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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ng COVID-19: The Spatial Coarse-graining of Multi-region Epidemics

Robin Wooyeong Na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We develop a self-similar spatial coarse-graining model of disease dynamics based on a multi-
region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within and between region transmission represented as
a region-to-region transmission matrix. Given the transmission matrix and the group of regions to
coarse-grain, we show that there always exists a coarse-graining strategy that minimizes the error
between the fine-grained evolution and the coarse-grained evolution of an infectious disease. We
also propose a way to resolve common problems in deterministic models by applying stochasticity
using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We find that a good spatial coarse-graining model can lead
to a better policy in containing the disease, but only when it is accompanied by an appropriate
corresponding time scale. Thus, our theoretical framework provides a method for not only choosing
the appropriate regions to coarse-grain in policy making, but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time
delays of policy enactment that happen at multiple scales.

I. INTRODUCTION

In the light of COVID-19, numerous research on dis-
ease modeling are being discussed to eliminate the severe
pandemic.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region-to-
region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 has been worked
on over the years [1, 3, 11, 12]. However, few literature
focus on multiscale analysis of epidemics. Some existing
works thrive to study the dynamics of the disease at mul-
tiple scales of pathogens, individuals, and social commu-
nities, but they do not provide mathematically rigorous
frameworks in multi-region epidemics [4].

Choosing the appropriate scale of modeling is essen-
tially choos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etail [10]. It is
easy to think that making a more detailed model is al-
ways desirable, at least for the sake of accuracy. However,
even if we have inexhaustible time and resources to sim-
ulate such models, a detailed model is not necessarily the
best model to replicate real-life phenomena. One reason
is because of the increasing assumptions we have to take.
As we get into finer details, we are required to invest
more scrutiny and justification of each assumption which
is not only tedious but also faces the risk of overfitting.

In describing a system in a larger scale, physicists are
familiar with the techniques in statistcial mechanics. In-
stead of tracking the entire phase space of numberless
particles, they perform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micro-
scopic quantities to derive macroscopic parameters. The
process is at least abstractly simple for many physical
systems because we innocuously assume homogeneity.

For systems that are heterogeneous, more sensitive
techniques are developed for adequate coarse-graining.
Coarse-graining is applied to many systems ranging from
quantum field theory and molecular dynamics all the
way up to social phenomena. A few research has applied
coarse-graining methods in epidemiology, although not in
terms of theoretical frameworks in region-to-region inter-
action [2, 5, 8].

We focus on understanding the disease dynamics at
multiple scales in order to provide a useful model at
the correct scale for effective policy making. Specifically,

we propose a coarse-graining model of time-independent
region-to-region transmission matrix. The model is self-
similar in that the same coarse-graining method can be
applied to all departing and arrival scales. In addition,
we apply stochasticity to our model to solve problems of
fraction infections that may arise in multi-region mod-
eling. Moreover, we expand this model to a piece-wise
constant transmission model that represents social pol-
icy for containment of the disease.

We find that coarse-graining can be effective in con-
taining the disease in that it can guide us to which extent
we should enact the policy altogether. It is also seen that
this is beneficial only in the correct scales, in both space
and time where the effective time scale is related to the
absolute size of the population.

II. METHODOLOGIES

A. Deterministic Coarse-graining

Let Na(t) be a vector of dimension a representing the
number of infected cases in each region at time t. With
Ma being an a × a matrix representing region-to-region
transmission rates, we can define a fine-grained model as
follows.

Na(t+ 1) = MaNa(t) (1)

We assume Ma to be diagonally dominant since the
diagonal values depicting the within region infections
should be sufficiently larger than between region infec-
tions. In addition, all elements are non-negative.

For b < a, we can also think of a coarse-grained model.

Nb(t+ 1) = M bNb(t) (2)

We now define a coarse-graining matrix gba to connect
Eqs. 1 and 2 at different scales.

Definition 1. A coarse-graining matrix gba is a b×a
matrix where b < a and all entries are 0 or 1, with only
one 1 in each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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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ans that a fine-grained region can only be asso-
ciated to one coarse-grained region. Hence we can write

Nb(t) = gbaNa(t) (3)

Given the fine-grained multi-region infectivity matrix
Ma and the coarse-graining matrix gba, we would like to
find an appropriate coarse-grained matrix M b by using
the information from Eqs. 1, 2, and 3. The appropriate
M b should minimize the error between models of two
scales, defined as follows.

Definition 2. The error between scales is defined as

E := max
Na

||gbaMaNa(t)−M bgbaNa(t)||2
||Na(t)||2

= max
Na

||(gbaMa −M bgba)Na(t)||2
||Na(t)||2

= ||gbaMa −M bgba||c2

where we use the L2 norm and the superscript c refers to
the constraint on the induced vector in the matrix norm.

The first term in the numerator is the vector of di-
mension b where a fine-grained evolution is followed by
coarse-graining. The second term, however, is obtained
by applying the coarse-graining first followed by a time
evolution. The definition also takes the form of a ma-
trix’s vector induced norm along with a caveat that all
entries in Na(t) are constrained to be non-negative. The
superscript c on the far right-hand side denotes such con-
straint.

Definition 3. Ma is homogeneous in the coarse-
graining of gba if there exists an M b such that E = 0.

If the fine-grained matrix is homogeneous, no informa-
tion is lost in the process of coarse-graining. It is imme-
diate that E = 0 if and only if there exists M b such that
gbaMa = M bgba. This means that each row of gbaMa

can be represented into a non-negative linear combina-
tion of rows of gba which happen to be an orthogonal set
of basis.

We develop the discussion by defining a new measure-
ment of deviance that does not take M b in to account
unlike the error between scales.

Definition 4. The gap between scales is the gap be-
tween row spaces of gba and gbaMa.

The gap can be denoted as sin Θ where Θ =
max{θ1, θ2, . . . , θb}. θi (i = 1, 2, . . . , b) are principal an-
gles between the two spaces.

Theorem 1. Ma is homogeneous in the coarse-graining
of gba if and only if sin Θ = 0.

Proof. If Θ = 0, any vector from the row space of gbaMa

is also from the row space of gba.
Conversely, assume that Θ 6= 0. In this case, there

exists at least one row from gbaMa that does not exist in
the row space of gba. Hence, there does not exist an M b

such that gbaMa = M bgba. This violates the assumption
that Ma is homogeneous. Hence the theorem is proved
by contradiction.

In homogeneous case,

M b = gbaMagab (4)

where gab is the right-inverse of gba that satisfies gbagab =
1. Although gab is not unique, the homogeneity of Ma

ensures that M b is unique. We are now interested in het-
erogeneous Ma. The minimizing M b cam be found using
projected matrices as described as follows.

Theorem 2.

M̂ b := argmin
Mb

||gbaMa −M bgba||c2

= gbaMa[(gba(gba)T )−1gba]T

Proof. We first prove that

argmin
Mbgba

||gbaMa −M bgba||c2 = Proj(gba)T (gbaMa)T

where the ProjAB operator is the projection of
columns of B into the column space of A.

Observing that

argmin
Mbgba

||gbaMa −M bgba||c2 = argmin
Mbgba

||gbaMa −M bgba||2

we define ri = [gbaMa−M bgba]i and r
(P )
i = [gbaMa−

M b
P g

ba]i where the rows of M b
P g

ba are the projected vec-
tor of gbaMa rows into the row space of gba. The projec-
tion in an Euclidean space allows us to write

||gbaMa −M b
P g

ba||2 =

√√√√ b∑
i

(r
(P )
i cosπi)2

where πi is the angle between r
(P )
i and the induced

vector for the norm of gbaMa −M b
P g

ba. It is also true
that there always exists an angle pi such that

√√√√ b∑
i

(r
(P )
i cosπi)2 =

√√√√ b∑
i

(ri cos pi cosπi)2

Expressing π′ as the angle between ri and the induced
vector for the norm of gbaMa −M bgba,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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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ri cos pi cosπi)2 ≤

√√√√ b∑
i

(ri cosπi)2

≤

√√√√ b∑
i

(ri cosπ′i)
2 = ||gbaMa −M bgba||2

where the second inequality is justified by the defini-
tion of vector-induced norm.

Hence, ||gbaMa −M b
P g

ba||2 ≤ ||gbaMa −M bgba||2 for

all M b, proving M̂ b = M b
p .

Now using the projection matrix formula for column
spaces,

(M̂ bgba)T = [(gba)T (gba(gba)T )−1gba](gbaMa)T

We can denote P = (gba)T (gba(gba)T )−1gba as the pro-
jection matrix, which evidently satisfies P 2 = P .

M̂ bgba = gbaMa[(gba)T (gba(gba)T )−1gba]T

= gbaMa[(gba(gba)T )−1gba]T gba

Right-multiplying each side by the right-inverse gab,
we get

M̂ bgbagab = gbaMa[(gba(gba)T )−1gba]T gbagab

With a unique M̂ b of

M̂ b = gbaMa[(gba(gba)T )−1gba]T

Observe that the case of P = 1, in which sin Θ = 0,
leads to Eq. 4. Given Ma and gba, we now can find M b

that minimizes E. However, the E value depends on the
norm of Ma. We now want to normalize the value by
defining the following term.

Definition 5. The normalized minimum error be-
tween scales is defined as

ε = min
Mb

||gbaMa −M bgba||c2
||gbaMa||2

=
||gbaMa − M̂ bgba||c2

||gbaMa||2

We show that 0 ≤ ε ≤ 1 by using the following theo-
rem.

Theorem 3.

0 ≤ ε ≤ sin Θ

Proof. The first inequality is trivial by the definition
of norms. For the second inequality, we want to show

||gbaMa − M̂ bgba||c2 ≤ |gbaMa||2 sin Θ.

Since the row vectors of M̂ bgba are projected vectors
from the rows of gbaMa to the row space of gba, we can
split the process of projecting each row vector of gbaMa

(denoted as ai) on to the row space of gba into two steps.

||gbaMa − M̂ bgba||2 =

√√√√ b∑
i

(||ai||2 sinαi sin Θ)2

= sin Θ

√√√√ b∑
i

(||ai||2 sinαi)2

where αi is the angle between ai and the vector in the
row space of gbaMa such that it used to define the largest
principal angle between spaces.

By the definition of vector-induced norms, we have

sin Θ

√√√√ b∑
i

(||ai||2 sinαi)2

= sin Θ

√√√√ b∑
i

(||ai||2 cos (
π

2
− αi))2 ≤ ||gbaMa||2 sin Θ

Also, given that the constrained norm is always less
than or equal to the unconstrained norm, we finally have

||gbaMa − M̂ bgba||c2
||gbaMa||2

≤ ||g
baMa − M̂ bgba||2
||gbaMa||2

≤ sin Θ

Observe that in the special case where gbaMa has only
one row i.e. gba coarse-grains every region into one,

||gbaMa − M̂ bgba||2
||gbaMa||2

= sin Θ

It is also reasonable that ε moves closer to the upper
bound provided by the gap between scales as b decreases,
since coarse-graining into smaller number of regions is
prone to producing larger errors.

B. Stochastic Processes of Superspreaders

Applying stochasticity is especially important in multi-
region disease dynamics for following reasons. First, the
number of cases should be a non-negative integer for
each region. Second, the effect of superspreaders cannot
be effectively modeled through deterministic analysi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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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case where 0 < Na
i < 1 is problematic since

this would cause every region to become infected in one
time-step. This is analogous to the situation where all
nodes are interconnected with at least a small edge weight
[9].

We apply negative binomial process NB(r, p) with the
probability mass function defines as

P(K = k) =

(
k + r − 1

k

)
(1− p)rpk

to our deterministic coarse-graining. The negative bi-
nomial distribution is advantageous in a way that it can
effectively capture the behavior of superspreaders by con-
trolling the parameter p associated with variance [6].
When p → 0, the distribution converges into a Poisson
distribution. Therefore, larger p allows more influence of
superspreaders.

Also, if we fix the p value to be determined by the
property of the disease, the sum of independent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s with parameters (r1, p) and (r2, p)
is still a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with parameters
(r1 + r2, p). Given the linearity of our matrices in the de-
terministic model, this property allows us to immediately
extend the deterministic model to a stochastic one.

Letting p be a fixed parameter depending on the dis-
ease, The other parameter r depends solely on the deter-
ministic value. Given E[K] = pr/(1 − p) and Var(K) =
pr/(1−p)2, we extend the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to multiple regions by NB(r, p) where we set the deter-
ministic values of regional infection to the mean of the
distribution. Hence,

r =
1− p
p

N(t)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r and N(t) strength-
ens the justification of this stochastic modeling. Since
Var(X + Y ) = Var(X) + Var(Y ) for two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X and Y , the mean and variance are
both linear. Therefore, we only look at deterministic re-
sults in the discussion for the next section.

C. Intervention and Loss Measurement

In this paper we look into piece-wise constant trans-
mission matrices to represent interventions such as social
distancing, travel restrictions, and mask-wearing. We set
a threshold Π (0 < Π < 1) and once the proportion of
infected people in the region to the regional population
exceeds Π, we enact the policy until the disease dies out.
We assume that a region does not enforce a policy for a
precaution based on the situation of neighboring regions.

When a region implements a policy, we multiply the
column of the corresponding region by a factor of m
(0 < m < 1). This means that the infected region cannot
prevent its people from traveling outside. Nonetheless, it

reduces the number of exported disease since measure-
ments will discourage foreigners from traveling to the in-
fected region.

For each experiment, we measure the loss until all ele-
ments of N(t) are less than 1. The loss is defined by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of the total infected cases
plotted through time.

The experiment is first done with a homogeneous Ma

in gba =
(
1 1 1 1

)
. The homogeneous matrix for the

following section is

Ma
0 =

1.5 0.2 0.1 0.3
0.2 1.6 0.2 0.1
0.1 0.2 1.7 0.1
0.3 0.1 0.1 1.6


For the heterogeneous matrix, we apply a perturbation

to Ma
0 .

Ma
h = Ma

0 +Ma
1 =

1.7 0.5 0.3 0.7
0.4 1.5 0.5 0.2
0.2 0.4 1.9 0.2
0.6 0.2 0.2 2.0


In this case, we compare the loss between the fine-

grained model, the model with a good coarse-graining i.e.

gba =

(
1 1 0 0
0 0 1 1

)
, a model with a bad coarse-graining

i.e. gba =

(
1 0 0 1
0 1 1 0

)
, and a model with a complete

coarse-graining i.e. gba =
(
1 1 1 1

)
.

For every demonstration, we set Π = 0.001 and m =
0.25. The outbreak starts with one person in the first re-
gion. We assume uniform population in each region and
observe four different number of population per region
(104, 105, 106, and 107) . This variable essentially relates
to the time delay in responses. In a very high popula-
tion, the relative granularity of time increases since the
dynamics involves more agents and interactions at a given
generation of infection.

III. RESULTS AND DISCUSSIONS

Fig. 1 shows coarse-graining does not produce any dif-
ference compared to fine-graining in large population i.e.
granular relative time scales, but not so much in the
smaller population scale. There are kinks in cases of 104

and 105 populations. For the former, coarse-graining is
beneficial given that the fine-grained policy starts its first
enactment at the same time as the coarse-grained pol-
icy, causing the delay in full implementation. The latter
case, however, shows the completely opposite result. In
this case, the first enactment of the fine-grained model
happens before the coarse-grained implementation, caus-
ing earlier exponential decay. Either way, the coarse-
graining for homogeneous matrix is not well-beha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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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coarse-grainings in homogeneous situ-
ation with different total populations

FIG. 2. Comparison of coarse-grainings in heterogeneous sit-
uation with different total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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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arser time scales because it produces anomaly from
the expected homogeneity.

Note that it is completely opposite for the heteroge-
neous case (Fig. 2). For the heterogeneous case, coarse-
graining is beneficial for lower total population, hence
coarse time scale. In the two smallest population, coarse-
graining is beneficial unless it is a bad one. However,
changes in the ranking of total loss happens as the total
population reaches 106 and it is drastically reversed by
the point it gets to 107. In this case, the finest grain is the
most beneficial while a good coarse-graining is ironically
far worse than the bad one. Since the finer time-scale
allows no delay for policy enactement, coarse-graining
can just delay the implementation from the golden time.
From this result, we conclude that the spatial coarse-
graining in heterogeneous cases is beneficial when the
time scale is also coarse-grained.

The finding also suggests that when choosing the opti-
mal level of coarse-graining for efficient disease contain-
ment policy, the time scale and its delay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is aligns with earlier research on
coarse-graining which states that there exists a time scale
that corresponds with the length scale in multiscale mod-
eling [7].

IV. CONCLUSION

We propose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dis-
ease dynamics using insights and methods from statis-
tical physics with rigorous mathematical proofs and a
crucial stochastic model. Through demonstration of the
model, we show how coarse-graining can be beneficial in
policy making if looked into at the correct scale with the
corresponding time scale. The self-similarity presented in
our coarse-graining model allows convenient analyses at
multiple scales.

Our work can easily be applied to real-life policy mak-

ing once the region-to-region transmission matrix is de-
rived through available public health data. For example,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decide up
to which region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o-
cial distancing measurement and at which time frame.
In the case of the Sincheonji outbreak in February 2020,
the spread was happening very densely in Daegu, not re-
quiring as strict social distancing in other regions. How-
ever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ce Day outbreak in
August 2020 that started in Seoul, a nationwide trans-
mission has been observed, requiring a national polic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lies in the difference
in transmission matrices, leading to different properties
in coarse-graining strategies. For the Seoul case, it was
retrospectively wise to take a nationwide coarse-grained
policy. Our model can be used to mathematically justify
the decision.

For future works, a rigorous method of coarse-graining
through time can be developed so that coarse-grainings
in the two dimensions can be done concurrently. Also, we
can discuss how the assumption of linearity in region-to-
region can be coarse-grained. With the improved frame-
work, empirical research on existing data of COVID-
19 can be conducted to further validate the 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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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론: 강제입원을 바라보는 두 시선, 법률주의와 의료주의

르네상스기의바보배, 중세성의지하감옥, 19세기의정신병자수용소까지, 우리는정신질환자를사회

로부터강제로격리하여입원시킨사례를역사에서쉽게찾을수있다. 정신질환은치료하기어렵고, 정신

질환자를사회에내버려둔다면자신과타인을해칠우려가있으며, 가족이정신질환자를온전히부양하

기 부담스러운데 격리는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강제입원은크게두가지부작용을유발했다. 먼저, 강제입원은사회부적격자를색출하는데에

악용되었다. 일례로 17세기말프랑스의정신병원살페트리에르(Salpêtrière)에는정신질환자들뿐아니라

매춘부, 비행청소년, 가난뱅이등이함께수용되었고 19세기초미국의 ‘저능아수용소’에는성향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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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사회적성향’과 범죄성향이높다고판단되는사람이라면모두입원시킨다는명분아래에격리되었

다. 푸코는그의저서『광기의역사』에서당시정신병자격리를명분으로시행된정책이얼마나심각한

차별과배제의논리를내포하고있었는지를밝힌다.1) 그렇지만 20세기동안정신의학이급격하게발달하

면서정신질환이라는개념에대해비교적광범위한합의가이루어졌다. 따라서현대에는정신질환이없음

에도격리와배제만을이유로사회적부적격자를강제로입원시키는사례가많이줄었다. 하지만현대에

도여전히남아있는강제입원의본질적인문제점은, 이것이정작강제입원대상자에게최선이아닐수있

다는점이다. 환자가아닌 ‘사회’나 ‘보호자’ 등을위한격리는결국전체를위해소수나약자를희생시킨다

는 전체주의로 퇴색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주목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강제입원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법률주의와 의료주의의 관점을 빌려올 수 있다. 강제입원에서의 법률주의(사법주

의)는환자의인권을보장하는시각이며, 의료주의는의료적필요성을깊이고려하는시각이다. 두입장은

모두영국에서태동하였으며과거의강제입원이환자를위하지않았다는점을지적한다. 전술한바와같

이, 17세기서유럽에서는정신질환자뿐아니라사회부적격자로분류된사람중다수가수용소에감금되

었다. 이에법률주의자들은환자의인권을강조했다. 그들은 “환자가원하지않는강제입원은환자의신체

의자유와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데, 이두가치는거의모든국가에서헌법적기본권이자천부인권으로

여겨지기에 강제입원은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

이후 20세기정신의학이비약적으로발전하면서강제입원에서의의료주의가태동한다. 의료주의는강

제입원의효과성에집중했다. 의료주의자는의사야말로환자의정신질환을가장정확하게측정하여환자

에게최선인치료를제공할수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강제입원은환자의질환치료를달성하는최선의

대안이라고의사가판단할때만활용될수있다. 환자를제대로치료하지도않고그저묶어두기에급급했

던전근대기의수용소는법률주의의관점에서뿐아니라의료주의적으로도옳지않다. 그러나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정해진 하나의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의사가 특정 치료법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 1936년미국조지워싱턴대학병원의신경정신과의사월터프리먼은정신질

환환자의동의를얻지않은채전두엽을절제하는 ‘뇌엽절제술’을 시행했는데, 뇌엽절제술을받은환자

는정신적고통으로부터자유로워지는대신여생동안고등사고를할수없게되었다. 뇌엽절제술이의

료계에서도논란이많은시술법이었음에도주치의가뇌엽절제술을시행하고자했다면해당환자는본인

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절제술을 당하기 마련이었다. 본 사례는 아무리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행동하더라도 그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어서는 안됨을 시사한다. 결국, 의료주의적 관점에서 강제입원이

정당하려면강제입원을통한치료가다른치료법에비하여 ‘의사들이보편적으로동의할수있을정도로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1) 미셸 푸코,『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3.
2)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법학 제24권 4호, 2017, p. 

4.
3) 위의 논문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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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강제입원에대해법률주의와의료주의라는두가지관점이병존하는이유는, 강제입원이국가가

허락하는강제행위인동시에의사가수행하는치료행위라는이중적속성을지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

의강제입원과관련한선행연구들은아래의문제점을지닌다. 첫째, 강제입원절차를규정하는 ‘정신건강

복지법’이제정된지 2년이채지나지않았기에본절차가법률주의적으로얼마나정당하며특히국제적인

기준을얼마나잘따르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부족하다. 예를들어신권철은정신건강복지법이제정된

이듬해헌법정신에합치하는강제입원절차에대해서는다루지만, 그절차가어떤국제규범을어느정도

준수하는지논하지않는다.4) 둘째로, 법률주의와의료주의의관점을균형있게다룬연구가부족하다. 강

제입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법률주의적 연구는 강제입원의 치료적 효율성을 논하지

않으며, 강제입원절차를간소화해야한다고주장하는의료주의적연구는법적인측면에서환자의권리를

심도있게논하지않는다. 예를들어한국정신장애연대사무총장권오용변호사는중증정신질환자를입

원시키지않는경우발생할자해의위험을언급하지않은채장애인의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고만밝혔

으며,5) 반대로울산대학교의과대학 윤재식은환자가제대로 된치료를제공받는 것과인권을보호받는

것을 동일 선상에 강제입원 절차의 간소화를 정당화했다.6)

본 연구는 법률주의와 의료주의의 관점을 균형 있게 절충하여 한국의 강제입원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의편향성을극복하고자한다. 특히강제입원의정당성을논할때국내법만을근거로삼은기존

연구에서한발나아가국제법과국제규범을함께고려하고자한다. 환자에대한강제행위가언제정당한

가? 치료행위가환자를진정으로위하려면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는가? 이두목적은강제입원프로세

스안에서어떻게조화될수있을까? 본연구에서필자는이러한질문들에차례로대답해나간후에, 한국

에서의강제입원프로세스가어떻게개선될수있는지제안한다. 이는궁극적으로무엇이환자를위해최

선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다각적인 답변이다.

2. 한국의 현행 강제입원 제도 개괄

먼저한국의강제입원절차를살펴보자. 한국의강제입원절차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통해서처음규

정되었으나, 2016년헌법재판소는이절차가인권을침해하기때문에위헌이라고판시했다. 이후 2018년

정신보건법을전부개정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

법)’이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2019년 현재강제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제43에서 49조가명시하는절차를

따른다.7) 강제입원에는보호자의신청으로진행되는보호입원과행정부의권한으로진행되는행정입원

이있는데,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43조와 44조에서절차를규정한다. 보호 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4) 위의 논문 pp. 1-45.
5) 권오용,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과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 및 치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4.
6) 윤재식·안준호·윤운·김창윤,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부 기관 추가 전문의 진단 제

도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Korean Neuro-psychiatrist Association 제56
권 4호, 2017.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
16261호, 2019.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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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정신과전문의가이를승인하는경우에만 2주동안허용된다. 이때보호의무자의역할은신청인

에한정된다.8) 병원이 2주보다긴기간동안환자를강제입원시키려면, 소속이다른정신과전문의한명

의 추가소견이 필요하다. 행정입원은 시장이나군수 등 행정부관료가 신청을 받지만, 결국에는 정신과

전문의가그적절성을심사한다는점에서보호입원과절차가비슷하다. 보호입원과행정입원은모두최

장 3개월동안유지되며, 3개월보다 기간을연장해야하는 경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심사를 받게된다.

정신병원은 환자를강제로입원시킨 3일 이내에해당사실을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해야 하며, 입적심은 해당 입원이 적절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 정신건강복지법 45조에서

49조는 입적심의 설치 및 운영, 입원적합성 심사 방식과 결과 통지 절차를 명시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입적심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검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법조인, 정신질환자의가족, 인권

전문가등으로구성될수있다. 입적심은강제입원을신청한정신의료기관의종사자와면담, 해당기관의

진료기록, 입원대상자와의면담등을요청할수있으며심사결과를입원일로부터한달이내에통지해

야한다. 박현정은보호입원과행정입원의요건은모두 (1) 자해또는타해의위험 (2) 입원치료의필요성

이라고밝혔으며,9) 그의논의에비추어본다면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기본적으로이두기준을잣대로

강제입원이정당한지를판단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보호입원과행정입원의절차를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보호 입원의 절차>

<그림2: 행정입원의 절차>

8) 박현정,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비자의입원의 법적 성격과 절차｣, 행정법연구 제56권, 2019, p. 
149.

