Systems; Iranian Army Officail: ‘the Cyber Arena is
Actually the Arena of the Hidden Iama’”(검색일: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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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협상단 대표로서의 지위를 생각해서 강도 높고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
고 있지만 핵협상 과정에서 그는 용서받기 힘든 실수를 몇 차례 범했다고
주장했다.89)
그는 핵협상 타결 후 로하니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적은
친구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온다’ 라는 이란 속담을 이용하여 경고하였
다. 바시즈 프레스(Basij Press)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화 정책과
이란의 신년 명절인 노우루즈 기념 축사를 빗대어 이란을 무너뜨릴 모든 방
법이 다 실패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친구로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하니 내각 중에는 돈과 권력만 쫓는 사람이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
고 자녀를 유학 보낸 장관들을 향해서는 이란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인물이
라는 독설로 로하니 정부를 향한 불만을 표시했다.90)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로하니가 유럽 방문을 통해 낙후된 기술 분야와 항
공기 수입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에 관해서도 이란에서 추진하는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을 배반한 협정이라 폄하했다. 이런 계약을
통해 서구의 영향이 이란에 들어오면 자국 내 기술 대학교는 문 닫을 것이라
고 경고했다.91)
나그디는 로하니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89) http://www.dana.ir/후략(검색일: 2016. 8. 23).
90) http://basijpress.ir/후략(검색일: 2016. 8. 24).
91) http://www.irantracker.org/후략(검색일: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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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부위기 대응전략
하메네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바시즈는 로하니 정부에서도 하메네이
의 의중에 따라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중용되고 있다. 내부치안대(Law
Enforcement Forces)가 경찰 임무를 강화하고 바시즈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슬람 체제에 반기를 드는 내부 반정부 세력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바시즈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통해 이슬람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
하고 ‘대학생 바시즈’에 가입시켜 친정부 세력으로 만든다. 또한 종교윤리경
찰을 통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를 감시하고 반정부 세력을 색출한
다. 특히 로하니 정부에서 증가된 예산을 통해 바시즈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
와 시골까지 바시즈를 조직하여 내부위기 조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92)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위를 효과적으로 진압했다고 평가받는 바시즈는
주기적으로 도시 시민소요사태 대비 진압훈련을 진행한다. 최고종교지도자실
바시즈 대리인인 모함마드 레자 투이세르카니(Mohammad Reza Touyserkani)
는 이란 신문 다나와의 인터뷰에서 시위와 폭동을 포함한 내부소요 사태를
담당하는 바시즈 특별부대(Special Battalions)를 언급하며 바시즈 내부에서
도 조직이 상황에 맞게 변화하여 내부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
음을 밝혔다.93)
2016년 2월 26일에 치러진 총선과 전문가회의 선거에서도 혹시 선거 후
발생할지 모르는 시민소요를 막기 위해 국회는 1월 바시즈의 권한을 강화하

92) Rubin(2016), “Iran is strengthening the Basij”(검색일: 2016. 8. 23).
93) http://dana.ir/후략(검색일: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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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각 도시와 지방마다 바시즈
를 미리 파견하여 혹시 모를 반정부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였다.94)
2016년 6월에는 하메네이가 새로운 군 참모총장으로 바시즈 사령관을 역
임한 혁명수비대 장군인 모함마드 바게리(Mohammad Bagheri)를 임명하였
다. 바게리는 취임식 기자 간담회에서 ‘국방력 증가’, ‘작전능력 향상’, ‘바시
즈 전력증가’를 군 혁신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95) 이번 인사이동
은 혁명수비대가 군 전체를 장악하고 바시즈가 내부위기에 대처할 주요 조
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시즈, 혁명수비대와 무조건적 대결을 원하지 않는 로하니는 2월 선거
승리로 자신의 입지가 강화된 후에도 바시즈와 혁명수비대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3월 야즈드에서 연설을 통해 바시즈와 혁명수비대가 테
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치하했다.96)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수파뿐만 아니라 중도
파에도 인정받고 있다.

Ⅴ. 결 론
2013년 중도파 로하니 대통령 당선, 2015년 핵 최종합의문(JCPOA) 서명,
2016년 경제제재 해제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이란은 가장 주목받는 중동 국가
94) http://www.irantracker.org/후략(검색일: 2016. 8. 23).
95) http://www.tasnimnews.com/후략(검색일: 2016. 8. 24).
96) http://en.mehrnews.com/후략(검색일: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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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되었다. 로하니 정부는 굳게 닫혀 있던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택했다. 이란 국민은 2016년 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전문가회의 선
거를 통해 로하니의 개혁, 개방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최고종교지도자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는 여전히 미국과
서구를 신뢰하지 않는다. 개혁, 개방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어 이슬람체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염려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도파 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이슬람체제 안에서 정권유지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내부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서구화라는 사회변화를 통제하고 이슬
람정권과 이슬람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바시즈가 활동하고 있다. 바시즈는
종교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출발한 민병대 조직이다. 종교 교육과 정권의 정
통성에 대한 교육으로 훈련되어 자신들의 신념을 사회에 주입하고 그 신념
에서 벗어나는 일을 통제하고 제어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
행동이 아닌 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까지 여기기도 한다. 이란이슬람정
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시즈를 훈련하고 내부통제와 감시 역할을 부
여해왔다. ‘2,000만의 바시즈’를 외쳤던 호메이니의 희망처럼 바시즈 네트워
크를 통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은 위기상황에서 정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시위발
생 시 나타나 시민을 공격하는 바시즈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전반에 퍼져있
다. 효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바시즈를 통한 시민사
회 통제에 비판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바시즈 내부에서도 정부에 대한 충성이나 시아이슬람의 이슬람법학자통
치론에 대한 믿음보다 바시즈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혜 때문에 가입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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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처
우에 대한 불만만 표시한다. 종교적인 젊은이는 종교적 열정과 이데올로기
로 이슬람정권에 충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실한 젊은 조
직원도 점차 세속화되고, 이슬람에 실망하게 되어 점차 탈종교화로 변해간
다. 바시즈 조직원으로서 활동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시즈는 ‘모자이크 독트린(Mosaic Doctrine)’을 기반
으로 한 전략적 변화를 통해 이란 내부 위협에 대응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중동 민주화 운동은 시민의 먹고 사는 불만에서 시작되어 정치변화
에 대한 열망으로 번져나가 중동의 정치지형을 바꾸었다. 권위주의 정권은
작은 불만이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시민봉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필요해졌다.
이란은 1999년, 2009년의 시위진압경험과 2011년 민주화 운동에 잘못 대응
한 주변국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내부위기에 대응할 전략을 구상해놓고 있다.
바시즈는 창설목적인 ‘이슬람정권수호’를 위한 전략적 변화와 즉각적이고
민감한 사회통제를 통해 내부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개방을 추구하는 로하니
정부도 보수파의 반응과 사회분위기를 살피면서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개혁파 하타미 정부의 실패를 기억하는 로하니는 내부위기를 오랫동안 준비
하고 사회를 이슬람가치로 통제하는 바시즈를 자극하면서까지 급속한 개방
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2009년 바시즈에 의한 강제진압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랍의 봄’ 같은 시민봉기를 일으키기 쉽지 않다.
바시즈가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전략적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를 통제하
는 상황에서 이란 시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속도로 개방화와 개혁이 이
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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