9)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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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주의적 관점: 강제행위로서의 강제입원 치료

3.1 정당한 국가 강제행위의 요건 일반론

먼저 강제입원을 국가가 승인하는 일종의 강제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행위가정당한지를판단하는기준은헌법과인권법이다. 국제인권법은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국

가행위의정당화기준을제공하고각국가의헌법과인권법은해당국가가침해할수없는자국민의권리

를 열거한다. 국내적으로,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밝힌다.10) 국가의행위가헌법제

37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자유와 권리 제한인지는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①목적의

정당성②방법의적절성③법익의균형성④제한의최소성이다. 국가의강제행위는대상의기본적권리

인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는점에서 37조 2항에서명시한 ‘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우’에해당하며, 따

라서과잉금지원칙에어긋나지않는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다시말해, 국민을강제하는이유가타당

하고, 강제행위가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데에적절하여, 강제로인해침해되는법익보다강제행위를통

해얻게되는법익이더클뿐만아니라, 다른그어떤방법보다해당강제행위가국민에게가장적은피해

를 주는 경우에만 그 강제행위는 정당하다.

정당한 국가 강제행위를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신 더욱 엄격하다. 외국과

맺은조약의형태를지니는국제법은헌법제6조에의해 ‘국내법과같은효력’을 가지지만실제재판에서

는거의인용되지않으며, 인권법은국가간의조약보다는국제회의참가국들의선언문의형태로발효되

기때문에많은경우애초에국내법과같은효력을누리지못한다.11) 그러나국제규범은변화하는시대의

흐름을반영하고, 국제규범을준수하는정도가한국가의대외적위상과외교적발언권에도영향을행사

하기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2. 정당한 강제입원의 요건

강제입원에과잉금지원칙을어떻게적용하는지는 2016년헌법재판소의정신보건법위헌선언논리에

담겨있다. 1995년 제정된한국의정신보건법은제43조에서보호입원의요건으로보호의무자 2인과정신

과전문의 1인의승인만을요구했다. 이에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정신보건법제43조에대해재판

관전원일치로위헌을선언하면서본조항이과잉금지원칙중침해의최소성과법익의균형성을위반한다

고보았다. 먼저, 헌법재판소는강제입원절차가그자체의목적이정당하고수단역시적절하다고판시했

다.12) 정신질환자를신속·적정하게치료하고정신질환자와사회의안전을지켜야한다는점에서정신질환

자를의료기관에입원시키는것자체는그목적을달성하는정당한수단이라는뜻이다. 그러나헌법재판

소는정신보건법 43조가보호입원이얼마나필요한지 “객관과공정성을담보할만한장치가없으며, 보호

10) ｢대한민국헌법｣ 제37조2항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11) 위의 법령
12) 신권철,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법학 제24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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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대상자의의사확인이나부당한강제입원에대한불복제도가충분히마련되어있지아니하여” 침해

의최소성을위반한다고보았다. 이에더하여, “단지정신과전문의 1인의판단만으로보호입원이가능하

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하자면, 강제입원이 과잉금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입원결정에서객관과공정성을담보할장치②대상자의의사를확인하는절차③불복제도④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강제입원과관련한국제인권법적규범역시그세부사항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대한민국의보건복지

부 장관이 2008년에 서명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다른

사람들과동등한조건으로법적능력을누려야함을인정하고있다.13) UN 협약의가장권위있는해석문

인일반논평에서는한발더나아가정신장애인의자발적인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강제입

원과치료가장애인권리협약제12조에서보장하는법적(행위) 능력에대한권리를위반한다고밝힌다. 정

신장애인인권지침인 ‘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이하MI 원칙)’에서는서로무관한두명이상의정신보건전문가가정신장애인의상태에강제입원

이필요하다고 결론을내릴때만 강제입원이정당하다고명시한다.14) 이외에도많은 국제규범과원칙이

존재하며, 강제입원의절차가국제인권규범을어떻게준수할지에대한실마리는 정신건강·인권·법안에
대한 WHO 지도서(WHO Resource Book on Mental Hea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가 제공한
다.15) WHO의본연구자료(이하WHO매뉴얼)에 의하면바람직한강제입원은아래의절차를따라야한

다. ①환자가병원이나지역사회에서강제입원이외의방법으로더효과적으로치료받을수없다고판단

될때에만강제입원을신청한다. ②강제입원신청자는환자의가족또는법적대변인이며, 전문의의결정

이전제되어야한다. ③강제입원신청서는입원심사만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독립기관이검토해야한

다. ④독립기관이강제입원신청을반려한다면입원시키지않거나, 이미입원시킨환자라도즉시퇴원시

켜야한다. ⑤환자, 가족, 혹은대변인이강제입원에항소할수있다. ⑥법정이나기타독립기관이항소를

검토해야한다. ⑦강제입원의기준에부합하지않을시환자는언제든지자율적인상태로회복될수있어

야한다. 요약하자면, 환자의정신질환의수준이강제입원이외의방식으로치료되지않으며강제입원을

통해서만환자의정신질환이자신과타인에게주는위협을방지할수있을때, 보호의무자와의사집단이

동의할때만강제입원을신청할수있다. 본강제입원신청이적절한지는독립적인기관이심사하며, 강제

입원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WHO매뉴얼은모두사법기구나다른기관소속의사가아닌, ‘별도의독립기구’에서강

제입원의적절성을심사할것을권고한다. 영국과호주에서는이미별도의독립기구인정신보건심판원에

서강제입원의적절성을판단하고있다. 정신보건심판원은법관과의사를포함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

1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ptional Protocol, 
United Nations, 2006.

14) 권오용,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과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 및 치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4, p.271.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source Book on 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WH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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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성되어있고, 강제입원사례만을다루다보니, 적합성심사에전문성과효율성수준이매우높다. 반

면 독일,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강제입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는데, 이를 ‘사법 입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사법입원에는여러문제점이있다. 우선배심재판의경우환자의사생활이일반대중에공개될

수있다. 그리고법원판사들은전문가증인인의사의증언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기때문에해당판결이

과연 얼마나 더 전문적일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구의 신설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와 WHO의

요구는일면적절해보인다. 최근일각에서는까다로워진강제입원절차를문제시하면서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주장하는데, 이는의사의증언에의존적이고환자의목소리를들을기회가적어서위헌소지가큰

과거의 제도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이외에도WHO매뉴얼과헌법재판소의권고가일맥상통하는지점이매우많다. 예를들어WHO매뉴

얼의③번절차는헌법재판소가정신보건법을위헌으로판시하며요구한 ‘객관과공정성을담보할만한장

치’와, WHO매뉴얼의⑤번과⑥번절차는헌법재판소가요구한 ‘불복절차’와각각일맥상통한다. 두기관

이 제시한 기준을 비교 대조하여 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과잉금지원칙 WHO 매뉴얼
수단의 최후성 ①
가족과 전문의의 공동 신청 ②
신청 시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을 요구 ④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②
독립기관의 심사 ① ③
독립기관 결정의 기판력 ④
환자의 불복 절차 ③ ⑤
법원이나 독립기관의 불복 절차 검토 ⑥
기준 미달 시 회복 가능한 절차 ⑦

<표1>

결국, 한국에서의강제입원절차가위의요건들을모두충족할경우국내적·국제적으로정당하다는평

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3. 한국 강제입원의 정당성 평가

<표1>을기준삼아총평하자면한국의강제입원제도자체는대체로인권친화적이지만, WHO매뉴얼

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입적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가 추가되어야 하고 입적심이 양질의 판단을 내릴

수있도록제도가실제로잘시행되어야한다. 앞서밝힌바와같이의사는강제입원대상자에게더효과

적인치료방법이없을때 (1) 환자의개인적·사회적위험성과 (2) 입원치료의필요성을기준으로강제입

원여부를결정하므로 ‘수단의최후성’이확보된다. 그에더하여보호입원이승인되려면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2주 이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속의 의사 두 명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2016년헌법재판소의권고를받아들여규정이엄격해졌음을보여준다. 강제입원이집행되자마자입

적심이라는독립기구가입원의적절성을심사하고환자는언제든지병동에비치된국가인권위원회제소

함을통해자신의불만을표현할수있다. 이는 <표1>에명시된권고사안인 ‘독립기관의심사’와 ‘환자의

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따르고있다. 입적심의결정에는강제력이부여된다는점역시고무적이다. 그러

나아래의<표2>에서보듯이입적심이한번정당하다고판단한강제입원사례에대해보호의무자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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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복하고항소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다. 사실불복제도로서환자가법원에인신보호청구를할

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정신건강복지법제정안이 2015년이명수의원에의해국회에제

출되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16)

한국의 강제입원 절차
수단의 최후성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음
가족과 전문의의 공동 신청 보호 의무자 2인 이상과 전문의 1인의 신청을 요구함
신청 시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을 요구 2주 이상 입원을 위해 전문의 2인 이상이 승인해야 함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모든 정신병동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함이 비치됨
독립기관의 심사 입적심이 모든 강제입원을 심사함
독립기관 결정의 기판력 입적심의 결정에 강제력이 부여됨
환자의 불복 절차 없음
법원이나 독립기관의 불복 절차 검토 없음
기준 미달 시 회복 가능한 절차 입적심이 기각한 강제입원은 그 즉시 효력을 잃음

<표2>

이처럼한국의현행강제입원절차는헌법재판소의권고를모두수용하여개정되었기때문에과잉금지

의원칙을충분히준수하고있으며, 국제적인기준을따르기위해추가적으로불복제도의마련을진지하

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주의적 관점: 치료행위로서의 강제입원 치료

4.1 중증 정신질환 치료 프로세스와 강제입원

법률주의는강제입원절차에서환자의권리가침해되지않아야함을강조한다. 따라서법률주의적관점

에서정당한강제입원은이중혹은삼중의검증절차를통해조심스럽게행해진다. 그러나법률주의자들

조차강제입원자체를부정하지않는다는점은, 중증정신질환의치료프로세스에서강제적인방식이불

가피한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 프로세스는 크게 ①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

제거 ② 정신질환의 완화 ③ 재사회화 세 단계를 거치며 단계별 치료법도 상이하다.

이해를 위해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살펴보자. 조현병을 앓는환자는 양성증상으로 망상이나 환각, 환

청, 그리고사고과정의장애를겪는다. 이러한증상을없애는데에가장효과적인방법은약물치료다. 환

자에게약물을투입하면급성기의정신운동성초조와 환청은일반적으로며칠내에호전되고망상도몇

주내에호전된다.17) 약물치료를통해호르몬이관리된이후에서야심리, 인지행동치료를병행하여정신

질환을근본적으로치료할수있으므로, 조현병치료의첫단계는반드시약물치료여야한다. 그러나중증

조현병환자는우울증상이극에달해약물복용을거부할수있고자살이나공격성표출가능성이매우

크다. 이런환자들에게는강제적으로약을투여하고, 자살하지못하도록강박해야치료를시작할수있다.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할 때 의사가

강제입원을 능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16) 신권철,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2016, p.36.
17)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KCDC, 조현병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2400 (2019. 05.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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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주목해야하는부분은, 강제입원이중증정신질환을치료하는프로세스의단지초기단계에

해당할뿐이라는것이다. 강제입원을통해환자의상태가호전된다면환자는퇴원하여방문치료를받게

되며, 국가운영의재활치료센터등에서재사회화를거친다. 그러나재사회화와심리치료가제대로이행

되지않는경우정신질환이재발할확률이높다. 결국, 제대로된후속치료가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의

강제입원은 ‘밑빠진독에물을붓는격’이다. 따라서퇴원 이후어떤수준의치료가제공될수 있는지는

항상 강제입원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4.2. 한국 강제입원의 효과성 평가

앞서정리한두기준으로한국의강제입원을평가해보자. 의사가필요하다고생각할때환자를강제로

입원시키고있는가? 그리고강제입원을거쳐퇴원한환자는실제로상태가호전되는가? 대답은그리긍정

적이지 않다.

먼저, 의학적인관점에서꼭필요한강제입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김창윤의사는정신건강

복지법이제정된직후에강제입원고발판례가축적되기까지는의사들이고발당할위험을피하고자환자

를방어적으로진료할수밖에없을것이라예상한바있다.18) 실제로최근 2년간전체입원대비강제입원

의비율이 2016년 12월 61.6%에서 2018년 4월 37.1%로감소할정도로, 정신건강복지법이시행된이후강

제입원의비율이극적으로감소했다. 그결과정작강제입원이필요한환자들을입원시키지못하는경우

도자주발생하였다.19) 물론절차가까다로워진덕에억울한강제입원이예방될수있지만, 현행 절차는

그정도가지나치다는것이의료계의일관된입장이다. 의사는굳이고소·고발의위험을지고환자를강제

로입원시키려고하지않기에되도록환자가다른병원에가기를유도한다. 이문제는삼성서울병원정신

의학과 홍진표 교수가 소개한 예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비자의입원을 위해 데려온 환자가 가족 관련 서류 미비

로 대기 중에 병원 밖으로 나가서 자살했는데, 전 같으면 환자를 관리하지 못한 의사를 비난

했겠지만, 이제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법에서

이런 절차를 강요하니 생명권보다도 인권이 더 중시되는 나라가 되었다고들 하지요.”20)

환자의인권을위해마련된까다로운절차가역설적이게도환자의생명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실정

이다. 게다가홍진표교수가 2014년만해도환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독립적인강제입원심사기구를

한국에도입해야한다고앞장서서주장한인물임을고려한다면, 현행절차에대한의료계의불만이단지

환자의 인권을 간과한 불평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21)

18) 김창윤, ｢정신건강복지법 이대로는 안 된다｣, 의료정책포럼 제15권 3호, 2017, p.45. 
19)임형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강제입원 줄었다지만...｣,마인드포스트 2018. 07.01,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 (2019. 05. 20 접속)
20) 성균관대학교 정신의학과 홍진표 교수 인터뷰 (2019. 05. 14).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여 

중증 정신질환 환자 치료과정, 강제입원 절차의 필요성과 문제점, 입적심 위원의 활동, 강제입원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진행함. 

21) 이호찬, ｢강제입원 가능합니다｣, MBC 뉴스 2014.10.27,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48249_17924.html (2019. 05. 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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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에는지역사회정신건강인프라가매우부족해서강제입원이후환자의원활한사회복

귀를기대하기어렵다. 정신질환자가사회에스며들어일상을영위하도록지원하려면지역사회에사회복

귀시설을마련해야하는데, 한국의사회복귀시설은 2015년기준으로총 333개소로수용정원은 7019명에

불과하여 필요 대상자의 1.4%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22) 2016년 말에는 서울시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5일간 파업할 정도로 정신보건 시설의 고용상태와 근로조건도 매우 부실하며 이

부분은현재까지그다지개선되지않았다. 게다가각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역할이명확히구분되어

있지않아각센터는무슨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지인지가부족하다.23) 이처럼한국에는정신건강센터

의수가절대적으로모자람에도불구하고, 그나마존재하는센터마저매우부실하게관리된다. 이러한상

황에서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강제입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들 퇴원 이후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부족하므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강제입원 절차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파악하고, 한국의강제입원절차가그요건들을충족시키는지를검증해보았다. 그 결과필자는

한국의강제입원절차가법률주의적관점에서정당하지만, 의료주의적관점에서그효과성이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은헌법재판소에서 밝힌정신보건법의위헌 사유를충분히 고려했기때문에

국민기본권제한과잉금지의원칙을준수하고있으며, 비준한장애인권리관련조약에충실하다. 각국의

절차와제도가국가별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강제입원절차는WHO가제시한

강제입원규정과크게어긋나지않는다는점도고무적이다. 입적심의결정에대한불복절차가없다는지

점이 다소 아쉽다.

그러나한국의강제입원절차는법률주의적엄격성을지키기위해의료적효율성을희생했다. 강제입원

초기부터지나치게까다로운절차를요구하기때문에의사들은강제입원이필요한경우에도집행을꺼리

며그과정에서환자의생명이위협받는다. 무엇보다중증정신질환환자를강제입원시킴으로써급한불

을끄더라도그들의정신질환을완치하고사회복귀를돕는사회제반시설이부족하다는것이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지는 채 2년, 입적심 제도가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않은시점에서위와같은비판은지나치게과도한것일수있다. 현행강제입원제도가제대로시

행되고있는지문헌연구가부족한실정이라 필자역시업계전문가를인터뷰함으로써문제점을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판례가축적될때까지의사들에게고발위험을떠넘길수없으며, 강제입원은환자의생명

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2) 이은환·김욱,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Issue 
and Analysis 제279호, 2017, p.11.

23) 전진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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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필자는아래의제언을함으로써연구를마치고자한다. 우선, 호주의강제입원절차를모델로삼아

한국의 강제입원 절차를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 역시 ‘정신보건심판원(Meantal Health

Tribunal)’이라는독립기구가강제입원을심사하는데, 정신보건심판원은단기강제입원은비교적쉽게승

인해주되한달이상의입원을엄격하게감시한다. 정신보건심판원은한국의입적심과비슷하게의사, 법

조인, 그리고지역공동체구성원으로꾸려진다.24) 정신보건심판원은의료시설을주기적으로돌아다니며

최소 2주간강제로입원당한사례를심사한다. 호주의강제입원법은 2주이하의입원을대부분인정하며,

1개월에 1회혹은 2회이루어진 3일이하의강제입원은환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는한별도로심사하지

않는다고명시한다.25) 대신 2주이상의강제입원에대해서는정신보건심판원이정당하다고판결하더라도

환자가언제든지재심을청구할수있다. 장기와단기강제입원심사강도에차등을둠으로써호주의강제

입원은환자의인권과치료의효율성을모두잡을수있다. 정신의학적으로 2주는강박과약물치료를통해

중증조현병등정신질환의극단적증세를잡을수있는기간이다. 2주의입원이후퇴원한환자의자해·타

해가능성은입원이전보다현격히줄어든다는의미다. 따라서호주에서는의사들이고발당할부담없이

치료가시급한환자를강제입원시킬수있으며, 장기강제입원을통해발생하는인권침해문제도최소화

할수있다. 본연구의 III장에서는한국의강제입원절차에불복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음을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IV장에서는한국의강제입원절차가초기부터지나치게까다로워의사들이소극적으로진료

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였다. 입적심이 모든 강제입원을 심사하기보다 호주처럼 단기 강제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강제입원이중·장기화될수록이를엄격하게심사하는 ‘점증적인심사절차’를마련한다면두

문제가동시에완화될것이다. 특히강제입원이연장될때마다재심사를시행하거나, 혹은입적심의판단

에대하여환자에게불복의기회를제도적으로보장해준다면이는WHO가제안한매뉴얼을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정부가위와같이강제입원제도를개선한들중증정신질환환자들이인간다운삶을누리리라

장담하기어렵다. IV장후반에밝힌바와같이지역사회의정신보건시설은인력, 예산, 시스템중그어느

하나도제대로갖춰지지않아어디부터개선해야할지함부로논하기도어려운수준이다. 정신보건시설

이이렇게까지방치된데에는국가와사회의지속적인무관심이있었다. 정신질환자는인구수로보나, 이

들의의사표현능력으로보나소수자이기때문에이들의이익이일상적인정치과정을통해서는정책으

로발현되기어렵다. 대부분정신질환자는경제적약자이기에이들은기업의관심을받지도못한다. 결국,

정신질환자는 자연스레 정치·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국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관심이 선행되고, 그

이해를바탕으로정신건강관련인프라가구축될때에야비로소제도가그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것이

다. 물론 본 연구는 법률주의와 의료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강제입원의 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었지만,

중증정신질환자보호문제는국가적관심–인프라–제도의세축이조화롭게제고되어야해결될수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

24) 윤재식·안준호·윤운·김창윤,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부 기관 추가 전문의 진단 
제도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Korean Neuro-psychiatrist Association 제
56권 4호, 2017, p. 150.

25) 신권철,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4, 
p.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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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면 근손실 오나요?”: 

헬창 담론의 레지스터화와 정체성 실천 

김재휘(자유전공학부) 

 

1. 서론 

A. 들어가며 

‘헬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생겨난 단어이지만 최근에

는 인터넷 뉴스에서 등장할만큼 ‘헬창’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저서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도 “일상, 패션에도 운동 열풍이 스며들어 

‘헬창’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표준어처럼 쓰이고 있다.”로 해당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헬창이

란 ‘헬스1’와 ‘-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으로 웨이트 트레이닝(weight training)2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정 단어의 검색량을 시간별로 알려주는 네이

버 데이터랩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헬창’이라는 단어는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늘어났고, 2020년 9월 현재에는 2020년 1월의 검색량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검색량을 기록

하고 있다. 

‘헬창’의 기원을 생각한다면 해당 단어의 확산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헬창’은 2017

년 초반에 운동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헬스갤러리’에서 ‘헬창’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헬스에 

빠져 헬스장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라는 자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2018년 

즈음 ‘3대 500 언더아머 착용 금지 드립3’과 함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헬창’이라

는 용어가 알려지게 되었고, 사용자들의 재생산을 거쳐 ‘헬창’ 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형

식을 띠게 되었다. 

아래의 사진은 인터넷 컨텐츠 제작 회사인 비주얼다이브가 제작한 헬창의 특징을 나열한 

빙고이다. “운동 후 단백질을 안먹으면 불안하다.”, “식단관리를 위해 외식을 거부한 적이 있다.”, 

                                         
1 정확한 운동명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맞으나, 한국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헬스장으로 

불리움에 따라 웨이트 트레이닝 역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헬스로 지칭된다. 헬스장에서 트

레드밀을 뛰는 경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칭하기도 한다. ‘헬창’

에서 사용된 접두어인 ‘헬-’은 앞선 의미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뜻한다. 

2 근력 향상을 위해 덤벨, 바벨, 케틀벨 등 중량을 가진 물체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뜻한

다. 벤치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속한다. 

3 드립이란 애드립의 줄임말을 뜻하는 인터넷 은어로 “xx에 대한 농담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접미사로 사

용된다. 예를 들어 “주모드립”이라면 주모를 소재로 한 농담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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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때마다 단백질 함량을 생각하며 먹는다.”와 같이 식사 시에 맛보다는 근육을 성장시키

기 위한 영양, 특히 단백질에 집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운동이 자기관리가 아닌 취미로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을 관리한다.”, “운동하는 꿈

을 꿔본 적 있다.”와 같이 운동 자체에 완전히 몰두해있는 모습으로도 묘사된다. 빙고의 각 

칸을 살펴보면 “땅데드”, “파워랙”, “자극”, “벤치”, “벤치프레스”, “분할”, “근손실”과 같은 운동 용

어가 헬창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헬창의 특징을 나열한 빙고4 

헬창의 특징을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는 ‘운동밖에 모르는 괴짜’이다. 또한 단어를 구성하

는 ‘-창’이라는 접미사가 본디 비속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기원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단어

의 사용을 꺼리는 반응도 보인다. 

뜻도 모르고 사용하다가…문득 왜 헬창이지 하고 찾아보니 

헬스 + 창놈의 합성어였네요. 

                                         
4 비주얼다이브 디지털뉴스팀, “철 좀 들었니?” 헬창 빙고, 비주얼다이브, 

http://www.visualdive.com/2020/01/%ec%b2%a0-%ec%a2%80-%eb%93%a4%ec%97%88%eb%8b%88-%ed%9

7%ac%ec%b0%bd-%eb%b9%99%ea%b3%a0/ 2020.10.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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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분들이라도 헬창 헬창 했다가는 실례가 되겠더군요 ㄷㄷㄷ 

(후략) 

(네이버 카페 <마이홈짐> 2020. 4. 17. 헬창이라는 단어뜻을 이제 알았네요 ㄷㄷ)5 

헬창은 유래의 부적절함과 ‘괴짜’스러운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운동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헬창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연계망서비스(SNS) 상에서도 본인

을 ‘헬창’ 또는 ‘헬린이’6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위의 <사진 1> 역시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하는 칸을 동그라미 쳐서 본인이 얼마나 헬창에 해당하는지를 알리는데 사

용되었다. 아래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헬창’이라는 해시태그7를 통해 작성된 글의 목록이

다. 28.2만개의 글이 작성되었으며 본인의 운동 식단, 운동 동영상, 몸 사진 등과 함께 ‘#헬창’ 

해시태그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을 헬창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헬창 해시태그로 작성된 게시물 

                                         
5 https://cafe.naver.com/myhomegym/195929 

6 ‘헬스’와 어린이를 뜻하는 ‘-린이’가 결합된 말으로 헬스를 막 시작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태그로 해시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해당 글이 해

당 단어에 대한 글임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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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헬창’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운동을 좋아하는 집단이 헬

창 담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동성(2018)의 

담론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여 헬창 담론은 헬창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행해지는 언어적 사용

과 복장, 제스쳐 등의 비언어적 요소’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이론적인 틀로는 기호인류학의 

분석과 실천 공동체의 이론을 사용한다. 이를 위한 세부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헬창’은 어떠한 전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레지스터’와 함께 발화되는가. 

기호학적 분석틀에 의존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나 헬스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 속

에서 ‘헬창’ 담론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헬창 

담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가, 그를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기호 인류학에서 다루어져 왔던 레지스터와 언

어의 도상화 개념을 살펴보자. 

 

B. 레지스터와 화자의 전형화 

본고는 헬창 담론의 각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언어인류학의 레

지스터(Register) 개념을 빌려온다. Agha(2004)에 따르면 레지스터는 ‘여성의 말하기’, ‘인류학자

의 말하기’, ‘아재의 말하기’처럼 한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변별적인 특징을 가지는 말하기 방

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어’은 ‘아재의 말하기’의 레

지스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논했듯이 헬창의 특징으로 함께 나열되는 

‘근손실’, ‘단백질’ 또한 헬창 담론의 레지스터로 볼 수 있다. 

레지스터는 한 사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메타화용적(metapragmatic) 평가를 받으며, 해당 

레지스터를 쓰는 화자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게 된다. 이 과정을 전형화(typification)라고 부르

며,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특정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부여한다. 레지스터는 고

정된 언어 목록이 아니라 사회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확장, 축소, 의미의 변화를 겪는다. 

레지스터가 변별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인식되고,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화자가 전형적인 성격

과 실천(practice)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레지스터화(enregisterment)로 부른다. 

대중매체가 레지스터의 전달자(carrier)의 역할을 하여 다른 사람도 특정 레지스터를 인식

하게하고 레지스터의 화자를 특정 성격을 가진 인물과 연결시킴으로써 전형화된 상(像)을 만

들어낸다. 최진숙(2016)은 ‘아재 개그’를 기호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해서 중년 남성의 담론

이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는 ‘아재 상(像)’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을 살핀다. 방송과 인터

넷에서 ‘아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중년 남성을 의미하는 ‘아재’가 ‘꼰대’

라고 불리는 권위주의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삼성 휴대폰’, ‘헤비메탈, ‘부항’

과 같은 구시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재라고 지칭함으로써 아재 상을 만들어 나

간다. 이러한 상은 ‘아이폰, ‘딱 붙는 바지’와 같은 대립항과 함께 하며 그 특징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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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 사용자의 메타화용적 평가에 의해서도 레지스터화가 지속된다. 박종현(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랩이라는 레지스터가 한국어 랩의 기호 중 하나인 ‘라임’에 대한 화자(랩

퍼)의 메타 화용적 평가와 실천에 의해 재조정되는 과정을 보았다. 레지스터화가 단지 외부 

사용자들의 개입과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화자의 평가와 그에 따른 실천으로도 끊

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헬창’ 담론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분석틀을 빌려와 헬

창 담론의 ‘레지스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헬창 상(像)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헬창 담론은 외부 사람들이 운동하는 집단을 규정하는데에만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C. 화자의 정체성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은 프로이트 심리학과는 다르게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Bucholtz(2004)에 따르면 인류학에서 연구되는 정체성은 상반되는 같음(sameness)의 특성과 

다름(difference)의 특성을 가진다. 같음의 특성은 한 집단 내에서 정체성은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름의 특성은 그들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룹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

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언어는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물이며 지시적 의

미(referential meaning)와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을 가진다. 언어가 가진 이중성(duality)

은 언어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입 닥쳐’라고 말한다면, 

지시적으로는 ‘조용히 하라’는 비속어이지만, 사회적인 의미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거친’, ‘폭력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연구에 관한 이론틀으로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사

용하고자 한다. 실천 공동체란 기존의 사회 정체성 이론과 언어 공동체 이론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기된 언어인류학적 이론틀이다. Holms(1999)는 언어와 젠더 연구에서 실천 공동

체 이론틀을 이용한 연구가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천 공동체를 이전의 

언어인류학에서 전제했던 언어 공동체 개념과 비교하였다. 언어 자원과 그 사용 규칙,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다고 여기는 언어공동체 개념과 달리 실천 공동체 이론에서는 언어

뿐만 아니라 제스쳐, 신념, 복장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는 실천이 공유된다고 여긴다. 

공동체를 구분 짓는 기준에서 언어공동체 개념에서는 특정 공동체의 범주가 고정되고 개인이 

해당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실천 공동체 이론틀에서는 개인이 해당 공동체를 선

택한다고 여기고, 그를 위해 개인이 어떤 실천을 표현하는지를 바라본다. 이러한 특성으로 언

어 공동체를 통해서는 내부 개인들 간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는 반면 실천 공동체는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당 공동체의 공유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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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정체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Kiesling(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

자는 미국 대학교 남학생 사교 집단인 fraternity 구성원의 (ING) 언어 변이형과 그들의 정체

성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권력이 드러나는 사회 관계를 통틀어 alignment roles로 칭했으며, 

남성은 남성 젠더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한 alignment roles을 가질 것을 요구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상적인 남성의 정체성 모델은 아버지와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대표

되어지고, 이는 fraterniry의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 (ING)를 발음할 때, (N)을 강조하는 형태8로 

나타난다. (ING)을 발음함에 있어 (N)을 강조하는 변이형은 미국 사회에서의 노동자 집단의 

남성 언어에서 자주 쓰이는 레지스터이며, 그러한 레지스터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신체적인 

강력함을 보여주려 한다. 그를 통해 높은 alignment roles로 본인을 위치시키기 위해 해당 레

지스터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ucholtz(1999)는 실천공동체 이론을 이용하여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집단인 nerd를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가 nerd 집단을 고등학교 학생의 주류 집단인 Jocks와 Burnouts이 되

지 못한 집단으로 본 반면에, 해당 연구자는 nerds를 개인이 적극적으로 정체성 선택한  결

과임을 주장했다. Jocks와 Burnouts이 추구하는 Coolness(멋짐) 아닌 nerds 집단은 

intelligence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실천으로 이러한 과정이 드러나는데, 긍정적 

정체성 실천과 부정적 정체성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긍정적 정체

성 실천이란 본인이 선택한 정체성을 드러내보이기 위해 하는 실천을 뜻하고 부정적 정체성 

실천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체성과 거리를 두기 위해 하는 실천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담

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지식을 내보이고, 자신의 실수를 수정하려 하거나 타인의 실수를 지

적하는 것은 긍정적 정체성 실천에 속한다. 또한 주류 집단이 자주 쓰는 (uw)나 (ow) 발음이

나 은어(slang)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것은 부정적 정체성 실천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 공동체의 이론틀을 빌려와 ‘헬창’ 집단의 실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헬

창’ 집단에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를 위한 긍정적 정체성 

실천과 부정적 정체성 실천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음 절에서는 ‘헬창’ 집단의 실천이 일어

나는 주된 영역인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D.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헬창’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주료 사용할 자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

연계망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포함한 웹사이트의 글이다. 대표적인 검

색 엔진 사이트인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서 ‘헬창’을 검색한 후 나타나는 링크를 따라 텍스트

를 추적하였다. 위와 같은 온라인 텍스트를 추적하는 방식은 ‘붓싼문학’의 장르를 추적하여 

그러한 텍스트가 어떻게 지역적 혐오와 공포의 효과를 전달했는지를 분석한 최진숙(2019)의 

                                         
8 “fuckin’”, “nothin’”, “goin’” 등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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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인류학적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정체성 실천에 있어 헬창 담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이용하였다. 면담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15일에 걸쳐 진행

되었고, 피면담자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9을 이용하여 선정했다. 연구자 주변에 운

동을 최소 1년 이상 해왔던 지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헬창 담론의 구성과 헬창 담

론을 통한 정체성 실천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 리스트를 이용하여 질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은 ‘헬창 담론을 알고 있는지?’, ‘헬창 담론이 어디서 들어보았는지?’와 같은 연구 주제

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본인을 헬창 또는 헬린이로 지칭해본 적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본인을 헬창 또는 헬린이로 부른 적이 있는지’와 같은 헬창 담론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했다. 또한 여러 특징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해당 인물이 ‘헬창’인지 물어보

아서 ‘헬창’이라는 집단의 경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피면담자의 반응과 대답을 근거로 하여 

후속 질문들이 이루어졌으며, 헬창 담론에 대한 피면담자의 생각을 자세하게 알아내려 노력

했다. 

표 1 피면담자 정보 

번호 나이 성별 직업 운동 경력 주로 하는 운동 특이사항 

A 23 남 사회복무요원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 헬

스 7년 

헬스 어렸을 때 해외

에서 거주 

B 26 남 대학원생 크로스핏 5년, 

헬스 3년 

헬스, 주짓수  

C 27 여 취업준비생 홈트 2년 

헬스 3년 

헬스  

D 24 남 대학생 헬스 4년, 

미식축구 4년 

헬스, 미식축구 대학 미식축구 

선수 

E 20 남 대학생 헬스 2년,  

미식축구 1년 

헬스, 미식축구 대학 미식축구 

선수 

F 28 여 분석연구원 배구 4년,  

역도 4년,  

크로스핏 2년 

크로스핏, 역도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에서 근무 

G 30 남 하드웨어 엔

지어 

헬스 10년 헬스 운동 유튜버 

H 26 남 대학생 헬스 3년 반, 헬스  

                                         
9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수집한 이후에 연구대상자의 소개를 통해 다음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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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6개월 

I 26 남 대학생 럭비 6년,  

헬스 2년 반 

헬스  

J 21 여 대학생 필라테스, 요가 

2년, 

헬스 2달 

요가, 헬스 어렸을 때 해외

에서 거주 

K 25 남 고시생 헬스 9년 

격투기 1년 

헬스 트레이너로 2년 

정도 근무 경험 

있음 

 

2. 헬창 담론의 구조적 특징 

A. 헬창의 정의 

‘헬창’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뜻하는 ‘헬-’과 ‘엠창인생’에서 파생되어 나온 ‘-창’이 결합한 

용어이다. 비속어인 ‘엠창’과 ‘인생’을 결합한 용어인 ‘엠창인생’은 보잘 것 없는 인생을 뜻한다. 

해당 용어에서 ‘-창’의 접미사만 가져와서 ‘OO 밖에 없는 인생, OO 만 하는 인생’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게임과 ‘-창’을 결합한 ‘겜창’,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인 LOL(롤)과 

‘-창’을 결합한 ‘롤창’이 있다. ‘-창’과 같이 인터넷 신조어는 주로 접사 파생으로 나타나는데, 

장경현(2019)의 연구에서 이러한 신조어 접사의 형태 및 의미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장경현은 신조어 접사의 효과로 ‘범주화를 통한 약호화 및 호명’를 꼽았으며, ‘-창’은 ‘-족’이나 

‘-충’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범주화하여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게 된다. 

<사례 1> 헬스 일주일에 몇번하면 헬창인생이냐? 

지금 일주일에 6 번 못하면 존나 답답한데 

댓글 14 번 

출처 : <헬스 갤러리>10 

<사례 2> 일반인과 헬창의 차이 

일반인ㅡ주 4 회하면 뿌듯해함. 금요일 저녁엔 여친이랑 밥먹고 모텔감 

헬창ㅡ주말에 운동 쉬거나 여행가서 운동 못하면 안절부절. 일권 끊고 운동하거나 맨몸이라도 조짐. 

금요일 저녁에는 여친대신 바벨 끌어안고 사람 없다고 좋아함 

                                         
10 https://gall.dcinside.com/extra/4966789, 2020년 11월 1일 방문, 앞으로 나오는 사례들은 원문 내용을 그

대로 가져왔으며,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오탈자나 띄어쓰기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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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헬스 갤러리>11 

위의 사례를 통해 헬창은 다른 것에 관심 없고 헬스에 미쳐 사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 일자는 헬창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되기 전인 

2016 년과 2017 년에 쓰여진 글이며, 자신이 헬창인지를 물어보거나 ‘일반인’ 12 과 ‘헬창’을 

비교하며 헬창의 기준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창’이 

의미하는 ‘운동밖에 모르는 삶’이 헬창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헬창과 함께 등장한 단어는 ‘헬린이’가 있는데, ‘헬-’과 어린이에서 유래된 ‘-린이’가 

합쳐져서 헬스를 처음 시작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헬창’은 

‘헬린이’과 대립항을 이루며 헬린이와 헬창의 구분법13으로 사용되거나, 헬창에게 지도를 받는 

대상14으로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헬린이는 독립적인 담론을 구성하기 보다는 헬창 담론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도 헬창과 비슷한 단어인 ‘Gym Rat’이 존재한다. 헬스장을 뜻하는 Gym 과 쥐를 

뜻하는 Rat 의 합성어이며,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쥐처럼 헬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헬창’처럼 ‘Gym Rat’ 또한 Gym Rat 을 

구분하는 기준(sign)이 존재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은 ‘빨래의 대부분이 운동복이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오해받은 적이 있다.’, ‘운동을 가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15이다. 

헬창이 특정 집단을 지칭하고 구별하는 기준에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레지스터와 연결된 

것은 헬창의 확산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아래의 3 대 500 언더아머 금지 드립과 운동 

유튜버가 유명해지면서 헬창이라는 용어가 헬스 갤러리를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알려졌으며 현재와 같은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다음 절에서 ‘헬창’의 확산 과정을 살펴보자. 

 

B. 헬창의 확산 과정 

3대 500이하 언더아머 금지 드립은 3대 운동(스쿼트-벤치프레스-데드리프트) 중량에 따라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제한을 두어야한다는 헬스 갤러리 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3

대 500이하 언더아머 금지 드립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

                                         
11 https://gall.dcinside.com/extra/5679870, 2020년 11월 9일 방문 

12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사용한다. 

1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tra&no=8276344, 2020년 11월 9일 방문 

14 https://m.blog.naver.com/kiltie999/221669722368, 2020년 11월 9일 방문 

15 https://www.tigerfitness.com/blogs/motivation/gym-rat-signs, https://www.theodysseyonline.com/13-signs-

gym-rat, https://thoughtcatalog.com/kovie-biakolo/2013/07/21-signs-you-are-a-gym-rat/ 2020.11.0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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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통되면서 헬스 갤러리 회원이 아닌 다른 인터넷 유저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사례 3> 와 씨발;; 오늘 언더아머 단속하는거 봄 

급식인지 학식인지 멸치같아 마른애가 언더아머 티셔츠에 가방까지 매고 헬스장 들어와서 

스트레칭하는데 삼대 족히 600 은 칠거같은 근돼형님 두분이서 "3 대 중량 합계 얼마나 되는지 

검문좀 하겠습니다"이러더라 

학생 순간 얼굴 새파랗게 변해서 얼어붙고 운동하던 사람들 분위기 싸해지면서 시선 집중됨 

단속걸린애 두손으로 싹싹빌면서 한번만 봐달라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보는 내가 다 

짠하더라 

보다못한 아저씨 한분이 단속반 형님들한테 bcaa 한잔씩 타서 건네면서 "하이고 단속 양반들 날 

더븐데 고생들 하시네, 여 학생이 아직 어려가 잘 몰라가 켓는갑다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보이 좀 

짠해가 카는데 선처해주면 안되겠능교?"그럼 

그러니까 주변에 아줌마들 모여들어서 "맞다 맞데이 단속양반들 아직 어린 학생같은데 한번만 

봐주면 안되능교?"하면서 수근거림 

단속형님 두분 서로 난감하다는 표정 짓더니 경고 스티커 발부하면서 "휴가철 언더아머 초범 집중 

계도기간이니까 조심히 운동하십시오, 아직 어린 학생인데다 초범인점 감안해서 경고처리만 하고 

훈방조치 하겠습니다"그러면서 슥 둘러보고 가시더라 

단속 걸린애 눈물 흘리면서 아저씨랑 아줌마들한테 연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공용복으로 

갈아입고옴 

매일 다른 헬스장 단속뜬거 말로만 듣다 실제 단속 처음봤는데 진짜 살벌하더라 

3 대 500 이하인 다른 헬붕이들도 휴가철 집중 단속기간 조심들해라 

출처 : <헬스 갤러리>16 

3대 중량 별로 할 수 있어야한다는 제한을 두어야한다는 글은 발전하여 위의 사례처럼 3

대 중량 500kg 이하의 사람이 언더아머 입는 것을 단속하는 ‘단속반’ 이야기가 생성되었다. 

헬스갤러리의 다른 글 대부분이 10개 내외의 추천을 받고 댓글이 없는 반면 해당 글은 326

개의 추천을 받고 40개의 리플을 받았다. 해당 글은 만화로 제작되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산되며 헬스 갤러리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후 페이스북에는 ‘언더아머 단속반’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해당 페이지

에는 언더아머 단속반이 3대 500이 안되는 남성의 언더아머 옷을 단속반이 가위로 찢은 사

진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3일만에 좋아요 3만 6000회 이상과 댓글 2만 1000개를 

                                         
16 https://gall.dcinside.com/extra/7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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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17 3대 500 언더아머 금지 드립이 확산됨에 따라 언더아머는 기업 이미지에 훼손

될 것을 우려해 해당 페이지를 제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당 유머의 확산이 얼마나 광범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18 해당 유머와 함께 언더아머 단속반은 운동에 미친 ‘헬창’으로, 단

속반의 감시를 받는 운동을 막 시작하는 사람은 ‘헬린이’로 묘사됨에 따라 해당 단어들의 확

산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는 이후의 헬스 유튜버와 함께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었다. 

헬스를 주제로 다루는 헬스 유튜버19가 늘어남에 따라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헬

창’을 쓰고 접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헬스 유튜버가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헬

스가 보편적인 체육 활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헬스클럽의 경우 2014년 9월 말부터 2017년 9

월 말까지 41.3%나 증가하였고20, 2019년 국내 거주 20~5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생활 분야 1위는 헬스, 등산과 같은 ‘스포츠-피트니스’였다.21 

‘헬창’과 ‘헬린이’는 운동 유튜버의 영상의 제목, 내용으로 많이 다루어졌는데 유튜브 플랫

폼 특성상 사용자들이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 영상에 자극적인 요소를 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운동 유튜버들은 기존의 헬창 담화를 이용해서 모큐멘터리22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본인을 헬창으로 묘사했다. 또는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구독자

를 ‘헬린이’로 지칭하여 운동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현재 32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피지컬

갤러리’의 ‘헬창의 삶’ 영상이다. 총 10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상에서 주인공 김계란

씨는 헬창의 레지스터를 실천하며 헬창의 전형화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해당 영상에서 김계

란씨는 ‘근손실’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카페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타며, 소개

팅을 하기로 한 여자에게 거절당해도 ‘근손실’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스트레스를 받

지 않는다. 여성을 소개 받을 때도 3대 중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물이나 우산 등에 덤벨을 

묶어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그에게 소확행23의 뜻을 물어보자, ‘소근육도 확실하게 행잉

                                         
17 페이스북 페이지 원 글은 삭제되었으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73529을 통해 좋아요 수와 댓

글 수를 확인하였음. 

18 http://naver.me/I5lg4CxZ, 2020년 11월 9일 방문 

19 비디오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뜻한다. 

20 국세통계담당관실(2017),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국세청. 

21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자기계발 2위 '어학' 1위 '헬스',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 <조선일보>,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80069.html. 

22 Mock과 Documentary의 합성어로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 실제상황처럼 재연된 영상을 찍는 것을 의

미한다. 

23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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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레이즈’라고 대답한다.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 드립과 운동 유튜버의 증가에 따라 헬스 갤러리가 아닌 사

용자에게도 ‘헬창’ 담론이 확산되었다. 주로 ‘근손실’, ‘3대 500’과 같은 헬창의 레지스터와 헬

창으로 묘사되는 사람의 이야기 형식으로 전파되었으며 헬창과 관련된 유머와 함께 운동을 

좋아하는 집단은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인터뷰 1> 헬창의 친근한 이미지 

헬창은 글쎄요. 아무래도 sns 짤24 같은 곳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 말했던 우락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스장에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헬창이었던거죠. 

(C와의 인터뷰) 

기존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우락부락의 뜻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집이 크다는 

것은 위협적인 의미와 연결되었다. 하지만 헬창 담론의 확산을 통해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우락부락한 ‘헬창’과 관련된 농담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최진숙(2010)의 농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농담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크게 영

향을 받는데 이는 농담이 ‘상대방과의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수행되는 말행위’이기 

때문이다. 농담을 할 수 있는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

용 속에서 변형될 수 있다. 헬창 담론을 통해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헬창으로 묘사

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담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를 역전

시켜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로 위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헬창 담론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 운동을 좋아하는 집단을 친근하게 느

낄 수 있게 하면서 헬창 담론의 화자에 대한 특정한 상을 만들었다. 헬창 담론이 헬창으로 

묘사되는 인물의 이야기 형식이거나 익명의 ‘헬창’의 언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창 담론과 전

형적인 헬창의 특징과 연관시킴으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아래에서 헬창 담론 레

지스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3. 헬창 담론 레지스터와 도상 

A. 근손실 

                                         
24 DC인사이드 게시판에 사진 없이 글을 올리는 경우 삭제조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짤(잘)림방지’용

도로 인터넷의 유머 이미지들을 글과 함께 올렸다. 그 이후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이미지를 ‘짤’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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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여친이랑 헤어졌다 ㅅㅂ.txt 

어제 퇴근 후에 잠깐 만나자그래서 아 운동해야되는데 나 운동 쉬는 날에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진짜 잠깐이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고 바로 헬장 가려고 헬장 바로 밑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만났는데 

헤어지잔다.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랑 데이트할때 맛있는 밥 한끼 먹고싶어도 탄단지 

이지랄하는거도 꼴보기싫고 뭐 먹을까 물어봐도 닭가슴살 쳐먹어야한다는 말이 진짜 제일 꼴보기 

싫었다고 헤어지잔다. 

 

그렇게 운동이 좋으면 나 만나지말고 하루종일 운동만 하라고 하고 할말만 하고 나가버렸다 

 

나도 벙찌고 남은 커피 홀짝이면서 있다가 시간보니까 운동가야되서 헬스했는데 헤어진 탓인지 

카페인을 섭취해선지 오늘따라 효율이 ㅆㅅㅌㅊ여서 이참에 부위 두개 땡기자하고 존나 땡겼다.  

 

운동 후 집 와서 닭가슴살 뜯는데 갑자기 여친이 한 말이 떠오르다가 나도모르게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제서야 헤어졌다는게 실감이 났다 

 

그래서 여친한테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병신이었다고 못난 사람 만나줘서 고ㅁ웠고 앞으로 

좋은남자 만나라고 카톡해줬다 

 

후.... 근데 눈물 흘리면 근손실 안나냐? 

댓글 : 진성 헬창이고만ㅋㅋㅋㅋㅋ 

출처 : <헬스 갤러리>25 

헬창 담론 레지스터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근손실’이다. 해당 게시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근손실에 대한 담론이 많이 생겨났다. 장례식장에 가서 3 일 동안 운동을 못하는 

경우나 한 달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했던 화자가 근손실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면서 재생산이 일어났다. 위의 글과 비슷한 형식의 글은 헬창인 화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근손실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식이다. ‘OO 하면 근손실 오나요?’ 

형식의 글이 확산되면서 ‘근손실 걱정 = 헬창’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헬창은 

                                         
25 https://gall.dcinside.com/extra/7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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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손실이 두려워 술도 마시지 않고 유산소 운동이 근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래 걷지 

않는다. 근손실이 두려워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근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단백질(프로틴)’ 섭취도 함께 이용된다. 해당 담론은 

헬창이 식당에 갔을 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인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포함한 음식을 

선택하는 모습이나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닭가슴살을 도시락으로 들고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운동을 한 뒤 30 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기회의 창’과 함께 30 분 안에 프로틴을 먹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운동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단백질을 찾는 모습으로도 연결된다. 

‘근성장을 위한 식단 = 헬창’으로 연결되는 도상은 ‘타락헬창’의 별명이 붙은 유튜버 

핏블리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본인의 헬스장이 운영을 못하게 되자 본인의 운동 유튜브 채널에 치킨과 치즈볼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렸다. 기존에 근성장을 위해 나트륨과 지방을 멀리 했던 

핏블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그에게 

‘타락헬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사례 5> 핏블리 치즈볼 먹방26 댓글 

수능 만점자가 H.O.T 를 몰랐던 것처럼 

진정한 헬창은 기름맛을 몰라야 하는구나… 

출처 : <핏블리 유튜브> 댓글27 

헬창은 ‘근손실’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며 근성장을 위한 음식만 먹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헬창은 ‘일반인’이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존재로 묘사되는데 그로 인해 헬창의 삶에는 운동 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다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B. 모든 일정은 운동 

헬창의 정의인 ‘운동밖에 없는 삶’과 가장 가까운 특징이다. 헬창의 일정은 모두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사진은 런닝맨에서 나온 헬창 연예인 김종국의 일상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전화하면 ‘운동하러 가는 중 / 운동하는 중 / 운동 끝나고 귀가 중’이라는 말은 

그가 모든 일정이 운동을 중심으로 짜여져있음을 알 수 있다. 

                                         
26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27 https://youtu.be/SbiTSKN7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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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모든 일상이 운동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공개된 동선이 헬스장밖에 없는 확진자

에게는 ‘헬창확진자’라는 이름이 붙는다.28 댓글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아픈 이후에도 헬스장에 

간 확진자를 비판하는 댓글과 헬창이기 때문에 코로나 초기 증상을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는 

댓글이 동시에 달렸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헬스장이 닫히자 ‘산스장’, ‘공스

장’29에 ‘헬창’들이 몰린다는 뉴스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30 

모든 일정을 운동에 투자하기 때문에 헬창은 이성친구가 만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옆의 자료에서도 김종국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발화이며, 헬창은 

운동에 모든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성 친구를 가지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인생에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헬창인 남성은 예쁜 여성에 관심을 가지는 헬린이와 달리 헬스장에 예쁜 여성이 

있어도 본인의 운동이나 다른 몸 좋은 남성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 

<사례 5> 헬린이와 헬창의 차이 

렛풀 댕기고 있다  

 

2 세트 종료후 잠시 물 받으로 가는상황. 

 

이쁜여자 가 자기가 하고있던 렛풀을 땡기고있다. 

 

헬린이 :  ㅎㅎㅎㅎ 어설픈게 귀엽다 ㅎㅎ 

헬창 : 십련이 자리스틸 했네  (운동 흐름끊겨서 존나초조함) 

                                         
28 https://www.fmkorea.com/3065540343 

29 산+헬스장, 공원+헬스장으로 산 중턱이나 공원에 운동 기구가 있는 시설을 뜻한다. 

30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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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진정한 헬창은 운동시간에 여자따윈 눈에안들어온다 

출처 : <헬스 갤러리>31 

이소은 외 3명(2013)의 연구에서 ‘헬스’가 단순히 남성적 정체성 획득의 수단이나 몸만들

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전술과 지식, 쾌락, 담론들이 엮인 복합적인 현상으

로 봐야함을 지적했다. 해당 특징 역시 ‘헬창’이 단지 헬스라는 행위를 남성성의 발현이 아닌 

자기 관리, 그로 인해 개인의 통제감과 만족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디빌더를 묘

사하는데 사용되었던 ‘도시의 수도승’을 통해 알 수 있듯 종교의 수도자처럼 금욕의 생활을 

하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사례 7> 우선순위의 역전 

일반인: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헬창: 운동하려면 건강해야지! 

  

얼마전에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 박았는데 젤 먼저 드는 생각이 아..내일 하체하는날인데 조졌다.. 

물론 생각보다 괜찮아서 하체 했습니다 

출처 : <지기TV 유튜브> 댓글32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선순위의 역전으로 그려진다. 운동을 위해 다른 필수적인 삶의 

행위가 조절된다. 이때문에 헬창은 모든 대상, 실천과 운동을 연관시킨다.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C. 모든 대상을 운동과 연관 

<사례 6> 예수도 부활절에 근손실 왔겠지? 

댓글 : 예수도 부활절에 근손실 왔겠지? 

ㄴ 댓글 : 마지막 식사가 술이었으니 당근 

ㄴ 댓글 : 그래도 죽기전에 치팅데이 가져서 괜찮을듯 

ㄴ 댓글 : 예수 3 대 몇치려나 

ㄴ 댓글 : 3 일운동 쉬어서 근손실옴 

                                         
31 https://gall.dcinside.com/extra/8276344 

32 https://youtu.be/w8ohciEi-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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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댓글 :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하자마자 삶은 계란 먹자너 

출처 : <FM 코리아>33 

다음 글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부활절에 대해 이를 헬창 레지스터의 관점으로 해석한 

글이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이후 3 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한 것을 가지고 술과 3 일 운동 

쉰 것을 ‘근손실’과 연결 짓는 댓글이나 삶은 계란과 치팅을 통해 ‘식단’과 연결짓는 댓글이나 

예수의 3 대 중량을 묻는 댓글에서 운동과 전혀 관계 없는 대상을 운동과 연관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헬창 언어 풀이법으로 올라온 사진이다.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언어도 화자가 헬창인지에 따라 다른 지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언어가 지표하는 속뜻은 각각 헬창 담론 레지스터의 목록이 

된다. 일반인이 쓰는 언어 또한 ‘헬창’이라는 화자를 통하면 다른 뜻을 지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진 4 헬창 언어 풀이법34 

이는 언어유희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운동은 Negative, 인생은 Positive’라는 것은 운동에

서 신장성 운동을 의미하는 ‘네거티브 운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얘기하셨다. 철 좀 들으라고. 철 들자 모두들’ 같은 경우에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는 뜻을 가진 ‘철들다’라는 말을 ‘덤벨 혹은 바벨(철)을 들다.’로 다르게 해석했다. 또한 

‘헬창은 교통사고나면 3대 500으로 합의하나요?’라는 표현은 헬창의 레지스터인 ‘3대 500’과 

                                         
33 https://www.fmkorea.com/1232199977 

34 https://www.facebook.com/himkong.jamiet/posts/28873041113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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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연결시켰다. 

운동과 연관 없는 대상에 운동과 관련된 용어를 연결함으로써 ‘운동이 인생의 중심축’이

라는 상을 헬창과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Agha(2004)는 글로 나타나는 레지스터에서는 

반복적으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진이나 시각적 요소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기호를 특정 의

미와 연관시키는 기호학적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담론이 주

로 문어의 형태를 띄는 것을 볼 때, 헬창 담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헬창의 행위나 관념

의 차원이지만 다른 시각적 요소와 함께 헬창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어떠한 시각적 요소

와 함께 발화되는지 살펴보자. 

 

D. 3대 500과 우락부락한 몸 

 
사진 5 <사례 6> 글에 포함된 사진 

근육질의 예수 사진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헬창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관한 헬창 담론

을 이어간다. 예수와 앞서 나온 ‘식단 관리’, ‘운동 중독’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근육질의 모

습을 보고 헬창과 연관시키는 것은 흥미롭다. 헬창의 정의나 헬창 담론에서 묘사되는 헬창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도 근육질의 몸만으로 헬창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만화를 통해 재생산된 헬창 담론에서 이러한 연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헬창은 우락부

락하고 3대 중량이 500kg가 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언더아머의 주력 상품인 컴프레션 기어

가 몸에 밀착되어 근육을 더 잘보이게 해주어서 보디빌딩 계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헬창 

담론과 언더아머가 연결되는 것 또한 헬창의 근육질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근손실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근성장을 위해 쉴틈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모습은 결국 

신체적 강함과 멋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연결된다. 근육질의 모습을 제외하고도 앞선 3

대 500 언더아머 금지 드립에서처럼 3대 중량은 헬창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헬창담론의 확산

을 이끌 었던 운동 유튜버들의 인기가 많은 영상의 주제로 특정 사람의 3대 중량을 측정하는 

컨텐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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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사례3>을 만화로 각색한 그림35 

헬창 담론 레지스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실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당 헬창 담론 레지스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리는지, 그로 인해 정체성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4. 헬창을 통한 정체성 실천 

A. ‘찐’헬창과 ‘컨셉’(가짜) 헬창 

먼저 운동하는 사람은 ‘헬창’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인터뷰에서 피면담자에게 헬창의 정의를 아냐고 물었을 때, ‘삶이 운동을 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삶 자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맞춰지는’(D 의 사례), ‘헬스에 미쳐사는 

사람’(C 의 사례)으로 묘사했다. 또한 헬창의 특징을 ‘다섯끼를 닭가슴살로 먹고, 일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헬스 운동만 하고 친구들도 안만나고’(F 의 사례), ‘월요일에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월요일은 하체지 라고 대답하는게 헬창이지’(G 의 사례)으로 대답했다. 해당 

대답을 통해 앞서 분석한 헬창 담론 레지스터의 특징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2> 헬창의 기준 

면담자 : 예를 들어서 3대 300인데 인생이 헬스인 사람은 헬창인가? 

H : 본인은 헬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헬창 아닐 것 같아 

면담자 : 그러면 3대 500 치는데 몸이 그냥 아저씨 몸인 사람은? 

H : 난 그건 안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라이프 스타일이 헬창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

                                         
35 출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8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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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매하다. 보통 그 정도면 몸이 따라오지 않나? 

J : 3대 500을 칠 정도면 근육이 보일 거야 골격이 바뀌었을걸? 

(H, J와의 인터뷰) 

‘헬창’의 정의나 특징에는 운동에 대한 인물의 태도, 생활 습관을 언급했으나 실제로 다른 

사람을 ‘헬창’으로 부를 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근육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데피니션(definition)’, 신체의 강함의 지표인 3 대 중량을 중요하게 여겼다. 

사회연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피면담자가 헬창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올리는 글의 분류를 설정하여 올릴 

수 있고, 사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글을 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헬창’이라는 해시태그에는 본인의 운동 동영상, 몸 사진 등을 

올린 사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2> 컨셉헬창과 찐헬창 

면담자 :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헬창’이라고 붙이는 사람, ‘나는 헬창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

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D :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건 뭐냐면 음.. 과하게 컨셉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이 있어요. 현실이나 온라인에서 과하게 컨셉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의 창 이론 얘

기하면서 ‘빨리 단백질 먹어야 한다.’ ‘눈물 흘리면 근손실’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

잖아요. 실제로 근손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헬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과

하게 컨셉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E : 잘생긴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훈남’(해시태그)을 달지는 않잖아요. 굳이 ‘#헬창’(해시태그)을 해

야하는지 

면담자 : 컨셉질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D :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수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대게 그렇게 ‘#헬창’, ‘#운동

남’, ‘#운동스타그램’ 이런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게로 그렇게 막 딱 봤을 때 high level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엄청 잘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분들은 인정해요. 

E : 일반인이 생각하는 헬창은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찐(진짜)헬창은 막 이제 식단관리도 되

게 철저히 하고 스트렝스, 근비대랑 체지방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찐헬창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3대 500 거리는 것처럼. 

(D, E와의 인터뷰) 

피면담자 중에서 ‘#헬창’ 해시태그를 써서 본인을 지칭했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인스타그램에 해당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위의 

인터뷰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때 ‘컨셉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가상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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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된 영어 단어 ‘concept’과 행위를 의미하는 접미어 ‘-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진짜 헬창이 아님에도 헬창의 특징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해당 

단어가 사용되었다. 

<인터뷰 3> 가짜헬창과 찐헬창 

A : 헬창은 아무나 달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찐헬창과 가짜헬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찐헬창의 특징들은 운동을 남한테 보여주거나 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나 시간 상관 없이 운동 가는 사람들이 찐헬창이죠. 

(A와의 인터뷰) 

찐헬창은 진짜를 의미하는 ‘찐-’과 헬창이 합쳐져서 진짜 헬창인 사람을 나타내고 신체적 

강함과 근육의 멋짐이 드러나있는 사람이거나 헬창의 특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찐헬창으로 칭했다. 즉 ‘컨셉(가짜)헬창’이란 ‘찐헬창’의 신체적 강함과 근육질의 몸을 소유하지 

않고, 헬창의 특징만 흉내내는 사람을 뜻한다. 

헬창은 헬린이와의 대립항으로써 기준을 가지기도 했다. 헬창과 헬린이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피면담자는 헬린이는 ‘막 헬스에 입문해서 아직 모르는게 많은 입문자’(B 의 

사례), ‘헬스는 하는데 헬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G 의 사례)로 주로 운동 경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했다. 

<인터뷰 3> 운동 경력과 헬창 

면담자 : 헬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운동하는데 완전 미쳐 있고, 몸도 어느정도 괜찮으면 

그 사람은 헬창이야? 

J : 그래도 그건 있지.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면 완전 열의있고 미쳐있어도 헬창이라고 말 안하

는 것 같아. 

H : 내 생각에는 (헬창들이 쓰는) 그 장비들을 살 즈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가있어. 

면담자 : 그럼 한 어느정도는 지나야 헬창이 될 수 있나? 

 J : 보통 1년은 돼야 그렇게 말하지 않나? 

(H, J와의 인터뷰) 

헬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헬창으로 

칭하지 않고 해당 사람을 헬린이로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헬창에 대해 

의미성분을 분석한 표이다. 헬창의 경우 ‘찐헬창’과 ‘컨셉헬창’이 구분이 되고 이 둘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의미 성분은 ‘멋진 몸’과 ‘높은 3 대 중량’이다. 그렇다면 피면담자들은 

본인을 어디에 위치시킬까? 피면담자의 응답을 통해 헬창과 헬린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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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헬창의 의미성분분석 

헬창 헬린이 

찐헬창 컨셉헬창 헬린이 

헬스 경력 +, 데피니션 +, 

높은 3 대 중량 +, 헬창의 

생활습관 + 

데피니션 -, 높은 3 대 중량 

–, 헬창의 생활습관 + 

헬스 경력 -, 데피니션 -, 

높은 3 대 중량 - 

 

 

B. 헬린이와 헬창의 연속체 

<인터뷰 4> 단계로서의 헬창 

면담자 : 본인을 헬창 또는 헬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 : 저는 아직 헬창 되려면 갈 길이 너무 먼거 같고, 헬린이 치고는 운동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잘

하기도 해서 (헬창과 헬린이의) 그 사이 어딘가가 아닐까. 하지만 저의 트레이너 선생님은 그렇게 

헬창이 되어가는거라고 하셨습니다. 

(C와의 인터뷰) 

헬스를 하는 사람을 앞선 헬창의 기준을 따라 연속체로 연결할 때 헬린이를 가장 초반 

단계, 헬창을 가장 최종 단계로 보는 관점이 존재했다. 즉 헬린이는 헬창이 되고 있는 단계의 

시작이며, 본인을 찐헬창이 되기 위한 과정 속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인터뷰 5> 헬창과 헬린이의 연속체 속 일부로 본인을 인식 

J : 되게 웨이트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열정적이고, 바디프로필도 찍어가지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있을 정도에요. (제가 그 친구를) 헬창님 이렇게 부르면 ‘아 저는 헬린이죠’라고 

대답해요. 아직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초보는 아닌데, 

헬린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 같아요.  

(J와의 인터뷰)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헬창으로 칭했을 때 헬린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통해 헬린이와 헬창이 서로 연속체 속에서 인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속체의 최상단으로써의 헬창은 이상적인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3 대 중량을 

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의 형태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헬창이 목표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G 는 헬창을 ‘아직은 

미숙하다’고 얘기했다. 인터뷰에서 본인이 ‘헬창이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운동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해당 피면담자는 헬창을 경험했던 단계로 

보았기 때문에 더이상 헬창을 목표로 인식하지 않았다. 헬창이 단계에 끝에 위치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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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계 중 일부로 바라봤다. 해당 피면담자는 헬창보다 윗 단계로 올라와서 ‘운동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위치로 왔다고 대답했다. 

<인터뷰 7> 헬창은 애티튜드(Attitude) 

J : 헬린이는 단계 느낌일 수 있는데 헬창은 단계 레벨이 아니라 애티튜드 같다고 해야하나? 3대 중

량을 더 들 수 있는 사람도 헬창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H : 내 친구 중에 걔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 완전 헬창식으로 술도 안먹고, 3대 중량은 내가 더 

들지만 걔가 더 헬창 같은 느낌. 나는 아까 말했던거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최소한 지키는게 아침

에 계란 3개랑 닭가슴살 하나랑 햇반 하나이랑 이것만 챙기고 나머진 다 해. 술 먹고 담배도 피고 

약속 생기면 운동을 쉴 때도 있고, (헬창인) 내 친구는 약속을 잡을 때 운동 때문에 못잡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중요한 약속이면 그냥 운동 하루 쉬지 이런 느낌 

면담자 : 헬창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 있어? 

H : 헬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거지. 그정도까진 못하겠다. 그렇게까

진 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 빡빡하다. 

(H, J와의 인터뷰) 

H 는 헬창을 자신의 목표로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아예 다른 연장선에 있는 목표로 

바라보았다. 연속체가 여러 갈래로 존재하고, 헬창을 최상단의 것들 중 하나로 본 것이다. 

본인은 헬린이는 아니지만 헬창을 추구하지 않고, 헬창을 다른 분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는 이때까지 나온 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헬창과 헬린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본인을 위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면담자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본인을 ‘헬창’으로 지칭했을 때이다. 

 

그림 1 심층면담에서 묘사된 헬창과 헬린이의 관계 

 

C. 본인이 부르는 헬창, 남이 인정하는 헬창 

<인터뷰 6> 헬창이라고 남에게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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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칭찬으로 듣는 것 같아요. 한때 헬창이었던 적이 있었고, 이제는 벗어났지만 헬창이라고 불려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건 없어요. 

면담자 : 헬창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 윗 단계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헬창이라고 불려도 괜찮으신

가요? 

G : 근데 왜 그게 또 상관이 없냐면 그들의 눈에는 헬창이 최고인거죠. 그래서 누가 저를 헬창이라

고 부르면 저 사람의 기준에서의 최고를 나한테 불러주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거죠. 제 머

릿속에는 저만의 (헬창) 기준이 있는거죠. 

(G와의 인터뷰) 

피면담자에게 ‘헬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를 물었을 때 피면담

자 모두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앞서 헬창이 본인의 목표가 아니라고 응답한 피

면담자조차 똑같이 응답했다.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서 헬창이 최고이기 때문인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인’은 헬창이 최종 목적지인 연속

체로 헬창과 헬린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헬창의 기준은 ‘헬스에 미친 사고’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집착하는 모습을 갖고 싶지 않은 피면담자의 기대와 반대되

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뷰 7> 헬창이라고 불리울 때 

H : 유일하게 창 붙은 것 중에 기분 좋은건 헬창밖에 없어. 기분 좋았어.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

단하니까. 헬창이라는건 muscular(근육질의)하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라

는걸 아니까 좋지. 

(H, J와의 인터뷰) 

D :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알고 있고, 약간 어느정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이제 운동이라는게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남들한테 보여주는거 

자기 어필, 자기 pr 같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쟤는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한 

결과물도 갖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 나쁘진 않죠. 좋죠 

(D, E와의 인터뷰) 

일반인은 보통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육질이고 힘이 센 사람에게 헬창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피면담자는 생활 습관이 아닌 근육질의 몸과 강함을 칭찬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창으로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이러한 생각은 ‘근데 솔직히 헬창을 붙여

주는 친구들 보면 멋있는 친구들한테 붙여주는 것 같아요. 몸 별로 안좋은 친구들한테는 잘 

안붙여줘요.’(A의 사례)라는 면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왜 헬창이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평소에 노력 하는 것들

을 알아주는 느낌이야’(L의 사례), ‘뭔가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

다.’(B의 사례) 등 노력에 대한 인정을 얘기했다. 해당 발화는 위의 인터뷰에서 ‘운동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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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동 열심히 한 결과물도 갖고 있네’에서 알 수 있듯 운동이라는 ‘노력’을 통해 근육질

의 몸, 신체적 강함을 얻은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헬창은 ‘찐헬창’과 ‘컨셉헬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컨셉헬창’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에는 헬창의 특징을 가진 실천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8> 부정적 정체성 실천 

D :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걸 아니까 잘 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제가 

자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고른다거나 그런거는 어

쩔 수 없는거지만 일부러 아 오늘 내일 하체해야하는데 팔 해야하는데 분위기 초치면서 의도적으

로 나는 헬창이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 이런걸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행

동은 최대한 지양했던 것 같아요. 

(D, E와의 인터뷰) 

피면담자는 특정 인물이 헬창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헬창의 특징을 가진 실천을 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이다.’, ‘컨셉질이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헬창은 본인이 아닌 남

이 인정해줘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헬창 담론’ 레지스터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헬창 담론 레지스터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고 레지스터의 구성을 

바라보았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헬창 담론 레지스터의 인식과 

피면담자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본인의 정체성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특정 운동 커뮤니티에서 운동 밖에 모르는 본인의 인생을 자조하기 위해 ‘헬창’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지만 재미를 위해 붙인 특징들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기존에 무섭게 묘사되었던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농담 을 

통해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헬창 담론 레지스터는 근손실, 모든 대상을 운동과 연관, 모든 일정이 운동, 3 대 500 과 

우락부락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헬창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행위적으로는 근손실을 병적으로 무서워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정이 운동, 모든 대상을 운동과 연관 짓는 운동에 몰두한 이미지로 시각적으로는 

우락부락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피면담자를 만나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체적 강함을 의미하는 ‘3 대 

500’, 근육의 선명도를 의미하는 ‘데피니션’의 유무에 따라 ‘찐헬창’과 ‘컨셉헬창(가짜헬창)’으로 

나누어서 명명하고 있었다. 헬창과 헬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속에 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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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을 헬창으로 불렀을 때는 노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헬창은 ‘헬스에 미쳐버린’ 본인의 인생을 자조하기 위해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확산 

과정에서 하나의 헬창 담론 레지스터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헬창이라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헬창으로 불리우는 것’이 노력을 

인정받는 행위로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지칭하지 않으려 했고 순전히 신체적 강함과 

근육의 선명도로 지칭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헬창 담론 레지스터에 나오는 특징들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면담자가 묘사했던 sns 에서 본인을 헬창으로 묘사하는 ‘컨셉헬창’을 면담하지 못해서 

아쉽다. 해당 피면담자가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알아보았다면 더 폭 넓은 연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 ‘헬창 

담론 레지스터’에 대해 연구한 첫 논문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헬창 

담론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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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개발협력의 관점에서의 신남방정책

신남방지역은 4차산업혁명, 미중무역분쟁, 자국중심주의등급변하는세계경제적여건, 국제정치

적정세속에서경제, 외교, 안보적측면에서큰잠재력을가지고있는지역이다. 더불어최근에는정치안

보, 경제, 사회문화방면에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만들어국제사회에영향력을확장시

켜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또한지리적인접성등을기반으로아세안지역과경제적, 인적측면

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2016년 기준으로 무역, 투자, 외국인 입국, 한국인 출국 등 많은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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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은 3위안에위치하고있다(이재현, 2018a). 즉 현실적으로한국의입장에서아세안의비중은

전통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대외적요구하에‘신남방정책’은 주변국과함께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추진할수있는

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플랫폼이자경제및외교다변화전략이다(곽성일, 2018) 2017년문재인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란, ‘신남방국가들과정치·경제·사회·문화등전반적인분야에서의관계를주변의 4강국(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대등한수준으로강화하고자하는새로운패러다임의외교정책’이라고정의했다

(정책위키, 2020). 신남방정책의핵심가치는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로, ‘사람’이라는

가치는다양한계층의인적교류를통한상호이해의확대를, ‘번영’은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분야

에서의협력을통한선순환적상호번영을,‘평화’은모든사람들이안전하게살아가는지역공동체구축과

지역안보문제에대한공동협력을의미한다. 이를기반으로신남방정책은궁극적으로세가지가치를모

두 실현시킬 수 있는 아세안 지역과 우리나라의 3P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전면적협력관계를구축함으로써국제사회의경제적, 정치적변화에대응하며나아가경제적,

외교적역량증진에도긍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신남방정책이크게경제및외교적정

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의의를 이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1.1. 경제적 측면

신남방정책은 ‘한반도신경제구상’에있어서한축을구성한다. 신남방정책이구상된데에있어서작

용한주요배경과기대되는주요효과가모두경제적측면이라는점에서신남방정책의경제적효과는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첫번째로, 한국이처한다양한대외경제적위협에대한선제적인대응책이라는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특정국가에지나치게의존적이었던한국의무역구조는최근미중무역분쟁의격화와보호

무역주의의확산으로필연적으로위기를맞게될수밖에없었다. 또한토지가격과노동임금의상승, 기술

유출문제로인해중국시장에대한매력도가전세계적으로감소하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우리나라의

경우사드(THAAD) 보복으로인해포스트차이나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민간부

문에서는새로운투자지역으로서아세안을주목하고있다. 아세안지역은 2010년대이후우리나라의주

요한 교역 및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이

20대수출국에해당하며, 아세안의입장에서보면우리나라는수입대상국 3위, 수출대상국 4위(아세안국

가 제외)에 해당하는 주요 파트너이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9).

두번째로는아세안지역이가지고있는거대한경제적잠재력그자체를들수있다. 아세안 10개국의

GDP는 2018년을기준으로 2조 9228억불에달하며, 평균경제성장률은 5.1%에달한다. 총인구규모또한

세계 3위규모이며, 전체인구의 60%가 35세이하젊은층으로소비와생산측면에서유리한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인구가 2020년 4억 명에 달할 전망으로 내수 시장의 확장의 가능성이

높다(김찬수, 2018). 또한지리적으로도아세안지역은국제무역의중심이되는지정학적요충지에자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교류가일어나는거점지역으로성장할가능성이매우높다. 더불어우리나라원유수입의약 80%가이

지역을경유하고있다는점에서직접적으로우리나라 교역에도영향을끼치는중요한지역이라고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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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OTRA, 2015). 투자 측면에서도 국가별로 다양한 투자 수요에 따라 투자 분야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선택권이넓다. 마지막으로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의저개발국가는풍부한천연자원과높은

성장가능성을보유해아세안지역의잠재력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2015년아세안공동체선언으로

아세안지역을주축으로아시아경제공동체가구체화되었으며, 이후시장통합이상당수준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큰 경제권 형성이 기대된다(문상원, 이하늘, 2013).

1.1.2. 정치·외교적 측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적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정책적구상이었으며이의중요한두축이바로신남방정책과신북방정책이다.(권율, 2019). 따라서

신남방정책은경제적측면외에도정치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중견

국으로서 한국이 보다 외교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때 주목할 수

있는것이아세안지역이다. 아세안지역은한국과지리적으로가까우며이미아세안안보포럼(ARF), 지역

포괄적경제협정(RCEP) 등 주요 지역 다자협력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곽수찬, 2019).

또한아세안공동체를형성하여국제사회로도그영향력을확대하고있는중이다. 미중간경쟁이치열한

상황에서한국뿐만아니라아세안지역또한모순적인압력을받고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

외교적차원에서보다협상력을올리기위하여한국의입장을지지해줄수있는전략적네트워크를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요 파트너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세안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아세안 지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아세안 지역은 한반도

문제에서중립적이면서도남북과일정한협력관계를가진것을특징으로하며북한과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는비교적원만한상태이다. 북한은아세안 10개국과모두수교를맺고브루나이와필리핀을제외한

8개국에는 공관이 설치되어 있다(이재현, 2018b).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중요한고려대상이될수있다. 더불어신남방정책자체가표방하는 3P 공동체와이에기반한협력관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요한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종합하여볼때, 신남방정책은대외적으로새로운경제및정치·외교적국면에처한한국이다양

한위기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고협력관계를다각화하는의의를지닌다고할수있다. 한국은활발히

개발 중인 아세안 지역의 입장에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로서 매력적인 협력국이며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에대한수요가존재할것으로보인다. 특히아세안공동체가역내연계성제고를강하게추

구하고있는만큼교통, 스마트정보통신분야등의협력차원에서, 한국의유·무상원조사업에대한수요

가높을것이다. 따라서신남방정책의추진에있어서효과적인원조사업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

다.

1.2. 신남방정책과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실효성 검토

1.2.1. 신남방정책과 대아세안 개발협력 간의 관계

신남방정책의대상이되는아세안 10개국중 6개국은한국이공적개발원조를집중지원하는중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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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서신남방정책과대아세안개발협력사업은밀접하게맞닿아있어유기적인연계에기반해두정책

간의상호강화를도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이재현, 2019). 정부는신남방정책이라는대외정책의가시

적성과도출에기여할수있는개발협력사업을모색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써대아세안무상ODA를

2023년까지 2배이상확대하고한-아세안협력기금및한-메콩협력기금역시증액했다. 특히중점협력국

6개국에대한지원규모를확대하고한국의강점과현지수요에부합하는 5대중점개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KOICA,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의 외교적 성과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일관된정책으로서이행되기위해한-아세안의지속가능한협력매커니즘을구축해나가는것은필

수적이다. 협력재원의확대와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관리가강화된대아세안개발협력사업을통해타국

과차별화된다양한분야에서실질적인협력경험을축적해나가고후속사업을발굴하며중장기적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신남방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도약이 되어야 한다.

1.2.2. 문제점 분석 및 추진방향 고찰

현정부하에추진되고있는신남방정책의관점에서대아세안개발협력사업의문제점및이를보완한

추진방향을 고찰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사업 수행의 초점을 개별국가에 둘 것인지 아세안 공동체에 둘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이를결정하기가까다롭다. 아세안은냉전의심화와베트남전의본격화, 인도차이나반도의급속한공산화

등으로격변하는국제정세에대한공동대응의필요성에따라결성되어초기에는정치·안보적공동체로서

주된 성격을 띠었지만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로 변모해나가며 오늘날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평화주의적이고인간중심적성격을지향하며세계국가속의대외지향적공동체를추구하기에이르렀다.

아세안의가장중요한특징은국가별로뚜렷한개성이존재하는가운데통합을이뤄나가며국제사회에서

그위상을높이고자하는데에있다. 아세안 10개국은각각대륙부와도서부에위치한국가들뿐만아니라

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들마저도경제·정치및행정체제가국가별로상이하며, 외부인의시각에서유사

해보이는사회·문화적측면역시국가별로변용된형태에따른차이가존재한다. 특히유·무형문화유산의

불분명한소유권분쟁등여러갈등이지속되고있다. 다양한이해관계가중첩된아세안회원국의목소리

를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남방정책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시에도 개별 국가 또는 아세안 공동체와의 협력증진 사이에서 명확한 노선을 취하지 못해 효과 창출이

저하될우려가있다. 이에이재현(2019)은유사한경제발전단계에위치한국가들을묶은소다자협력이나

또 다른 공여국으로 중진국 아세안 회원국 또는 기타 선진국을 포함한 3자 협력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새로운협력형태를통해국가별 전략수립의부담을줄이고공여국으로참여하는국가와신선한

파트너십을시도하며자원투입증진으로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성급한다자협력

은오히려역효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현지수요와한국의비교우위에부합하는국가별사업을성공해

나가며 후속사업에서 다자협력 시도를 모색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대아세안 개발협력사업 모두 지나친 베트남 쏠림현상을 보인다. 베트남은 지난

2018년 유상원조와무상원조상위 10개국 수원국 중순지출비중이가장 높았으며결과적으로 2018년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수원국이었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베트남 순지출이

가장높았으며무상원조의경우순지출이약 6천만불로 2위인대에티오피아순지출의 2배에달하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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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표 1> 유·무상 원조 지원 상위 10개 수원국
(2018년 순지출 기준)

(백만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p. 37. 

한국은베트남을중점협력국으로선정한이후베트남의 3대원조공여국으로서대베트남ODA규모는

2013년 최고치인 약 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아세안

국가중여전히최대수원국인베트남과 2위수원국인캄보디아의지원액은약 3배, 수원규모가가장작

은미얀마와는 7배가량의차이를보인다(유애라, 2019). 대아세안원조가지나치게베트남에편중되는현

상이 지속되는 것은 후발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의 개발격차를 심화하고 이들 국가 간의

원활한경제교류를저하하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 이와관련해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2025는개발

격차를해소하기위한전략을발표하고저개발국인 CLM에필요한역량지원필요성을강조했으며(주아

세안대표부, 2019). 특히후발회원국의농업경쟁력과생산성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따라유·무상원조대상국가와지원액이확대된만큼주요수원국에만초점을두어집중적으

로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장 잠재력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국가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요구되는실정으로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은 2018년신남방과신북방정책하에새롭게주요

대상지역이된미얀마와몽골에 2018년연간승인액의 23%를지원하는등정부정책에따라원조방향성

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셋째, 유·무상원조사업의연계가아직까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아사업의중복추진문

제가발생한다. 다양한국내기관의관심집중과수원국정부와의채널파편화로발생하는혼선은새마을

운동사업의예처럼비슷한사업의동시다발적으로시행으로원조효과의분산과실효성저하를초래한다.

2019년 기준 총 1,404개의 사업 중 9.1%를 연계하는 등의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 간 정보

공유및협력체제가미흡하며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실질적인조정기능을수행하지못해다양한분야를

아우르는국가별전략과사업간의연계성이낮다는비판이존재한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에 합동부

처는 통합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국개위 및 각종 유관기관, 현지공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별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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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자체적으로도사업발굴단계부터유관기관과정기적으로사업정보를교환하고협의회를개최하며

4가지모델을통해유·무상원조를연계한사업을추진하며그간의중복사업문제를해결해나가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 2018). 이처럼사업발굴단계에서부터중복사업을방지하는것이최선의해결책이지만

이미진행이완료된사업이나추진중인사업이있다면유·무상원조어떤것에기반하더라도적극적으로

연계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실제로미얀마전자정부구축사업의사례처럼유·무상원조가연계된

사업의경우수원국이체감하는만족도가높게평가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이처럼사업발굴과추

진 시에 동일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부처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해당 국가 간의

사업경험편차등으로인해발생하는시행착오를줄이고원조효과성및수원국의만족도를증진하는긍

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미얀마 국별지원전략(CPS) 수립

2.1. 수원국으로서 미얀마

2.1.1. 선정 이유

앞서신남방정책의의의및대아세안개발협력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수

원국선정기준을정리할수있다. 첫째, 명확한개발수요뿐만아니라다른아세안국가들과의다자협력을

이행할수있는잠재력을가져야한다. 둘째, 새로운국가보다는기존의중점협력국과의관계증진을추구

하되이미지원규모가상당한베트남이외의수원국을모색해야할것이다. 셋째, 개발협력사업의유·무상

원조사업간의연계를강화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기준에따라본연구에서는미얀마의개발수요와

한국의비교우위를접목해대미얀마유상원조사업을구상하고자한다. 미얀마는 ODA와 한·메콩협력의

중점협력국일뿐만아니라아세안지역내에서도 ‘마지막개척지’로불릴정도로지역격차해소가요청되

는주요대상국이다(강인수, 장준영, 2015). 더불어자연·환경적특징, 지리적위치, 다양한경제지표에기

반한성장가능성등을종합하여봤을때아세안지역에서가장잠재력이큰국가이다. 뿐만아니라한국

과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점에서 유망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미얀마의 잠재성

한국과미얀마는정부측인사의상호교류를기반으로전반적인교류가증가하고있다. 특히 2013년

아웅산수찌여사, 2016년원민전미얀마하원의장의방한, 2017년정세균당시국회의장의미얀마방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교류 역시 증가하고 있다(외교부, 2019).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은 2013년 5억

7,317만달러, 2015년 8억달러, 2017년에는 7억 6,072만달러규모이며수입또한 2013년 4억 6,336억달러,

2015년 5억 7,972만달러, 2017년 4억 5,867만달러규모인데, 2017년의감소는미얀마에서의로힝야사태

로인한범세계적추세라는점을감안하면전반적으로수출입규모가증가하는추세이다. 더불어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말 누계기준으로 총 937건, 신고

기준 55억 1,527만달러로총 31억 1,132만달러를투자한것으로나타났으며 365개의법인이설립되었다.

인적교류의경우지난 2007년, 한-미얀마정부간협력MOU체결이후미얀마노동자가지속적으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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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18년기준총 2만 5,978명이체류하고있으며외국인노동자중 15번째로많다. 한편한국인의미얀

마방문역시증가하여 2017년약 6만 5900만명에달했으며세계에서 5번째로미얀마를많이방문했다(외

교부, 2019) 이렇듯미얀마와한국은지속적인상호교류증가와더불어미얀마내한류콘텐츠의독점적

입지에 힘입어 두터운 우호 관계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1) 경제적 잠재성

미얀마는대륙부동남아에서가장큰국가로넓은국토와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 50년간의군

부독재하의고립정책으로경제발전이제약되어왔으나, 2011년 이후민선정부출범및개혁개방정책

과 2015년 최초의 민주적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은행에따르면 2018년기준미얀마의전체국내총생산(GDP)은 712.1억달러, 미얀마상무부에따

르면 2018-2019회계연도기준총교역액은 350억달러를기록했다(Chan Mya Htewe, 2019). 2016년국제

사회의전면적제재해제로활발한성장을이뤄나가며국가지도부의적극적인면모와원조의효율적활

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꾸준히

6-7%성장률을기록해왔으며이는베트남, 인도, 태국, 중국, 캄보디아등의개혁개방추진이후경제성장

률과비교했을때가장높다. 또한향후외국인직접투자(FDI)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한편인구

학적측면에서도미얀마는 상당한경제적잠재성을내포하고있다. CIA World Factbook에따르면인구

5562만명을보유하고있으며이중생산가능인구(15~64세)가 67.8%에달하여, 노동집약적산업발전에용

이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천연자원또한풍부하여경제성장과산업발전에뒷받침될것이다. 산림,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등 풍부하며 국토의 48%가 산림지역이고, 천연가스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24위, 원유

환산시 7.5조 배럴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하며,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와

국경을접하고있어교통의요지뿐만아니라각국가의시장과연계되어큰성장의발판을마련할수있다.

직접국경을맞대고있는중국과인도는세계 1,2위의인구대국이며, UN ‘2019년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에따르면총인구 28억명에육박한다. 미얀마는이러한인도와중국의중간에

위치하고있어거대소비시장에직접진출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태국과같이아세안에서

비교적 앞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과도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소비시장 진출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얀마의독특한위치성은중국-동남아-인도를연결하는 30억인구의거점시장으로성장하기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수원국으로서외채원리금상환비율을 4%로유지하고있어원조사업의외채상환능력

도양호하다(해외경제연구소, 2019). 2017년 OECD의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이후 6등급을유지해오며외

환보유액규모가최근지속적으로증가해 2018년기준 53.5억달러에달했다(EDCF, 2018). 이는단기외채

잔액의 2.3배에해당하는수치이며총외채는 GDP 대비 26%, 총수출대비 105.9%로양호한수준이라고

할수있다. 또한국제통화기금은 2019년 2월외채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에서미얀마의외채관리역량

개선등을언급하며외채위기발생가능성이낮다고평가하였다. 2019년기준OECD 회원국수출신용기

관(ECA) 의지원금액상환과관련해존재하는장기연체역시채무재조정기산일이전채무에대한것이며

연체배상금은모두지급된상태이다. 또한지속적으로그규모가감소중이며 재조정된상환일정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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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호한 상태로 연체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EDCF, 2018).

다만, 이러한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FDI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FDI가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2017 회계연도기준 GDP 대비 FDI 순유입은 5.4%로이는동일한OECD 신용등급을가진캄보디

아의 12.6%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7등급인 라오스의 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때원조사업구상시경제성장의필수적인동력인 FDI의적극적유치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해외경제연구소, 2019).

(2) 지정학적 잠재성

미얀마의 지리적 특징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큰 잠재성을 함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미얀마는교통의요지, 무역의허브로성장할수있는좋은여건을가지고있다. 미얀마의

지리적위치는서남아시아지역을연결하는요충지이며, 따라서남아시아에서의지역경제협력이활성화

될 경우 이의 중심지로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태국의 교역은 미얀마의

Tachilek border point를통해이루어진다. 인도-중국무역또한다양한경로를통해이루어지나뮤즈-만

달레이-타무로이어지는경호가존재하며이는 GMS Corridor에해당한다.. 더불어한·메콩경제권(GMS)

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통한 지역적 통합 수립,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동서경제회랑(East-West Corridor, EWEC)의건설등을통해아세안지역내의

연결성이증대되고있다. 또한 해안선의길이가 1,930km에달하여해상지리적접근성이좋은국가이다.

이러한측면에서서남아시아에서내륙과해안을연결하는거점국가로서의잠재성도가지고있다. 미얀마

는아세안교통연결망종합계획참여를추진중에있으며(오윤아외, 2013), 미얀마는경제개발정책 12대

발전과제, 미얀마지속가능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 등을통해교통인

프라 구축을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재완, 김미림, 2018).

따라서미얀마는향후아세안을넘어아시아의교통의중심지로서거듭날것으로기대해볼수있으며, 한

국의입장에서는 단순히인도네시아, 베트남및메콩국가들과의협력을넘어인도등남아시아지역과도

협력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로서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성민, 2014).

한편, 미얀마는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중요한요충지라고할수있다. 미얀

마는전통적으로중국의강한영향력하에있어왔지만동시에개혁개방정책과함께강해지는중국의영

향력을견제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미얀마는태국에서인도로이어지는미국의안보벨트중에서가장

취약한지역에해당한다. 따라서미얀마와미국의관계가공고해짐에따라중국의확장을저지할수있는

효과를가져올수있기도하다. 이렇듯동남아시아지역에서도요충지에위치하고있는미얀마는경제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제 세력을 연계하고 또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어 한국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1.3. 미얀마의 개발수요

(1) 미얀마의 경제개발 정책

미얀마는적극적으로경제성장을추진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여러경제발전정책을수립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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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선정부이후, 군부정권과는 방향이 다른개혁개방 정책들이 시행되고있다. 경제개발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수찌정부가제시한경제개발정책의 12대 과제(이하 12대 과제), 미얀마의지속가능개발계획

(MSDP), 원민 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 개발원조정책(DAP)이 있다.

먼저, 12대과제는방대한범위의경제개발과제를천명하고있으나, 구체적인정책실행수단이나우선

순위가제시되지않았다. 또한경공업등제조업보다는미얀마경제에서지배적인산업분야인농업발전

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평가받는다(정재완, 김미림 2018). 지속가능개발계획에서는 ‘평화와안정’, ‘번영

과 동반자 관계’, ‘사람과 지구’ 세 측면을 핵심 영역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하위에 5가지 목표

(Goal), 28가지전략(Strategy), 238가지실천계획(Action Plan)을 구성하고있으며각각의실천계획은미

얀마의개별정부기관과관계되어있다. 이러한구성은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세부목표와 12대과제

및메콩경제권의전략구조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정재완, 김미림 2018). 더불어신남방정책이추구하

는 3P 공동체와도 상당한 정합성을 보인다.

한편미얀마의경제·사회개혁에대한원민대통령의 ‘11대 개혁의제’에서는인프라, 거버넌스, 중소기

업, 고용창출, 농업에대한정책목표를제안하고특히발전량및송전능력, 도로건설과관련해구체적으

로어떤수준까지증진및증설할것인지에대한수치를제시함으로써인프라구축과관련해상당히세부

적인목표를설정했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현미얀마정부가인프라구축을상당히강조하고있음을

미루어볼수있다. 더불어경공업진흥책이부재하다는점에서여전히주요산업분야인농업에의존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정재완, 김미림 2018).

한편, 미얀마정부는경제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지속적인지원의중요성을인식해 2018년 1월미얀

마개발지원정책(DAP)을 마련하였다. 본정책은지속가능발전목표및다양한국제협약을반영한포괄적

인개발협력정책을제시하며투명하고간소화된협력활동의설계·협상·승인·이행과정에대해명확한절

차를표방하고있다. 본정책은미얀마국민을위한긍정적인성과지향, 미래의분쟁및충돌을예방하는

평화적 협력관계, 유사한 행정절차 중복 지양과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김태윤 외, 2018).

서울대 산학협력단은‘국가종합개발계획(NCDP), 5개년 개발계획 및 경제사회개혁기본틀(FESR),

EDCF, KOICA 등 관련기관인터뷰등을통해미얀마의개발수요를 13개의 분야로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바탕으로산출된상위원조수요에는교육,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공공행정및시민사회, 보

건, 농업 및 농촌 개발이 있다(이석원, 2015).

미얀마는저개발국가인만큼개발수요가다방면에걸쳐있으나앞서살펴본결과에따르면경제성장

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전히

경제의큰비중을차지하며주된동력으로 여겨지는농업과관련한경제개발정책이일관되게제기되며

농업 개발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2) 미얀마 경제에서 농업 부문의 개발수요

(가) 미얀마의 농업

대미얀마개발협력에있어서농업분야는전통적으로주요한분야이다. 미얀마는 2015/16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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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체미얀마토지면적중농지면적은전체면적(약 6,500만 ha)의 18.5% (약 1,200만 ha)에 (불과하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의 2016년 회계보고서(2016 Myanmar Statistic Yearbook) 자료에 따르면, 2015/16년

회계 연도에 미얀마 농산물 총 재배(Gross Area Sown) 면적은 약 2,132만 ha이고, 순 재배(Net Area

Sown) 면적은 약 1,336만 ha이다. 미얀마의 농업 지형은 ① 중부 건조지역 ② 해안선 지역 ③ 산악지역

등세지역으로나눌수있다. 이세농업지역은다시자연지리학적으로①북부산악지역②중부건조지

역③라카인해안지역 (Rakhine coastal) ④서부산악지역⑤동부산악지역(샨고원: Shan plateau) ⑥

에야와디델타(Ayeyawaddy delta) ⑦양곤델타(Yangon delta) 그리고⑧동부해안지구(타닌타리해안

지구: Thanintaryi coastal strip)로 분류한다. 앞서언급한미얀마의동서북산악지역과중부의건조지역,

남부델타지역, 그리고해안선지역은다양한기후및토지대를만들고, 여기서 60 여개이상다양한품종

의농산물이재배되고있다. 주로생산되고있는것은쌀, 두류, 유지작물등이다.(Aung Moe Myo Tint

외, 2015).

미얀마경제에서농업은그비중이축소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출, GDP, 고용에서여전히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산업 분야이며 특히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농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GDP

기준으로농수산업은서비스업 40.4%, 제조업 36.3%에이어세번째로많은비중인 23.3%를차지하고있

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대부분소규모농민이다. 그러므로타산업에비해농업분야의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크다. 따

라서당분간미얀마의경제발전에있어서농업분야가주도적인역할을것으로보인다. 높은경제성장률

은농업생산량증가에기인하는바또한크다. 또한미얀마는농업에필요한넓은농토, 풍부한강수량과

세계에서 2번째로풍부한수자원, 온난한기후, 비옥한토양등이상적인자연조건을갖추고있으며중국

과인도 등거대시장과 접해있어농업의 성장잠재력이매우 높다. 따라서 전반적인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업은 중요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김태윤 외, 2018).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를 위해서도 농촌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도시 지역의

2배에달하며, 농촌지역이전체빈곤의 85%에달하는수준이다. 도농간빈부격차가벌써부터급격하게

벌어지고있고특히최빈국인미얀마에있어경제발전을위해최빈국탈출이우선적인과제인만큼빈곤

문제해결이시급한상황에서농업은중요한개발영역이라고할수있다. 최근쌀, 콩류, 야채, 새우, 축산

물, 옥수수, 카사바, 고무 등경쟁력있는농산품수출량증가는미얀마농업성장의기회로볼수있으며,

향후농업성장을견인할잠재성이높다. 또미얀마내에서도도시지역에서소비자들이간편하고안전한

가공식품에관심을가지고부가가치가높은농산품을소비하기시작하였다는점또한주목해야한다. 이

와같은가공식품수요증가와소비자선호변화는향후미얀마농업개발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으

로 전망된다.(오윤아, 박나리, 2013).

(나)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과 개발수요

최적의농업환경에도불구하고, 미얀마의농업부문은지속적으로농업생산성문제가가장주된문

제로제기되고있다. 전반적인사회및경제발전을위한농업분야의중점적개발의지를구체화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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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전략(ADS 2018-2020)인데, 이는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제고를목표로다양한전략을수립하

고있으며, 여기서생산성이핵심 3대문제로강조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동정책이생산성향상

을달성하기위해주문하고있는개발수요를재분류해보면, 농업생산·유통·가공, 농산촌종합개발, 농림

업연구개발및정책, 농업서비스부문으로나눠볼수있는데, 여기서가장첫번째분류이자가장구체적

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생산성과 직결된 생산·유통·가공 부문이다. 여기에는 산지유통센터, 저장시설,

농기계활용도증진, 수확농산물의품질개선및우수농산물등의고부가가치화, 농산물가치사슬개선,

신선과채류유통및수출역량강화등에대한수요가있다. 또한농업개발전략보고서에따르면, 중요한

과제로서식품가치사슬문제의해결을위해고지대농장과도시내시장과의취약한연결성, 유통·저장

시설및전력수급문제, 외국수요불안정에따른농장가격의변동성증가에대처해야함을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 역시 개발수요 분석에서 낮은 생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안선하

(2016)는미얀마농업부문의취약점으로물류이동및저장수단부족, 전력공급의불안전성등을언급하

고있다. 더불어 KOTRA(2015)는낙후된농업기술과농업연관산업의말달미약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역시열악한농업인프라, 농업기술및농산물가공능력, 유통구조의낙후등을생산성저하의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대미얀마개발협력에서대부분의공여기관이농업부문에참여하고있지만, 국제사회의미얀마

농림업분야개발협력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기준으로전체사업대비약 4.26%로낮은편이다.

다자기구및주요선진공여국이참여하고있는상황에서일본이압도적인비중으로차지하며주로프로젝

트, 기술협력위주로활동하고있다. 농업분야 FDI는전체 FDI의 0.5%에불과하며이를증진하기위하여

정부는국내외투자자를대상으로농업기반산업, 농기계및소규모농지개발, 농업용기계및자재생산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안선하, 2016).

(다) 소결

현재까지의내용을종합해볼때농업생산성향상이농업부문에서최우선으로요청되고있으며, 이

와관련해가장구체적으로생산·유통·가공부문에서의과제가제시되고있다. 이를미얀마전체개발정책

기조및미얀마의잠재성과연계해본연구에서는농산물유통에보다초점을맞추고자한다. 현재유통과

관련해산지집하장및저장고건설, 전통적유통구조개선, 산지와시장간연결성제고등구체적인수요

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수요의충족은농산물의품질과생산성및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를통해

국제 농업 가치사슬 상위단계로의 진출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교통인프라부문과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 경제적측면에서중국, 인도등거대시장으로연결할수

있는역량이제고될수있으며향후아세안에서나아가아시아를연결하는교통의요지로성장할수있는

기반으로도이어질것이다. 따라서농산물유통과관련된개발수요는농업부문뿐만아니라다른분야의

개발, 나아가 국가 전반의 역량 증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2.2. 공여국으로서 한국

2020년은한국이경제협력개발기구산하개발원조위원회(이하 OECD DAC)에가입이확정된지 11년

차가된해로한국은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의전환후, 지금까지경제및사회개발의촉진제로서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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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며 지속적으로 ODA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와 2018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중 15위 수준인 약

23.5억불을 지원하는 발전 양상을 보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그러나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개발협력을

통해국제사회에위상을높이기위해서는과제들이남아있다. 아직까지한국의ODA/GNI 비율은 0.14%로

OECD DAC의권고비율인 0.7%와OECD DAC 회원국의평균인 0.31%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

며(이재현, 2019), 유·무상사업간의연계부족과무상사업간의분절현상이존속되고있다. 과거의중상

주의적인세일즈외교(Sales Diplomacy)적관점에서대아세안개발협력을진행했던것에서나아가 3P 중

심 신남방정책의 일관된 추진 하에 모범적인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대아세안 개발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염두해야하며앞으로의사업구상시그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는사항들을고려해볼수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특징적인 강점을 내포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사업 추진 및 실행이다. 전

세계에서이례적으로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경제성장경험은여전히수원국에게매력

적이지만 선진공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원조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는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이

자체적으로동원할수있는자원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원조의절대적규모가작은상황에서비교우위

에입각한중점분야에선택과집중을하고선진국의사업중간과된부분을파악하는것은공여국으로서

한국에게매우필수적이다. 전 세계중이례적으로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특별한경제

성장경험은여전히수원국에게매력적으로여겨지고있다. 그러나현지사정과개발수요를면밀히파악

하고추려야만비교우위에서의성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기존문헌및인터뷰, ODA 성공사례에서

도출된 한국의 대미얀마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강인수 외, 2015).

①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② 농업 및 농촌개발 ③ 교육 ④ 교통 및 물류 ⑤에너지

2019년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따라 핵심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실현에 기여할수 있는 ODA

활용이권고된것에발맞춰선정된연계CPS 중점협력분야중미얀마에해당하는것은공공행정, 농촌개

발, 지역개발물공급및보건위생, 교통분야였다(유애라, 2019). 본논문은농업및농촌개발분야로한정

하되타비교우위와의접목가능성을열어둘것이다. 2013년부터최근까지진행된대미얀마농업분야협

력사업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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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주요 협력사업
(2013년부터)

(백만

달러)

사업명 약정액 연도 사업시행 기관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훈련사업
6.0 2013 KOICA

KOPIA 센터 설립 0.5 2013 농촌진흥청

쌀, 채소류, 과일류의 우수농산물 개선 0.55 201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영농기술 전수 2.4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2.0 2014 KOICA

수확후 기술관리 연구소 설립사업 4.5 2014 KOICA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 강화사업
7.53 2016 KOICA

에와야디 델타 지역 

농업 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34.5

(억원)
2017 KOICA

자료: 김태윤 외(2018). p179

한국의대미얀마농업분야협력사업의목록을살펴보면 EDCF를통해진행된유상원조사업이사실

상전무하다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농업분야에서유상원조사업을구상하기위해서는기존에 KOICA

와정부유관부처주관으로진행되었던무상원조사업을최대한활용하면서 EDCF 유상원조의압도적인

추진력을살릴수있는사업분야를도출해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농업분야의협력사업은크게두가

지로 새마을 운동 기반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농산물의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김태윤 외, 2018),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우선시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던 전자보다는 후자

사업에서 EDCF의 이행전략을 논해보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보다타당하다고여겨진다. 또한세계농업기구(FAO)는아시아개발은행(ADB)과글로벌농업식

품 가치사슬 사업을 진행하며 미얀마 농업식품 가치사슬에서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문제점 개선을

세계농업기구가실질적으로모두감당할수없기에관련문제개선을위해세계농업기구만이아닌한국을

포함한타공여기관가의협업을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는실정이다.(김태윤외, 2018). 아직국제기구가

추진하는공동사업에한국이참여하고있지않지만가치사슬개선과관련해협력가능성을높일수있을

것이다.

EDCF를활용한사업구상에있어농산물의가치사슬향상과관련한무상원조사업중 ‘수확후기술

관리연구소설립사업’과 ‘농업기계화를위한경지정리및농업기계훈련사업’등하드웨어측면의사업에

대한사후평가를추진및참고하고적극활용한다면지속적인연구와훈련활동을통해이미진행되었던

무상원조사업과의연계성을초기단계부터증진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농산물유통및도매시장설립

역량강화사업’하에서 2021년까지네피도에도소매융복합형시장과동부샨주에산지집하장건설이예

정되어있으며사업의목표는전통적인도매시장과대형유통업체의소매기능이조화롭게연계하며작동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산지와 시장 간의

연결성을증진하고가치사슬의개선을이끌어내는것은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이미진행되었던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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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과의연계성을사업구상단계부터증진하면서도매시장및산지집하장설립과함께유통단계에

서연결성을제고할수있는사업을EDCF이행측면에서구상해볼수있을것이다. 앞서기술했듯이러한

물류시스템강화와관련된분야는지금까지농업분야에서대미얀마협력사업으로진행되었던프로그램

중간과되었던부분이었으며, 세계농업기구가분석했듯여러문제점을지니고있지만무상원조만으로이

러한문제점들을개선할수있는사업을시행하기에는차질이존재한다. 따라서유상원조로진행되는대

미얀마 협력사업을 구상할 때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중 특히 농산물 가치사슬

속유통단계에서현존하는문제점을개선하고산지와시장간의연계를도모할수있는분야를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사업수행시중소·중견기업의참여를도모하는것이다. 이를위해 EDCF는금리우대및소

액차관제도등다양한중소기업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밖에도한국이비교우위를지니는분야의활발한

연구개발을통해중소·중견기업이기술을확보하고해외시장을개척할가능성이있는부문을개발수요와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면 수원국 역시 입찰평가를 진행할 때 단순히 기업 인지도에 의존하여 맹목적으로

대기업을선호하지는않을것으로기대된다. 이때기업이혁신적인기술력을활용해개발협력사업을지

속적으로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해진행한다면, 점차중소·중견기업또한개발협력의주체로서자리

할가능성을높일수있다. 오늘날미얀마의농업분야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대기업의

경우양곤과띨라의경제특구에서농식품가공공장을설립해동남아식품시장에진출했으며, 중소기업역

시축사사료사업및농기계공장연구소등을통한기술지원방식으로현지에서활동중이다(김태윤외,

2018). 이와더불어농협중앙회가농민을대상으로한미소금융사업을추진하고있어한국기업들의미얀

마농산물가치사슬및농업내금융서비스로의진출이활발히진행중이다. 반면현재국내유통시장은

1997년 이후‘유통산업발전법’제정 이후 대형 유통기업 중심으로 개편되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며물류및유통산업에서불균형및불공정문제가지속되고있기에(한정화, 2017), 중소·중견기

업들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 사업 분야로서의 콜드체인(Cold Chain)

2.3.1. 콜드체인이란?

콜드체인(Cold Chain)은이미경쟁이치열한물류산업에서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분야

로, 제품에적합한온도를유지시키는정온물류시스템을말한다. 콜드체인기술은제품화기술, 물류인프

라및수송기술, 품질검증및보증기술로구성된다. 제품화기술이란, 온습도유지조건등제품의특성

을 고려한 제품 가공 기술이며, 물류 인프라 및 수송기술은 수송 중 품질 보전에 필요한 시설(창고 등)

및장비(포장, 온도조절컨테이너, 트럭등)에관한기술이다. 품질검증및보증기술은콜드체인및유통

과정에서제품의품질을검증하는평가, 분석, 인증, 표준화등에관한기술이다. 즉, 콜드체인산업은융복

합적기술을총체적으로요구하는분야이다. 콜드체인시장은글로벌신선제품및의약품의무역이활성

화될수록급성장하여, 글로벌콜드체인은 Foodlogistics.com에따르면 2020년까지매년 13.9%, 2719억 달

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성장세를보면아시아가압도적으로 2017년까지 46%, 특히신흥개발

도상국에서는 57% 성장했다.

콜드체인산업은농식품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는점에서농업중심의개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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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경제성장에있어서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는분야이다. 또한다양한기술이융복합된산업이라

는점에서여러산업분야의개발과시너지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그러나콜드체인시스템의정착을

위해서는비용적부담이큰문제로작용한다. 따라서개발도상국의콜드체인구축을위하여국제사회의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원조 또한 필수적인 분야이다.

2.3.2. 미얀마의 콜드체인 현황

2019년미얀마양곤에서는제 1회국제콜드체인산업엑스포가개최되었다(AMBTarsus, 2019). 이는

미얀마 내 콜드체인 산업이 향후 유망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특히 농업 분야가 주요 산업인

미얀마의 조건상 높은 필요성과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미얀마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이를위해현재미얀마의농축수산물의물류체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농산물유통과정에참여하

는주요주체로는다양한규모와형태의산지수집상및반출상, 대도시도매시장내위탁상, 중간도매상,

소매시장의 소매상 등 다양하다. 산지수집상이란, 영세농가로부터 소량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소형 차량,

오토바이등으로대도시도매시장이나지역시장또는가공공장등으로분산시키는기능상이다. 다만수집

상이영세하고운송차량이없는경우수집상으로부터농산물을구매하여반출하는대규모반출상이따로

존재하기도한다. 도매시장내위탁상은산지수집상과반출상으로부터농산물을직접매취하거나위탁을

받아소매상과소비자에게판매하며, 산지수집상과의개별거래로물량을확보하고스스로가격을결정하

는대규모중간상인이다. 재래시장내소매상은도매시장위탁상, 산지수집상으로부터구매하여소비자에

게 판매한다.

<표 3>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 구조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 p25

미얀마의농산물유통은주로농가에서산지시장으로수집상이농산물을반출하면도매업자들이대

량으로농산물을구입해소매업자들에게판매하는방식이다. 현재미얀마의농산물유통과정에서는중간

상인(수집상, 위탁상, 중간도매상, 소매상등)이매우중요할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구조를전통적

유통구조라고하는데, 미얀마전체유통구조의 90%를차지한다(Aung Moe Myo Tint, 2015). 한편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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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산지로부터 내수 중심의 양곤 수산시장(Central San Pya Fish Market, Shwe Padauk Fish

Market) 및냉동 저장창고나가공공장으로가게되거나수출(Muse – 중국, Maungdaw –방글라데시,

Myawaddy/Kawthong/Myeik – 태국)된다.

미얀마는도소매시장이주된유통매개장소가된다. 2015년기준으로현재미얀마에는품목별로도매

기능을수행하는시장이전국에걸쳐 52개소가있으며, 이중상대적으로현대화된시설을갖춘곳은양곤,

만달레이, 뮤즈의 3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의 유사 도매시장 형태이다. 대도시 도매시장은 주로

개인투자자나지자체가허가를얻어건설하여시장 내점포나판매공간을상인에게임대하여임대료를

징수하는형태이다. 네피도시장의경우몇개의구획으로나누어진단순한유개시설로서내부에는간이

점포형태의판매시설이있으며, 양곤도매시장의경우역시일정한장소에밀집되어개방된상태에서선

으로일정구획을나누어놓은점포를운영하고있는형태이다. 수산물은양곤에서, 농산물은주로샨주,

만달레이 관구 등에서 생산된다. 농수산물 모두 양곤 시장이 주요 유통지이다(Aung Moe Myo Tint 외,

2015).

(2)미얀마 유통 체계의 문제점

현재 미얀마의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농수산물에 대한 선별․저장․가공․포장 등 고부가가치의

물류활동은거의수행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우선적으로유통․물류시설의절대적부족과소규모개

별유통으로인해수확후등급화및포장규격화활동은거의전무하다. 대규모도매시장도적절한물류시

설을갖추지못한채단순거래기능을담당하고있다. 주요도시의큰규모의시장또한거래기능중심이

며, 물류시설은 전혀 확보되지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얀마는항상 높은 기온때문에 농수산물 부패가

쉽게발생함에도, 저온․냉동저장고등이미비하다. 상품의손질역시맨바닥에서그대로이루어져 유통

과정에서악취와쓰레기가많이발생하고상품의안전성의확보되지못하고있다. 더불어이과정에서발

생하는부패와감모에의한손실을소비자와생산자가부담하고있다는문제도심각하다(Aung Moe Myo

Tint 외, 2015).

(3) 미얀마 농수산물 유통 부문 개발과 콜드체인 개발수요

미얀마의 잠재성과 개발수요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농업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결합된

농수산물유통부문을유망한개발협력사업분야로판단하였다. 또한유통부문의현황과문제점을고찰

한결과미얀마의물류및유통산업은매우낙후된상황임을파악할수있었다. 추가적으로콜드체인활

용필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정착되지않았다는문제점까지존재한다. 미얀마전체물류및유

통 산업 부문을 살펴보았을 때 콜드체인에 대한 실재 및 잠재적 수요는 2018년 기준 총 5400만 톤이다.

그러나농수산물유통과정에서단순히얼음양동이에의존하는등전통적방식이 90%에달하며, 냉동탑

차와 리퍼 컨테이너 등 콜드체인의 표준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이마저도

수출입과 관련 수요에 그친다(Min A., S. Htut, 2019).

콜드체인에 대한 수요를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의 콜드체인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34.9%, 수출입 관련 수요가 각각 3.73%, 0.1%이다. 수산물 생산량과 수출입 규모는

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내수수요에대해서는부둣가에서경매를마친뒤산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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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있는얼음공장에서수산물과얼음을일정비율로채운뒤단열박스나일반박스에담아운반되

고있는실정이다. 농산물에대한내수수요는 27.25%이지만아예콜드체인을적용하지않고있으며, 수출

입유통에서만이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현황을파악해본결과, 일반채소류의경우수확이후소비자에

이르는유통과정에서손실이많이발생한다는점에서현상태개선이시급하다. 특히채소류의주생산지

인 샨 주의 경우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로 수송되는 데에 최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온저장 및

냉장수송시스템이미비하여손실률이상당하다. 한편향후도시화및무역증가에대비한효율적인유통

시스템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할전망이다. 정리하면내수시장에서콜드체인적용은전무하지만그필

요성은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현재콜드체인설비및기술이적용되고있지않은부문이 61%에달해,

향후 미얀마에서 콜드체인 산업이 성장할 여지는 매우 크다(Min A., S. Htut, 2019).

미얀마에서필요한콜드체인의온도분류는크게네가지로, 냉동및냉각(-25°C ~ +15°C, 이하냉동),

냉장(+15°C ~ +25°C), 정온(+25°C 이상)이다. 냉동에는수산물, 냉장및정온에는농산물이해당한다. 현재

냉동에 대한 수요가 90%를 초과할 정도로 크며, 이는 수산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냉장

유통의수요는 0.97%이지만이는향후농산물의국내유통에도콜드체인이적용될경우크게달라질것이

다(Min A., S. Htut, 2019).

2.3.3. 한국의 콜드체인

한국은국민소득증가에따른급속한식생활의서구화, 웰빙트렌드의확산으로식품의신선도와품질

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증대되어콜드체인의정착과발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한편국내외경

기침체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물류시장 또한 정체 및 기업 간의 경쟁 격화를 겪고 있다.

특히대형기업에편중된유통산업에서중소·중견기업들이신시장을개척하기위해중국과인도, 아세안

의물류인프라및콜드체인진출에투자를확대하고있다(한관순, 2015). 한국의농산물콜드체인은 ‘2015

년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근간으로하며정부의시설지원및다양한민간기업의경영에

힘입어신선식품의전국적유통과수출입과정을책임지게되었다. 국내의콜드체인은아직식품분야에

국한되어있지만바이오, 페인트등의화학소재와반도체등광범위한분야에서의수요가발생하고있으

며 특히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콜드체인의 시장 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이다(김종경, 2018).

<표 4> 국내외 콜드체인기술 및 시장잠재력 수준

(%)

구분 유럽, 미국
개도국

(중국, 인도 등)
한국

기술력 80 20~30 50
성장잠재력

(향후 5년)
20-30 매년 50 이상 30~40

자료: 김종경(2018), p. 8.

한국의콜드체인에서가장주목해야할특징은바로기술경쟁력이다. 한국의콜드체인은실질및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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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수요에대한보유수준과기술개발및연구에대한의지가높은데, 대부분의주요기술을한국식품

연구원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김종경, 2018).

<표 5> 국내 주요기술 동향

연구기관 및 기업명 제공 기술 및 서비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과 ICT융합을 통한 차세대 지능형 식품안전유통시스템

(U-Food System)

TKS세미콘
포장박스 외부에 부착된 패시브 RFID 온도태그를 스마트폰 

QR코드을 통해 서버상 온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엠프론티어
물류 최적화 솔루션과 운송 중 설정된 온도범위 이탈시 운전

자 Alert 및 통제본부 보고를 통한 식품사고 예방 시스템

TAPS International

클라우드 기반 온도보증운송서비스와 스마트폰 연동 무선 데

이터로거 개발로 실시간 온도관리 및 다양한 운송환경에 적

합한 온도보증패키징개발 특화

엑시아머티리얼스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과 높은 단열효과 및 빠른 시공이 

가능한 신소재 활용 조립식 냉동 컨테이너

자료: 김종경(2018), p. 10.

이러한동향은기술력과그보급이미약한수준에머무를우려가있다고볼수도있으나, 개발협력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이 독보적인기술력과 EDCF의 다양한 자금활용방식을결합해 사업 경험의 기회를

이뤄낼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에서논할수있다. 중소·중견기업은현지네트워크, 사업수행경험, 인력

과 인지도에있어대기업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열악해개발협력참여가쉽지않은상황이다. 이때

콜드체인같이중소기업이주요기술을확보한분야에서중소기업이‘EDCF를지렛대삼아’ 해외시장을새

롭게개척할수있는경쟁력을갖추고(조경화, 2015), 사업경험을바탕으로수원국정부와현지기업과의

활발한소통을통해자체적으로새로운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게될것이다. 실제로콜드체인관련

기술보유중소기업중우레탄판넬및조립식저온저장고전문생산업체㈜호암엔지니어링은오랜기간

진행해온 수많은 테스트를 바탕으로 미얀마에 저장고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사례가 존재한다(이재학,

2019). 여기에 EDCF의중소기업지원제도하에운영되는차관들이나수출신용제도등은중소·중견기업이

라고해서반드시소규모의사업에만참여해야하는것이아닌콜드체인과같은인프라구축사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콜드체인은레드오션이라일컬을수있을정도로경쟁이심화된물류시장에서사업의확장성과부가

가치 창출이 높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종경, 2018). 그러나 한국 역시 아직 콜드체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실제물류과정에서제품손상및에너지낭비등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기에시스템의고도화

를통해물류비를낮추고산지와공영도매시장유통주체가신기술의적용을체감할수있도록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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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콜드체인 구축 방안과 ODA 구체화

3.1. 한-미얀마 양국의 ODA 목적

3.1.1. 수원국 목적

농업은미얀마 GDP의약 29%를차지하는만큼전반적인국가경제의성장을위한국가정책의최우

선순위로서그중요성이높지만농촌지역이전체빈곤의 85%에해당하는실정이다. 미얀마내콜드체인

구축사업은미얀마의지속가능개발계획(MSDP)와농업개발전략(ADS)의 목표달성과연계해농수산물

유통역량강화를통한가치사슬개선을목적으로한다. 유통및물류시설의절대적부족을해소해감모

율을줄이고안전성을확보해도매시장내위생적거래환경을조성하고내수및해외시장에서미얀마농

수산물의경쟁력을높여생산성향상을통한농가소득증대및빈곤퇴치에기여할것이다. 더불어도시

지역소비자들의고품질식품에대한수요를충족하고농수산물의단순 1차생산에서가공을통해부가가

치를 생산하는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 또한 장기적 목적으로 둘 수 있다.

3.1.2. 공여국 목적

현정부출범이후적극적이고일관적으로추진되고있는신남방정책을단순한외교및경제적차원에

서접근하는것이아닌개발협력사업을통한 새로운국면의파트너십을모색하며베트남이외에아세안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와의 협력관계를 다각화하여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농업분야무상원조사업의활용성을높이며, 사업의지속성을고취할수있는후속사업에서아세안

내제3국과의소다자협력을추진함으로써이제껏시도되지않았던협력의구축을통한신남방정책의실

효성을증진하는것을장기적으로기대할수있다. 또한기술경쟁력을갖춘우리기업이개발협력사업을

통해안전망을확보한상태로현지진출경험을쌓고콜드체인이라는분야에서아세안내우수성을입증

해향후아세안물류인프라구축에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이끄는것역시장기적목적이라고할수

있다.

3.2. 콜드체인 ODA와 혼합금융

콜드체인 부문은 다른 물류, 유통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설립, 운영, 유지 비용이 높다. 따라서 농업

중심의 경제의 경우 콜드체인의 상당한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상당히부담스러운개발분야이다. 또한이러한재정적부담은관련개발협력사

업을진행하게될공여국의입장에서도자금확보수단에대해주의깊게검토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세네갈에서비슷하게냉동창고건설및냉동탑차보급사업을진행한적이있었다. 냉동

창고사업의경우 EDCF의차관, 냉동탑차사업의경우 EDCF의소액차관으로진행되었다.(수출입은행,

2015). 미얀마에서의사업은이보다장기적이며, 다방면의단계적확장사업이므로보다많은자금이필요

할것으로보이며, 특히향후콜드체인산업의운영에있어서주체가될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해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미얀마는외채상환능력, 신용도, 외환보유액안정도에비해 FDI 유입수준이낮으며

이를위한기반조성이필요하다는것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따라서개발사업을통하여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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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이자지급의무이행, 차관상환의무이행등을통해미얀마의신뢰성을입증할필요가있다.

또한사업진행에있어서, 미얀마각지에산지집하장및저장고포장처리시설등건설을위하여다양한

주체의참여필요하다는점에서다양한주체를유치할필요성이있다. 한편, 현재진행하고자하는콜드체

인사업은예냉및포장부터운송, 저장고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콜드체인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이라

는점을고려한자금운용방식을채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을모두고려하여본사업은유상원조

사업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으며, 혼합금융을큰틀로프로젝트금융을궁극적인지향

으로삼는자금운용방식을채택하고자하며특히이과정에서혼합신용의역할을강조하고자한다.(김태

훈, 2017).

3.2.1. 혼합금융

혼합금융방식은콜드체인시스템구축사업의성격과필요성에부합할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추

세를따르고, 콜드체인운영에있어서전문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적절한자금조달방식으로볼

수있다. 이를위해서는민간부문의투자가필요하다. 혼합금융방식은비교적최근에대두되고있는개념

이며따라서합의된정의가존재하지않는다. OECD와세계경제포럼(WEF)에따르면혼합금융이란, 개

도국의신시장또는미개발시장으로의민간자본유입을위한개발금융및자선기금의전략적이용수단을

의미한다. OECD DAC에따르면,‘개도국내 SDGs 관련투자를위해필요한추가적재원을동원하기위한

양허적수단을포함한개발을목표로하는공적또는민간투자의전략적활용이라고정의한다. 즉, 혼합금

융에서중요한것은개발도상국에대한투자증진이라는목표와민간부문재원의투입이라고볼수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에 따라 공공 재원만이 아니라 민간 재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 부문의 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떠오르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본질적으로개발협력사업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에대하여민간투자를이끌어내기란쉽지않으며가

장큰이유는위험부담이다. 미얀마또한아세안지역에서가장미개발된국가라는점, 미얀마에서콜드체

인 산업은 매우 유망한 산업 분야이지만 인프라가전무에 가깝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체감하는 위험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얀마 전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른개발도상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점또한민간투자자들이미얀마자체국가에대해느끼고

있는불확실성정도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혼합금융형태의자금운용을통해민간부문

의투자를촉진시켜야할것으로보인다. 혼합금융수단에는증여, 양허성차관, 후순위지분투자등다양

한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효과적인자금운용을위하여개발도상국개발사업생애주기를고려하여진행해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콜드체인산업은아직국제표준화기준이마련되지않을정도로신생산업에속하는분야이

다. 미얀마에서의콜드체인산업은특히나내수시장에있어서는도입조차되지않았을정도로사실상전

무하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개발사업생애주기로보았을때준비단계로봐야할것이다. 이단계에서

개발자금의제공자들은사업착수차원에서발생하는높은초기비용을부담하고, 사업의불확실성은제

거함과동시에투명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양허성차관과상환가능자금의형태로지원이이

루어지게된다. 그리고향후선도단계로이행함에따라양허성이높은자금을제공하여민간부문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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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에서새로운사업을시도할수있도록지원하여현지일자리창출, 삶의질개선등에필요한재화

와서비스제공등을장려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와동시에후순위지분투자의비중을증가시켜야할

것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3.2.2. 프로젝트 금융

한편, 미얀마에서콜드체인사업은인프라프로젝트의특징을가진다. 자본집약도가높고기간이길

다. 부동산, 기계 장비 등에 대해 투입되는 자본이 많으며 그에 따른 선행 비용이 높고 자산 수명 또한

길어재정수요가크다. 그리고초기개발단계의사전개발과선설단계에서는수익창출이어렵고시설이

운영단계에들어서야현금흐름이안정화되는모습을보인다. 둘째로규모의경제와외부성의특징을가

진다. 최초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연독점으로 운영이 되며,

대부분의수입원이이용료이지만이용료만으로프로젝트에소요된비용을충당하기어렵다. 또한간접적

인외부효과를창출하는데, 전체경제에긍정적외부효과를끼침에도측정이어렵고청구가힘들다. 셋째

로 이질성과 복잡성을 든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세부 분야별, 시설별로 매우 이질적이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또한다수의이해당사자로구성되기때문에인센티브조정, 수익분배와리스크분담에있어복잡

한법적인조치를필요로한다. 마지막으로인프라프로젝트는다양하고복잡한구조로이루어져명확하

게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일반적으로프로젝트와관련한데이터, 리스크구조와인프라시장평가

를위한정보제공이부족하거나분산되어있기때문에프로젝트에높은불확실성을유발하게된다. 또한

투자성과측정을위한명확한평가기준도없는경우가많다. 이를종합하여살펴보면미얀마의콜드체인

사업은 혼합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단계의

생애주기를고려하여공공자금의역할을수립하고이를반영한방식을채택해야할것이다. 인프라프로

젝트의자금조달은주로기업금융방식과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이루어진다. 미얀마의콜드체인산업

의경우잠재력이매우높은경우에속하므로그가치가매우높다고할수있다. 기업금융은프로젝트의

가치가낮으므로기업의신용에기반하여자금을차입하는방식이라면, 프로젝트금융은프로젝트자체에

기반을둔자금조달방식이라는점에서본사업의경우, 프로젝트금융을이용하는방식이보다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 유통 산업의경우 최종적으로는 민간이주체가 되는 산업이된다는 점에서 민간이

특수 목적 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자본을 마련하는 특성과 잘 부합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 금융은 혼합금융의 레버리지, 수익성의 요소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임소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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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프로젝트 금융 구조

자료: 임소영(2017), p 19

3.2.3.혼합신용의 활용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미얀마의 콜드 체인 산업은 개발 사업 생애주기에서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

이에따라민간부문투자에있어서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으므로이를종합하여볼때, 사업진

행초기에있어서공공재원의양허성차관의역할중요할것으로보인다. 이때, 높은초기비용부담을

위해기존의EDCF차관단독운용이아니라, 협조융자를고려해볼필요성이있으며, 수출입은행의수출

금융이 결합된 혼합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혼합신용으로 진행된

사업은총네건으로 96년필리핀라귄딩간공항개발사업, 2000년스리랑카골광역시상수도개발사업,

2005년 터키 전통차 구매사업, 2017년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이다. 특히 2017년

이집트전동차구매사업의경우, 유력한사업수주후보프랑스와공동수주에성공하였다는점에서혼합

신용의 경쟁력을 증명한 바 있다. 수출 신용자금이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자금이필요하지만신용이부족한기업에게수출입은행이보증을서서대출을가능하게하는등수출기

업을 금융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얀마의 콜드체인 사업은 냉동/냉장 탑차, 냉동/정온

저장고, 산지집하장, 유통시설건설등다양한분야가결합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사업범위를지원자금

의성격에따라나누어각자금은지정된범위내에서만자금을제공하는방식인평행융자방식을채택하

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보인다. 차관의조건은 ‘한-미얀마 2014-2017 EDCF차관기본약정’, ‘한-미얀마

2018-2022 EDCF차관기본약정’을참고하여규정하고자한다. 2014-2022년까지대미얀마차관에대해서

적용된이자율은연 0.01%혹은연 0.05%라는점에서본사업초기혼합신용하EDCF차관의경우동일

한이자율을적용하고자한다. 상환기간또한동일하게 15년의거치기간을포함한 40년으로획정하게될

것이다.(외교부, 2019).

3.3. 구체적 시행 방안

콜드체인은생산에서부터소비자의구매에이르기까지포괄적이며총체적인품질관리가필요하며, 상

품의특성및상황을고려해적용해야하는기술역시복합적이다. 콜드체인은신선도유지와안전성보장

등을달성하기 위한기술 및시설과 관련된주요기술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 보조기술로이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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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2011), 두 기술이동시에 적용되어야 콜드체인운용의 궁극적인 목적을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경우기본적인유통및물류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므로본사업의경우미얀마의콜

드체인내주요기술적용의달성을통해가장필수적인요소부터구축하고자한다. 따라서주요기술의적

용절차에따라사업시행계획을구성하였으며이에따라농수산물은콜드체인을통해산지에서부터최

종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류센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요 기술의 적용 절차는 김병삼(2011)의

콜드체인 시스템 연구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첫번째단계는농산물산지의경우예냉·포장이가능한시설을건립하고개별농가를묶어공동출하

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예냉은농산물의품질유지를위해수확한상태에서측정된농산물의온도인

포장열을 제거해 호흡작용을 억제하는 작업이다. 콜드체인의 시발점이 되는 예냉에는 찬 공기를 이용한

강제통풍식과 차압통풍식 냉각, 진공예냉, 냉수냉각, 빙냉 등의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지역별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특성에 입각한 예냉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포장 자재 역시 예냉 처리 방법에 따라

스티로폼박스, 골판지박스및콘테이너박스등으로결정된다. 포장단계에서는일부농산물의경우소포

장및산지포장상자를도매시장판매대에그대로진열하는것을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는데, 이

경우잦은접촉으로인한생산물의손상을줄이고물류비를절감할수있다는이점이존재한다. 예냉및

포장 시설이 건축될 지역은 주요 상품 작물 생산량과 파종면적을 고려해 샨 주, 사가잉 관구, 만달레이

관구, 마궤이 관구, 에와야디 관구, 바고 관구로선정했으며 샨주의 경우 2016년 KOICA의 사업을 통해

건설된 산지집하장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설을 건축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타 공여국 또는 기관에 의해

이미건설된저온저장고등이존재하지만선진국 기준으로지나치게크게설계돼제대로활용되고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용력이 축소되더라도 기존 시설을 예냉과 포장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필요하다. 미얀마의수산물은라카인주, 에야와디관구, 양곤관구, 몬주, 타니타리관구에서주로

포획되거나양식된다. 수산물의경우냉동처리가요구되며현재수출용수산물의유통에는리퍼컨테이

너가이용되기도하지만내수시장콜드체인인프라는전무하다. 따라서수산물주요산지에냉동창고를

건립해내수용수산물의경우에도경매를위한최소한의물량만진열하고일차적으로즉각적인냉동처리

를통해부패를막아안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이단계에서는두드러지는특징은가치사슬가장

말단에서 현지 농민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연계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단계는예냉및포장시설에출발해농수산물을도매시장까지운반하는운송수단의보급이다.

냉장·냉동차에는기계식, 액체질소및드라이아이스를이용한냉장차등다양한종류가있지만냉동기를

부착한기계식냉장차가널리사용된다. 이는–20℃까지유지가가능해온도조절의폭또한큰편이다.

수출용수산물의경우에는 20피트혹은 40피트의리퍼컨테이너를통해운반되지만일부컨테이너의경우

발전기를갖추지못한채운반되기도한다(Min A., Htut, 2019). 수출용수산물대부분은양곤의가공공장

에서최소한의가공처리를마치고, 양곤항구또는중국, 방글라데시, 태국과의국경으로운반되는데, 특히

국경무역에사용되는냉동차의설비가미흡하다. 따라서이곳에는발전기를갖춘리퍼컨테이너를보급

해운송수단설비를강화할것이다. 아직발전중인미얀마의도로망상태를고려했을때컨테이너트럭을

위한충전시설이마땅치않으므로충전시설의정착전까지는운송수단이발전기를겸비하는것이편리

할것이다. 한편수송중충격으로인한손상발생의방지를위해트럭하부에충격흡수장치를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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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또한요구된다. 이단계에서는미얀마의지방자치단체, 유통업자, 민간운송업자의공동출자에의한제3

섹터방식의경영체를도입하여효율적인경영방식을도모할필요가있어보인다. 특히향후물류망구축

에서궁극적인주체는수송업체이므로, 전문수송업체를발굴하고역량을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마지막단계는도매시장내에저온쇼케이스와저온·냉동저장고를구축하는것이다. 산지에서저온및

냉동처리된농수산물이주요소비지에위치한도매시장에도착한이후까지적절한저온상태를유지하는

것은매우중요하다. 농산물의경우지나친저온에보관하면출고후결로가생길수있고기존의방식대

로모든상품을진열하면불필요한상온노출이발생한다. 따라서진열상품만저온쇼케이스에배치한후

경매를진행하며경매후저온저장고에서상품을출고하여부패및감모를최소화한다. 도매시장시설의

저온화는 상당히 큰 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면적인 저온화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에

기반하여 저온화가 당장 필수적인 엽채류 품목에서 시작하여 품목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미얀마에서가장많은물량이유통되는농산물도매시장은양곤시개발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양곤의

티리 밍갈라 도매시장이며 수산물의 경우 양곤에 위치한 산뺘 수산시장과 쉐빠다욱 수산시장에 물량이

도착한후기타주요도시와국경지역으로운반된다. 현재양곤시는양곤북서쪽에기존농산물도매시장

의약 8배규모의신규도매시장을건설중이며(김동환·김진우, 2017) 신규시장은청과, 화훼, 축산, 수산

물등대다수의품목을취급하고세척및포장시설과 2개의리퍼컨테이너까지배치해기존시장의상인

들이점차신규시장으로이동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티리밍갈라도매시장이가장

주요한시장으로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콜드체인에따른물량은 1%가채되지않는실정이다. 따라서

본사업은양곤시의경우티리밍갈라도매시장와두개의수산시장에저온쇼케이스와저온·냉동저장고

를구축할것이며, KOICA에의해네피도에건설된융복합형농산물도매시장도콜드체인설비를갖추도

록할계획이다. 중국및태국으로의국경무역을위한중간기지로서기능하는만달레이의주요도매시장

은 3개이나 2020년에만달레이외곽지역에신규도매시장이건설될예정으로콜드체인설비를갖추기이

전 시장 간의 연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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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얀마 내 콜드체인 주요 시설 건축 계획 지도

자료: https://dlca.logcluster.org.에서 지도를 참조하여 저자 직접 작성

 
3.4. 콜드체인 ODA의 기대 효과

3.4.1. 미얀마 기대 효과

(1) 농업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

미얀마는좋은자연환경과기후조건을가지고있어품질좋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

있으나, 적절한저장·가공시설및운송수단의부재로인해유통과정에서의감모손실이상당한실정이

다. 그러나콜드체인기술을통해농수산물의각세부품목에적절한온도와습도를갖춘유통환경을조

성할수있게될것이다. 따라서미얀마농업부문에서최우선으로요청되고있는과제인생산성증진에

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절대적인구가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전체경제에서농업이큰비

중을차지하는미얀마에서이러한농업생산성의증가는농가소득의증대로이어질것이다. 이는직간접

적으로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개발수요에도 영향을끼칠 것이며 나아가 전체 국민 소득증가와 국가의

경제성장으로이어질것이다. 또한농산물의품질향상을통해수출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미얀마

의주요상품작물은중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등으로수출되고있으며한국또한대미얀마주요수입품

에농산물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농산물품질의향상은미얀마의무역수지에도긍정적인영향을끼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통적인 유통 구조상에서는 감모손실의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거나 소비자에게

높은가격의형태로전가되고있다. 따라서콜드체인구축을통해소규모농가의손실을줄이고소비자의

부담을완화해불합리한유통구조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콜드체인시스템도입을통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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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수확물 관리를 통해 선진적인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농업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밑바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안정적인재고관리역량이증진됨에따라수급불균형이발생할때, 장기간의저장기술을활용

하여 출하조절은 물론 전국 거점유통을 가능하게 하는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016년미얀마는극심한홍수피해로농산물생산량이감소하면서수출

은물론, 경제성장률까지하락한바있다(ODA KOREA, 2016). 이렇듯기후환경에취약한농산물은가격

변동이극심한품목중하나이다. 콜드체인구축을통해안정적저장및운송여건을확보함으로써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따라 공급량 변화의 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것이다. 특히한국에서는이미콜드체인기술을통해농산품의저장기간을확장하여가격안정화에

활용한사례가있다. 이마트가첨단 CA저장기법을도입하여일주일남짓한상추보관기간을한달가량

으로연장함으로써매년장마때마다급등하는가격안정화에기여한것이대표적이다(한관순, 2015). 이

러한 경험은 향후 미얀마 콜드체인 사업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2)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

콜드체인산업은유통및물류산업의하위부문이라는점에서교통분야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교통부문은최근다양한국가들의원조사업을통해확장되고있는분야일뿐만아니라미얀마의경제개

발정책에서지속적으로강조돼오며원민대통령집권이후더욱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다. 따라서활발

히 개발 중인 교통 부문과 연계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의 보다

효과적인활용과개발촉진을가능하게할것이다. 더불어미얀마는싱가포르와마찬가지로중요한교차

무역의중심지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미얀마는중국일대일로정책, 메콩강협력, 아세안자유무역지

대등이미아시아에서구상및진행되고있는연결성제고프로젝트에서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다(Min

A., S. Htut,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된 물류 인프라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3)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외국인직접투자는경제성장에있어서주요한동력이다. 미얀마정부는다양한부문에서외국인투자

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농업분야, 특히공급망연계사업을강조하고있다. 특히콜

드체인인프라가전무하다시피미비한미얀마에서 2019년에는콜드체인산업과관련한박람회를개최할

정도로이에대한미얀마정부의관심이높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구상한콜드체인원조사업의진행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와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산업은 세계적인 신흥 산업 분야이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관심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자금을 유치하기에 용이한 분야이다.

나아가유상원조사업진행을통해외국인투자자들의신뢰도증진에기여할수있으며, 프로젝트굼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콜드체인사업을통하여우선적으로농업생산성증진을근간으로농업발전에기여하지만, 교통분야,

교역분야, 나아가미얀마전체의경제성장에까지이바지하게될것이다. 또한본사업은미얀마의다양한

개발수요에부응하고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는견고한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현재미얀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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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발돋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3.4.2. 한국 기대 효과

(1) 무상원조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한 원조 역량 강화

EDCF는개발효과성을높이기위해사업발굴단계부터국내무상원조유관기관과의협업을지속하며

네가지모델을활용하며유·무상원조를연계하고자노력해왔다(한국수출입은행, 2018). 대미얀마협력사

업의 경우 무상원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EDCF를 활용한 유상원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사업은프로젝트금융을통해자금을확보한유상원조로서지금껏무상원조사업으로진행하

지못했던전국적으로콜드체인인프라를구축함을시도하는데에의의를지닌다. 동시에기존에 KOICA

와정부유관부처주관으로진행되었던무상원조사업의산출물을최대한으로활용하여시너지를증진하

는효과가있다. 또한본사업완료후무상원조차원에서후속사업을구상해사업효과의지속을도모하

거나 타 공여국의 원조 기관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 더욱 풍부한 재원을 동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미얀마내콜드체인및교통인프라가더욱안정적으로구축될수있도록하여한국또한포괄적이면

서도체계적인원조사업경험을쌓아나가며모범공여국으로서한차원더높은단계로성장할수있을

것이다.

(2) 신남방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장려

한국이공여국으로서기대하는창출효과는궁극적으로신남방정책의실효성을증진함과맞닿아있다.

신남방정책출범 3주년이되는시점에서한국은중상주의적관점에서상품교역이주가되었던아세안과

의교류를사람·번영·평화로구성되는 3P를중심으로폭넓은분야로확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

왔다. 본 사업은아세안중점협력국으로서상당한수준의잠재력을보유하고강한발전의지를천명하는

미얀마의개발수요를철저히분석한맞춤형협력사업으로서가장필요한분야에서부터협력을시작해나

가는것에의의가있다. 미얀마의기간산업인농수산업의가치사슬개선을통해고부가가치화를이끌어냄

으로써생산성을높이고위생적인유통및거래환경을정착해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작업은신남방

정책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본사업은신남방정책의성과를가시적으로창출함으로써우리기업, 특히중소·중견기업의미얀마및

아세안국가의콜드체인및물류시장으로의진출에대단한유인을제공한다. 우선적으로사업에참여했

던기업은현지경험을바탕으로한국의콜드체인산업의고도화에적용해나가며지속적인연구개발및

투자를통해기업의역량을강화할수있다. 개발협력이라는안전망을기반으로현지기업및정부와상호

교류를 경험하고 해외 진출 경험을 쌓았던 기업은 본격적인 아세안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진출해

한국중소기업이보유한콜드체인기술의우수성을세계적으로알릴수있을것이다. 현재태국을제외한

대륙부동남아의다른국가역시미얀마와마찬가지로국가경제를농업에의존하고있지만콜드체인및

물류인프라를갖추지못한상황이므로본사업의창출효과가입증될경우타아세안국가로사업을확장

해나갈 자신감을 확보한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시도할 것이 기대된다.

아세안내콜드체인구축을통해한국은특정국가로편중된농산물수입선을다변화하여수요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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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산고품질농수산물을수입할수있는체계에한층더가까워질것이다. 뿐만아니라콜드체인

의구축은국가간의다채로운교역에도물꼬를틔울수있는데, 일본의대표적인빙과아카기유업은미

얀마CMHL 그룹과의합작으로물류회사(PSL)를설립하고식품수입도매업체와독점판매를체결해자체

적으로 운영하는 콜드체인을 통해 태국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을 미얀마 유통업체를 통해 운반해 대형

마트및편의점에공급을시작하였다(이경, 2020년). 이러한사례처럼우리기업또한미얀마를비롯한아

세안국가내에콜드체인구축에기여한다면, 수입선을다변화하고수출품을확대해상품시장진출이어

려웠던 품목까지 수출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4.1. 콜드체인 구축 사업 구상의 한계

콜드체인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서는제품화기술, 물류인프라및수송기술, 품질검증및보증기술

이유기적으로작용해야하나본사업의경우는물류인프라및수송과관련된주요설비만을일차적으로

미얀마내에도입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과기타제약사항에서야기되는한계가존재한다. 현재한국과

여타선진국의콜드체인은센서를통해온도및습도데이터를분석하고 RFID태그사용으로물류를관리

하며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콜드체인내의모든단계를총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 그러나미얀마

와같은개발도상국의경우, 절대적인설비자체가부족한상태에서고도화된기술까지섣불리도입할경

우오히려역효과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본사업에서는보조기술의보급은보류한다. 또한사업완료

후현지에서콜드체인시스템을지속적으로운영하며정착해나가기위해서는운영관리비와추가시설및

장치 도입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 판매가격에 전가될 경우 콜드체인 시스템에

따라농수산물을처리및유통할유인이크게감소할수있다. 이경우콜드체인시스템이제대로정착되

지못하고외면당할우려가존재하므로운영관리비발생에대한고찰이요구된다. 이뿐만아니라근본적

으로존속되는현지의제약사항들이사업의창출효과를낮출수있는데, 크게미흡한교통인프라와취약

한농가사정과관련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 미얀마의도로사정은아세안국가들중에서도가장개발

수준이낮아전체도로망의 31%만이포장도로이며나머지는비포장도로로우기에는통행이어려운수준

이다(세계은행, 2018). 양곤과만달레이를잇는유일한고속도로조차배수불량과지반약화로화물차통

행의경우안전성이크게우려된다. KOICA는 2020년까지미얀마의동서남북을잇는고속도로를건설하

기위한타당성조사와설계를진행해(매일경제, 2018) 교통인프라구축에유의미한변화를일으킬것으

로기대되나완공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콜드체인은안정적인교통인프라를기

반으로그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있으므로본사업과더불어교통인프라관련유·무상사업이병행되어

야만한다. 두번째로, 현재미얀마농가의협동조합은수행역할이한정적이어서가치사슬의발전이더디

다. 미얀마의협동조합은구(township) 당 30개정도가존재하지만소액대출과농기계대여서비스를제공

할뿐으로농산물의공동선별및출하기능을담당하지않는다(김동환·김진우, 2018). 공동출하관행의부

재로인한농가별로상이한선별기준과출하시기로수집상과의가격협상력을갖추지못하게되는것이

다. 본사업시행을통해공동출하를시도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나산지에서시작되

는 콜드체인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극적인 생산자 조직 육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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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한-미얀마 ODA 발전방향

본사업과연계해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진행할수있는무상원조사업내용으로는다음과같은

것들을논의해볼수있다. 현재고용허가제를통해한국에서근무하고있는미얀마근로자의상당수가국

내농림업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데(김태윤외, 2018), 한국에서습득한농업관련기술을갖춘이들에게

가치사슬작용및콜드체인운용의효과를제고할수있는추가적인교육훈련제공을진행해본국귀환

시콜드체인관리및통제전문인력이될수있도록양성하는것이다. 두번째는콜드체인관련소비자의

인식개선캠페인을진행하는것이다. 아직까지미얀마의소비자들은상품유통과정의중요성에대해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콜드체인을 통해 유통된 농수산물의 높은 가격에 부담과 반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므로 농수산물의 안전 및 영양보장 측면에서 콜드체인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높이 평가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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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와 함의 

: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송정윤(2018-1518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체제이행 경제의 경험을 분

석하고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뒤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논한다. 초기 조

건은 체제이행의 속도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을 

예측하기 위해선 북한의 초기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

한에서 급진적 체제이행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수반되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고, 점진적 체제이행은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체가 되

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두 체제이행 모두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과의 경제통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

행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명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경제, 체제이행, 급진적 체제이행, 점진적 체제이행, 초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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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는 체제이행 과정을 통해,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

하였다(Kornai, 2008).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 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암암리에 시장 활동은 성행하고, 비공식경제화와 관료들

의 부패는 심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는 붕괴 상태나 다름없으며, 핵실험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체제의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북한 경제의 회복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Ahrens, 2004). 이러한 북한의 현실

을 보았을 때,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도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김병연, 2009). 그러나, 베일에 가

려진 북한 내 정세로 인해, 훗날 실현될 구체적인 체제이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등,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Kim & 

Roland(2012)의 연구처럼,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에는 많은 학자가 북한 체제 

붕괴로 인한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더욱 실현 가능할 것처럼 예측했지만, 김

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2017년, Kim(2017) 등 학자들은 급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급진적 체제이행은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예측의 불확실성

은,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실행될 북한의 구체적인 체제이행 방안에 대해 단정 짓는 것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북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급진적,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모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춰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체제이행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경제 및 체제의 불

안정성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고,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과 

한국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이행 정책을 예측하여 선제 대

비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여러 국가에서 이뤄진 체제이행 경제의 경험을 비교하여 

사회주의 체제이행 경로를 일반화하는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북한에

서 발생 가능한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으로 나누

어서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진적 시나리오나 점진적 시나리오 중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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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더욱 실현 가능하다고, 혹은 특정한 시나리오가 더욱더 높은 경제 성장

을 이끌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각각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전망과 구체적인 방

안을 논하는 것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물론 유일 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 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

들과 비교했을 때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 선례를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비

교사회주의론적 접근을 견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다.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현행 연구는 

대부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북한 경제 내부를 분석하는 내재적 접근법만

으로는 체제이행의 가능성과 실현 가능한 체제이행의 방식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비교사회주의론적인 방법론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된 사회주의 국

가들의 체제이행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상황에 대입하게 된다면 북한의 체

제이행 전망에 대한 실마리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 아무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특수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

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북한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연구에도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발하였다.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향후 체제이행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셋째,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체제이행은 어떻게 진행될 것

인가?

   넷째,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이 한국에 가져올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문헌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이상의 질

문에 답할 것이다, 우선 Kornai(2008) 등, 체제이행의 개념과 각국의 체제이행 유형

을 다룬 주요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제이행의 가능성

과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를 북한의 상황

에 적용해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방향성을 예측할 것이다. 북한의 총생산 

중 농업 부문의 비중, 비공식경제의 규모 등 현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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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표들은 CIA(2020), 정형곤(2019) 등 기존 연구에서 가정한 측정치를 사용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Kim(2017) 등 향후 북한의 체제이행 전략을 제시한 연

구 또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체제이행의 개념과 체제이행을 거친 

국가들이 과거에 체제이행 과정에서 펼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의 잠재

적 체제이행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Ⅲ장에서는 북한의 초기 조건을 논하고 북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북한의 잠재적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체제이행의 개념과 유형

1. 체제이행의 개념

   체제이행이란 경제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

는 과정을 뜻한다(김병연, 2005).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소유권과 조정 메커니즘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중앙계획에 의존하지만,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

러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체제이행이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국유에서 사유로 바꾸고, 중앙계획을 철폐하고 시장 기제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김병연, 2018).

   현재 주류경제학에서는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촉진할 정책이 체제이행을 위

해 필수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자유화는 시장 기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서 자유화는 가격과 무역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사유화는 생산수단의 소유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며, 기업, 집단 농장, 토지, 주택 등을 사유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안정화는 체제이행 직후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필품 부족, 높은 재정 적자를 막는 정책을 포괄한다. Kim(2017)에

서도 드러나듯이, 근래에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중요

성도 여러 학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도 Lipton et al.(1990), Fischer & 

Gelb(1991)는 체제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회보

장제도의 창출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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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유화, 안정화를 촉진할 정책과 더불어 제도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창출 등이 

체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체제이행은 이행의 속도에 따라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

행’으로 분류된다. 급진적 체제이행은 가능한 단기간 내에 모든 이행 정책을 집행

하는 전략이고, 반대로 점진적 체제이행은 당 및 국가 지도하에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여러 정책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적 체제이행은 

대개로 정치 체제의 전환을 동반하는 반면, 점진적 체제이행은 경제 부문의 변화를 

우선시한다는 차이점 또한 지니고 있다(김근식, 2010). 한편, 체제이행 동력의 형성

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급진적 체재이행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압력이 중요한 이행 

요인이 되는 반면, 점진적 체제이행은 지배층, 즉 위로부터의 변화 의지가 중요한 

이행 계기가 되기도 한다(Szelenyi, 2008).

   다만,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처럼 급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존재하는 

등, 두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김병연, 200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체제이행 정책 

시행 기간의 상대성과 체제이행 규모, 체제이행 배경 등 여타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아무리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정책들이 비교적 

급진적으로 시행되고, 정치 체제의 전환 또한 동반되었으며, 아래로부터의 변화압력

이 체제이행의 계기가 되었다면 해당 체제이행 전략을 급진적 체제이행으로 간주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급진적 체제이행 경험과 점진적 체제이행 경험을 비

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이행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수

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적으로 두 체제이행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별로 상이한 체제이행 모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각각의 국가들은 무슨 체제이행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가.

   셋째, 체제이행은 성공하였는가. 즉, 체제이행 이후 경제가 성장하였는가.

   넷째, 성공하거나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급진적 체제이행 – 구소련 동유럽식 모델

   급진적 체제이행을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구소련과 동독, 폴란드와 같은 동

유럽 국가들이 있다. 물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점진주의를 채택한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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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들도 있었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이행 정책은 조금씩 상이했지만,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급진적 체제이행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당

대 대내외적 환경이다. 당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

제가 붕괴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가입에 공통적인 공감대를 지녔기 때문에 

체제이행에 대한 국민의 반발 등, 정치적 제약이 비교적 없었고, 시장경제로의 전환

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김병연, 2009). 둘째로는 당시엔 급진적인 체제이행이 당연

한 전략으로 여겨졌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급진적인 체제이행이 강조되는 등, 

속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자연

스럽게 급진주의를 택하게 되었다(김병연, 2005). 마지막으로는 아래로부터, 즉 국민 

개개인으로부터의 압력이 존재했다.

   당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는 거의 예측되지 않았기에, 체제이행의 로

드맵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은 주로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제

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유화와 관련해서 위 국가들은 주로 급진적 가격

자유화, 급진적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가격자유화는 폴란드의 경우에는 1990

년 초, 무려 전체 가격의 90%를 일제히 자유화시켰다(Gelb & Gray, 1991). 다른 국

가들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급진적 가격자유화를 추구했다. 또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수출입품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무

역을 개방하는 등, 급진적 무역자유화 정책을 실행하였다(Fischer & Gelb, 1991).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체제이행 정책 중 하나로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신

속한 국영 기업 사유화 정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기업을 매수할 정도의 국내 저

축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에게 매각을 통한 사유화는 쉽지 않았다. 

이에, 위 국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바우처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 

바우처를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게 하는 바우처 사유화를 사유화의 주된 방법으로 

택했다(김병연, 2018). 체코의 경우처럼, 바우처 사유화는 신속하고 공평한 사유화를 

이끌었다. 국영 기업의 사유화 외에도 위 국가들은 급진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사유

화,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등, 각종 사유화 정책을 신속하게 펼쳤다(Gelb 

& Gray, 1991).

   위 국가들은 경제 안정화 정책도 신속히 도입하였다. 안정화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Kim, 2017). 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생필품 부

족 현상을 없애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체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행 초기에 자국 화폐를 대폭 평가절하함

과 동시에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 환율을 ‘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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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으로 활용한 정책이었다(김병연, 2018).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도 자국 화페

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시도했다(Gelb & Gray, 1991). 그 밖에도 위 국

가들은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안정화를 

달성하려 노력했다(Lipton et al., 1990).

   제도 개혁 또한 체제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위 국가들은 각종 제도 개혁

을 시행하였다. 조세 개혁 등 경제 제도의 개혁과 사적 소유권의 개혁 등 비경제 

제도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Kim, 2017).

   일련의 정책들은 대부분 급진적으로 실행되었으나, 정책별로 수립과 집행에 걸

리는 시간이 상이하여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

다. 이에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최적의 정책 순차를 설계함으로써 이행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김병연(2018)에 따르면,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이행 정책

은 총 네 단계의 순서로 실행되었다. 이행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

유화, 안정화, 제도 개혁 등 다른 이행 정책의 바탕이 되고,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정책 위주로 집행되었다. 중기 단계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화폐가치 안정

화 등 안정화 정책이 주로 집행되었다. 후기 단계에서는 무역자유화와 금융 제도가 

주로 집행되었으며, 이행 최종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유화, 자본자유화와 같이 정치

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 실행되었다. 비록 정책별로 

진행 속도는 상이했지만,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급진적으로 체제이행을 

완료하였다. 

   위 국가들은 당대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라면, 체제이행 직후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이미 체제이행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체제이행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Kim, 2017). 급진적 가격자

유화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급

진적 무역자유화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춰 국내 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끼쳤다. 

1998년 체코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한 바우처 사유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병연, 2018). 이러한 급진적 체제이행의 한계로 인해, 급진적 체제이행을 

단행한 모든 국가는 체제이행 후 일정한 기간 실질 GDP가 감소하는 이행 침체를 

겪었다. 1993년 폴란드가 최초로 플러스 4%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이후 1994년 체

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장은 지난 4년

간 약 마이너스 20% 성장을 한 후에 일어났다(박형중, 1997).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 침체로 인해, Murrell(1993)을 비롯한 학자들은 구소

련, 동유럽의 급진적인 체제이행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위로부터 기존하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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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제도를 일거에 파괴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는 등 점진적 체제이행이 체제이행 전략의 대안으로서 부상하였다. 박

형중(1997)은 구소련, 동유럽의 급진적 체제이행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은 

점진적 체제이행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에서도 급진적 

체제이행의 한계를 강조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급진적 체제이행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행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진적 체제이행 정책보다는 초기 조건이라

고 주장하였다(Sachs & Woo, 1994). 초기 조건이란 체제이행을 단행할 시기, 체제이

행 국가에게 주어진 제반의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과거로부

터 이어받은 역사적 유산, 초기 발전수준과 정치적, 국제적 환경 등을 뜻한다(김근

식, 2010). 즉, Sachs & Woo(1994)를 비롯한 급진적 체제이행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당대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시기 경제발전의 정도, 구체제에서의 경제 

왜곡 정도, 지리적 요인 등 초기 조건이 비교적 열악하여 이행 침체가 발생할 수밖

에 없었고, 애초에 위 국가들은 열악한 초기 조건으로 인해 개혁을 순차적으로 집

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서 불가피하게 급진적 체제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이다. 

   이상 종합해 보자면, 너무나도 신속했던 사유화 등 일부 급진적 체제이행 정책

의 영향이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이행 침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초기 조건이 이

행 침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점진적 체제이행 – 중국식 모델

   구소련, 동유럽의 급진적 체제이행과 대비되는 점진적인 체제이행을 실행한 국

가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다. 중국의 체제이행 유형과 구소련, 동유럽의 유형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정책을 펴고 제도를 

개선하는’ 체제이행의 표면만 같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판이하였다. 우선, 중국이 

체제이행을 선택한 배경은 구소련, 동유럽의 그것과는 본질에서 달랐다. 소련과 동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체제이행 외 다른 대안이 부재했던 

반면, 중국의 체제이행은 자본주의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자신의 권력

을 공고화하는 데 유리하리라 판단한 덩샤오핑을 위시한 집권층의 자발적이고 의도

적인 개혁이었다(김병연, 2005).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

지한 채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이고 점

진적인 체제이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도 구소련, 동유럽의 급진적인 체제이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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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랐다.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1970년대 후반 당시에는 개

혁개방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 중국의 권력층은 적은 비용으

로 원상 복귀가 가능한 점진적 체제이행을 선호했다. 중국식 체제이행 유형의 다른 

특징은 처음부터 체제이행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개혁 정책이 축적

되어 사실상의 체제이행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Kim, 2017). 그 밖에도 중국의 체제

이행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소련, 동유럽 유형과 구별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점진적인 체제이행 정책은 실

험주의와 쌍궤제에 기초해 있다(김병연, 2009). 실험주의는 한 지역에서 경제 정책을 

실험한 후,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1978년, 안후이성에서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체제로 전환하는 등

의 농업개혁이 성과를 거두자 개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Kim, 2017). 비록 중국

의 실험주의는 ‘M자형 조직체계(M-form Organization)’라는 정치적 제약으로 인

해, 즉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중앙계획

경제를 펼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되었지만, 체제이행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았다(Qian et al., 2006).

   쌍궤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일시적으로 병행한 후에, 

서서히 시장경제 메커니즘으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뜻한다. 쌍궤제가 도입된 대표적

인 정책으로는 가격자유화가 있다. 앞에서 본 연구는 급진적 가격자유화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쌍궤제가 도입된 이원적 가격자유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원적 가격자

유화의 실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품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은 값싼 기존 가격으

로 계속 공급되도록 정부가 할당량을 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할당량을 넘

기면 남은 물량은 공급자가 시장가격에 팔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

나면 정부는 시장가격과 정부지정가격의 차이를 줄이고, 정부지정가격으로 팔도록 

하는 할당량도 줄이면서 시장이 계획을 대체하도록 이끌었다. 이와 같은 이원적 가

격자유화는 정치적 제약을 해결하여 패자를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급진적 가격

자유화와 같은 파레토 최적 상태를 만드는 효과를 보여줬다(Lau et al., 2000).

   실험제와 쌍궤제와 더불어 중국은 인센티브 중심의 개혁 제도를 시도하였다. 대

표적인 예로는 앞서 실험주의를 설명할 때 간략히 설명한 농업개혁, 구체적으로 농

가생산책임제가 있다. 이는 농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산물을 일정 부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이처럼 인센티브의 부여와 시장화의 결합은 효율성의 증대

를 이끌었다(Kim, 2017). 다른 인센티브 중심의 개혁은 계약책임제인데. 이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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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업의 경영진과 고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일부 향진기업의 소유권 개혁을 통해 경쟁을 

제고시키고, 선전, 주해, 산두, 하문과 같은 몇몇 도시들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사유화, 자유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장윤미, 2007).

   위와 같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체제이행 정책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체

제이행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앞서 김병연(2018)의 연구를 논하면서 급진적 체제이

행을 택한 국가들은 네 단계의 체제이행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여전히 무역자유화, 대규모 사유화, 은행 사유화 등 체제이행의 후

기 혹은 최종 단계의 정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이행 

후기 단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급진적 

체제이행 정책을 실행한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 나타나던 이행 침체는 나타나

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년도 대비 2017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21배 증가하는 경

제 성장을 거듭했다(정형곤, 2019). 

   중국의 경제적 성과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침체와 대비되어, ‘체

제이행에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

다. 논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체제이행의 유형과 경

제 성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이다. 앞서 간략히 소개했지만, 

Murrell(1993)과 같은 점진적 체제이행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체제이행의 유형과 경

제 성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점진적 체제이행의 결

과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Sachs & Woo(1994) 등 급진적 체제이행을 지지하는 학자

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만의 특수한 초기 조건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초기 조건은 구소련 및 동유럽의 그것과는 판이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경제발전에 불리한 초기 조건을 지닌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저축률, 화교 자본의 존재 등 경제발전

에 유리한 초기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김병연, 2009). 

   두 번째 쟁점은 ‘중국식 체제이행은 구소련 및 동유럽에 적용 가능한가, 적용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가’이다. 이 쟁점을 두고도 몇몇 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주장

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중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초기 조건이 너무나도 상

이하여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점진주의가 부패로 이어진 러시아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식 체제이행은 중국만이 지니고 있었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공했

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병연, 2012).

93



   양 측의 입장을 종합해 본 결과, 중국이 체제이행 이후 침체 없이 성장을 달성

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점진적인 체제이행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 

조건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

의 점진적인 체제이행 전략이 주는 교훈은 충분히 참고될 만하다. 우선, 중국의 체

제이행은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제약이라는, 급진적 체제이행 정책에서는 양립 

불가능하던 요소들을 동시에 충족하였다(김병연, 2009). 둘째로, 비록 중국의 체제이

행은 비교적 ‘느렸을지라도’, 중국은 믿을 수 있는 정부의 관리하에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서 성공했다(Kim, 2017). 셋째로, 중국은 경제 개혁과 체

제이행을 동시에 실행했다. 넷째로, 중국은 사회주의의 붕괴가 없이도 체제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체제이행 정책을 예측하는 과정

에서 충분히 참고될 만한 교훈이 될 것이다. 

4. 체제이행의 경험이 북한의 체제이행 분석에 주는 시사점

   이상 본 연구는 급진적 체제이행을 경험한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점

진적 체제이행이 진행 중인 중국의 정책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각각의 체제이행 경

제의 경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논했다.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은 앞으로의 

북한의 체제이행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본 

연구에 한에서는 북한의 잠재적인 체제이행을 분석하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체제이행 경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 북한 체제이행 분석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록 체제이행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이하고, 체제이행을 위해 실행

한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씩 달랐지만,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은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자유화, 안정화, 시장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제

도를 펼쳤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체제이행을 실행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체

제이행 정책의 목표는 ‘자유화, 시장화, 안정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혁’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제이행에 정답은 없다. 비록 구소련 및 동유럽의 급진적 체제이행이 

‘이행 침체’라는 부작용을 안겼고, 그에 반해 중국식 체제이행은 큰 경제 성장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단순히 체제이행 속도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초기 조건과 정치

적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식 유형이 북

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Kornai(2008)는 이를 두고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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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p. 154).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 

동유럽의 경험은 참고하되, ‘보편적인 처방전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의 

초기 조건에 알맞은 정책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초기 조건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체제이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이행의 방향성이다. 앞서 설명하였

듯이, 체코는 신속한 대규모 사유화에 집중한 나머지 사유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

졌다. 체코 사유화의 실패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속한 사유화보다 실질적인, 올바

른 사유화가 강조되고 있다(김병연, 2018). 따라서, 북한은 급진적인 체제이행을 시

행하더라도, 일부 영역에 한해서는 속도에 치중하지 않고, 방향성을 갖고 점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넷째, 체제이행의 속도는 초기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조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자면, 체제이행의 속도는 주로 정치적 상황, 대내외적 상황 등 비경제적 

초기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경제적 초기 조건은 구체적인 체제이행 정책, 그

리고 체제이행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의 잠재적 체제이행을 분석하기 

위해선 북한의 초기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이뤄진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급진적 체제이행은 사회주의 체

제의 붕괴와 개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열악한 초기 조건이 맞물린 결과와

도 다름없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북한의 초기 조건은 체제이행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시한폭탄을 쥐고 있다. 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는 붕괴 상태나 다름없고, 비공식시장의 비중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는 심화하고 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언

젠가는 시장이 사회주의 공식경제를 잠식할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치

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 집권층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 체제이행을 주저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집권층이 체제이

행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점진적인 체제이행의 가능

성이 커 보인다. 권력 유지가 최우선 목표인 집권층의 입장에선 원상 복귀가 가능

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적은 점진적인 개혁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김병연, 2005). 하

지만, 만일 북한의 집권층이 현상 유지를 지속하다 결국 ‘시한폭탄’이 터지게 되

어 체제가 붕괴한다면 급진적 체제이행의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진행된 체제이행은 새로운 정권, 혹은 한국 등 다른 주체에 의해 진행

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북한의 집권층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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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제이행을 주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행기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앞서 다룬 학자들의 논쟁을 

보았을 때, 단순히 체제이행의 속도만이 이행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행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행의 속도뿐만 아니라 초

기 조건, 여러 제도와 정책, 정치적 제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북한을 이를 참고하

여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이

행 과정에서 이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방안, 부패를 줄이는 방안, 체제이

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줄일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김병연, 

2009). 

   마지막은 중국, 구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이행 정책이 주는 교훈이다. 우선, 체코

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사유화는 점진적으로, 이행 후기 단계에 진행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유화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대

규모 사유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면 외국 자본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다. 둘째로, 폴란드의 경우처럼 이행 초기에 화

폐의 평가절하와 고정환율제도를 단행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사례와 같이 기업과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써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박형중, 1997). 이상의 함의는 북

한의 잠재적인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분석할 때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는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고되어야 한다. 

   이상의 함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체제이행의 경험을 통해 본 연구는 체제이행의 동력에 대해 살펴보

았다. 현재 북한은 구소련, 동유럽의 경우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변혁 의지가 존재하

거나, 중국의 사례와 같이 체제이행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을 놓았을 때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예측하기 어

려웠듯이, 북한의 체제이행 또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

찬가지로, 북한이 구소련 동유럽식 모델을 택할지, 혹은 중국식 모델을 택할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의 체제이행의 경험을 통해 각각의 모델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축적된 만큼, 북한은 북한의 초기 조건에 맞게 북한만의 방식대로 체

제이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

다 현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급진적 체제이행을 시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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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는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것이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스스로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이는 점진적 체제이행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논의의 폭이 얕아지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까지 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논할 때, 우선 초기 

조건을 설명하고, 체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1) 사유화를 위한 전략, 2) 자유화

를 위한 전략, 3) 안정화를 위한 전략, 4) 시장경제의 안정과 혼란의 최소화를 도모

할 경제적/비경제적 제도로 분류하여 논하도록 한다.

Ⅲ. 북한 경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

1. 북한 체제이행의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정책과 속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그뿐만 아니라, De Melo et al.(1999)는 초기 조건과 개혁 이후 경제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석진(2002), 정형곤(2019) 등 

여러 학자는 북한의 초기 조건을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이행 이후 경제 성과를 예측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얼만큼의 경제 성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실정에 맞는 체제이행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초기 조건을 정량적인 수치로 도

출하기보다는, 북한 체제이행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주요 초기 조건을 서술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연구자마다 초기 조건의 지표들을 달리 제시하고 있지만, 

초기 조건은 경제적 조건과 비경제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정식, 2008). 경제적 

조건은 사회주의 시기 경제발전의 정도와 사회주의 시기 경제적 왜곡의 정도를 보

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비경제적 조건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기존의 제

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e Melo et al.(1999)가 제시한 초기 조건의 지표 

중 논의에 유의미한 몇 가지와 함께 몇몇 경제적/비경제적 조건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북한의 체제이행 속도를 결정하는 초기 조건은 경제적 조건보다도, 비경제

적 조건인 북한의 정치적 상황일 것이다. 경제적 초기 조건은 체제이행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Kornai(2008)가 “정치적이지 않은 결정은 없다”고 언급했듯이 (p. 155), 결국 모든 

판단은 체제이행을 실행하는 주체, 즉 권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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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와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의 정치적 상황은 판

이한데, 먼저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김병연(2005), 정형곤(2019) 등의 학자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없이는 급진적 체제

이행을 시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하였다. 급진적 체제이행을 단행하면 최고지도

자의 권력 유지가 어려워질 텐데, 아무리 경제가 악화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최고지도자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말했

듯이 본 연구에서는 급진적 체제이행의 전제조건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고 가정한

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한’ 가상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했다는 것은, 기존의 최고지도자와 핵심 권력층이 부재한 상황을 

뜻한다. 즉, 권력의 공백이 생긴 상태이다(Kim & Roland, 2012). 기존의 집권층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체제이행을 망설였던 ‘정치적 

제약’ 또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주체 - 북한 내부의 새로운 정권, 

혹은 한국 등 외부 국가 - 가 체제이행을 시도하는지에 상관없이 이들은 정치적 제

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급진적 체제이행을 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다면 북한이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한국 등 외부 국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쉬워지므로 북한 붕괴 후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주체는 경제

적 효율성이 더 높은 급진적 체제이행을 택할 것이다(김병연, 2012). 다만, 정권의 

붕괴는 사회 구성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 시나리

오’ 하에서는 신속한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동시에, 빈민구호 대책과 같이 사회를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는 규범과 제도의 제정이 필수적으로 보인다(Kim & Roland, 

2012).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북한의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권력 유지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최대한 점진적인 체제이행을 추구할 것이

다. 이미 체제이행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지도 이념이었던 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유지에 치명적이다(김병연, 2005). 따라서, 북

한 정권은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주의를 택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

권의 최우선 목표는 권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 정권은 체제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정권이 스스로 체제이행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

과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체제이행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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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자본이다. 기업들의 사유화 등 체제이행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은 필수적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교자본이 유입되면서 외국 

자본을 동원할 필요가 적었지만(김병연, 2009), 북한은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

에, 한국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

하고, 외국 자본을 조달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해선 비핵화 등 얽힌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정치적 상황과는 달리, 그 외 

다른 초기 조건은 북한의 현체제하에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급진적 시나리오와 점진적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억압인플

레이션의 규모이다. 억압인플레이션은 체제이행 초기 가격자유화로 인한 인플레이

션의 정도를 추정케 하는 지표로서, 가격자유화 정책을 설계하는데 방향성을 제공

하므로 중요하다(김병연, 2012). 김병연(2012)은 1996부터 2009년 동안의 북한의 억

압인플레이션 비율을 2.95%로 추정하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 10국과 구소련 국가 

15개국, 총 25개국의 억압인플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네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

를 통해, 그는 북한의 초기 인플레이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이라

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해도,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낮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Kim, 2017). 눈여겨볼 북한의 다른 

초기 조건은 낮은 임금이다. Kim(2017)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

금 수준과 중국, 베트남 및 미얀마의 그것과 비교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2배 넘게 낮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낮은 임금은 

무역자유화가 진행되었을 때, 외국의 생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유리

하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이후 북한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낮은 임금을 한동안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이 북한의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눈여겨볼 만

하다. CIA(2020)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총생산 중 농업 부문이 22.5%, 

공업 부문이 47.6%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의 상황이 여타 국가들의 상

황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농업 부문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던 반면,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농업 부문의 비중이 20%도 안 될 

정도로 공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Sachs & Woo, 1994), 즉,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농업 소유권 개혁 위주의 정책을 펼친 중

국과, 국영 기업의 사유화를 중점으로 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전략을 적절

히 조화해야 할 것이다(Kim, 2017). 비공식경제의 규모도 중요하다. 북한의 비공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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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정치는 학자 별로 상이하지만, 보수적으로 가정한 측정치도 70%에 달하는 등

(정형곤, 2019) 다른 체제이행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

큼 공식경제의 비중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식경제가 취약한 것은 그만큼 

북한 국영 기업이 규모와 개수,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

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비공식경제를 공식화

시키는 방향으로, 즉 국영 기업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생

산자들이 신생 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Kim, 2017) 체제이행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북한의 현행 제도도 중요한 초기 조건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대표적인 예는 배급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공

식경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비공식적인 시장을 통

해 생필품을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존재

하는 만큼, 급진적인 가격자유화가 이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김병연, 2012). 그런데, 위의 추정은 북한의 억압인플레이션 정도를 다루

면서 예측했던, 급진적 가격자유화의 부작용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대비된다. 이

는 여러 가지 초기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체제이행 정책을 실행해야 함을 보

여준다.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특정한 이행의 성과는 

여러 초기 조건과 체제이행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

용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하나의 초기 조건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도 여러 초기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상

되어야만 한다. 

2.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 ‘정권 붕괴 시나리오’ 

   이상 논의했던 체제이행의 경험, 북한의 초기 조건과 북한의 체제이행 전략을 

제시한 연구를 종합하여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설명

할 것이다. 급진적 체제이행의 주체가 누가 될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정권 붕괴 

후 쿠데타 등의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새로운 정권이 실행할 수도 있고, 혹은 한

국 등 다른 국가가 직접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주제가 체제이행을 

시도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급진적 체제이행은 한국, 미국, 중국 등 북한 문제

의 당사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Kim & Roland, 2012). 북한 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 혹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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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다뤘던 구소련 및 동유럽, 혹은 중국

의 경험처럼, 체제이행의 정책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자

본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비경제적 제도, 그 밖의 사회 안정 제도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유화 정책을 논하고자 한다. 급진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완전하고 급진적

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완전

적, 급진적 가격자유화를 펼치기 우호적인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억압인

플레이션 규모는 체제이행을 경험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하고, 북한

의 비공식경제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앞서 다루진 않았지만, 북한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소매가격보조금제도를 철폐하기도 

했다(김병연, 2012). 이상의 초기 조건은, 이미 북한은 인플레이션이 개방형으로 진

행됐으며, 비공식시장을 통한 소비재 거래가 만연하기 때문에, 전면적 가격자유화를 

단행해도 주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감과 이행 초기 인플레이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Kim, 2017). 둘째,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가격자유화가 철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가역적이고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

재 북한은 기득권 계층을 대상으로 미미하게 배급이 진행되고 있다(김병연, 2012). 

가격자유화는 배급의 폐지도 동반할 터인데, 그러므로 이들은 자유화 정책에 반발

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석, 2012). 이 경우에

는 가격자유화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급진적, 비

가역적 가격자유화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실행하기에는 

우려가 존재한다. Kim(2017)은 비록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

태이지만, 여전히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전면적 가격자유화로 

인해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급진적 가격자유화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야 한다. 이에, 

전면적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되,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동시

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한국 등 해외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을 통

해 사람들이 배급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Kim, 2017)과, 기존의 배급제를 사

회적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석, 2012)과 같이, 전면

적 가격자유화를 실행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과 사회보장 제도의 

정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하에서의 무역자유화 역시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 무역자유화는 소비재의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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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체제이행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제한된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부

패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체제이행에 관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무역정책을 북한에 쉽게 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7). 무역자유화는 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당국이 해마다 연초

에 각급 무역회사에 배정하는 무역할당량인 ‘와크’와 같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

을 막는 제도를 없애며, 시장경제에 맞는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북한의 낮은 임금체계를 장점으로 살려 수출품에 대한 가격경쟁

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대해, Kim(2017)은 기본적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한국 등 해외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한 임금 보조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

다. 

   한편, 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환율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시장 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북한 공식환율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Kim, 2017). 그 이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갈리곤 한다. Kim & Roland(2012) 같은 경우에는 환율은 시

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지만, 이석(2012)은 시장 환율로 전

환될 경우 극심한 환율 변동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일정 기간은 시장의 사

정을 반영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Kim(2017)은 

북한이 당분간 한국과의 화폐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정환율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의 초기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선 고정

환율제도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정권이 붕괴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 붕괴하고 한국 등 해외 국가들의 개입을 통해 체제이

행이 이뤄짐을 고려한다면, 북한 체제이행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북한 정권의 자

생이 아닌, 한국과의 경제통합 및 통일이 될 것이다(물론 그러기 위해서 국가 간 합

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제도의 궁극적 목표 또한 남북 통화의 통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화폐통합은 

우선 시장 환율의 균형이 이뤄진 다음 점진적으로 남북 통화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Kim & Roland, 2012).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신속한 사유화보다 올바른 사유화가 중요하

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에, 북한의 사유화도 대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 우선, 토지와 주택 사유화는 주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신속하게 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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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Kim & Roland, 2012). 이러한 재분배는 주민들의 개혁 지지도와 주민들의 해

외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사유화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사유화는 비교적 신속

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Kim & Roland, 2012).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는 일자

리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Kim(2017)은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사유화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경매나 내부자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

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대기업의 사유화는 구소련 및 동유럽의 실패를 바탕

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 국가들에서 사유화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된 

바우처 사유화는 지나치게 분산된 소유구조를 유발하여 기업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김병연, 2012).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대기업의 사유화는 기업을 

이끌 진정한 주인을 찾는다는 목적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Kim & 

Roland, 2012). 그러기 위해선 기업 공개 등의 과정과 제도의 정비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이 마련된 이후, 한국과 외국 기업, 또는 개인

을 대상으로 한 외부자 매각 방식을 통한 사유화가 바람직할 것이다(Kim, 2017). 다

만, 바우처 사유화는 체제이행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를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므로(김병연, 2012), 집중된 소유구조를 유도한다는 조건 하에 바우처 사유화를 제2

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Kim, 2017). 

   하지만, 국영 기업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고, 비공식경제의 비중이 큰 북한의 

초기 조건상 구소련 및 동유럽과 같이 사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될 것이다

(김병연, 2018). 사유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신생 기업이 창출되어 시장에서의 경

쟁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소유권 보호, 기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마련,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한 생산자와 상인의 신생 기업 창출 지원 등 여러 

정책과 제도를 통해 비공식경제를 공식경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Kim, 

2017).

   그 밖에도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기능 또한 담당하는 북한의 일원적 은

행제도를 폐기하고,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고,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시장경

제에 부합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Kim, 2017). 또한,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하에서는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제도의 마련이 가장 중

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보장제도의 마련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의 기틀을 닦는 것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붕괴와 급격

한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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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긴급 구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위 모든 정책과 제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의 정책 

순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책 순차는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을 참고하되, 

북한의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하에서는 정치

적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줄어들므로, 더욱 과감한 제도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행 초기 단계엔 긴급 구호 제도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서를 다지는 제도 마련, 치안 유지를 위한 법질서 마련 등 체제 붕괴로 인한 혼

란을 막는 정책이 우선으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혼란이 어느 정도 안

정되고, 법질서와 제도가 마련된 직후에는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환율제도 개혁, 토지개혁 등 다른 이행 정책의 바탕이 되고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정책 위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사유화는 소규모 사유화가 완료된 이

후에 실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 ‘중국식 개혁개방 시나리오’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는 체제이행의 

필요성을 느낀 북한 정권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다. 앞서 북한의 초기 조건을 다룰 

때 설명했듯이, 이는 몇 가지 사실을 내포한다. 첫째, 북한 정권에 있어서 체제이행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유지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권력 유지에 피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체제이행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은 체제이행을 

통해 정권 공고화를 이룬 중국의 성공사례를 북한의 초기 조건에 맞게 적용할 것이

다. 셋째, 북한 정권 주도의 체제이행을 위해선 미국 등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필

수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한편, 점

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도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자본주의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비경제적 제도, 그 밖의 사회 안정 제도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하에서의 자유화 정책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면적 가격자유화는 배급의 폐지를 동반하는데, 이는 배급을 받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7). 이에, 김병연(2012)은 기

존 배급제를 유지하면서, 국영상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시

장가격은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가격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된다면 기득권 계층의 반발로 자유화 정책 자체가 철회될 수 있으므로, 자유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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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능한 한 일시에 자유화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이후 점차 추가 자유화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가격자유화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이석(2012)

의 제안과 결합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조치를 통해 가격자유화 

조치가 비가역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의 우려를 낮춰야 할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와크’와 같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국가로부

터 수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없애며, 시장경제에 맞는 환율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Kim, 2017). 다만, 북한 정권이 전면적, 급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담을 가

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방과 외자 

유치를 선행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정형곤, 2019).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중

국의 선례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김병연, 2009), 북한 정

권은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실험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심스러운 무역자유화

를 선호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자유화 정책은 불가피하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이

석, 2012). 따라서, 체제이행을 실행한 국가들은 자유화 조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경제 안정화 조치를 수반하였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안정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안정화 제도로는 고정환율제도이다. 북한도 앞서 언급한 체

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처럼, 이행 초기 고정환율제도를 통한 화폐의 평가절하가 필

수적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시장 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북한 공식환율제도를 폐기해야 한다(Kim, 2017). 또한, 고정

환율제의 작동을 위하여 대략의 균형환율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고정환율제

도를 채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Kim, 2017).

   점진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사유화 정책은 급진적 시나리오에서의 그것과는 조금

씩 상이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경우처럼 대규모 사유화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연, 2005). 반면, 속도는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소규모 사유화와 신생 기업 창출

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Kim, 2017).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특구 내에서는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 국내에서는 중국의 사례처럼 집단 농장을 해체하거나 소유권 제도

를 정립하는 등 합리적 개혁 정책으로 안정적 경제운영과 개혁을 위한 여건을 마련

하는 것이다(정형곤, 2019). 점진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신생 기업의 창출은 사유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역시나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정립과 신

생 기업의 창출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Kim, 2017). 다만, 역시나 북한 정권은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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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혁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사기업

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체제이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

와 마찬가지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이원적 은행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이다. Kim 

& Roland(2012)는 재원 마련, 비공식경제의 공식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강조하였

다. 한편, 점진적 체제이행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 및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부

작용이 있다(김병연, 2005). 따라서, 정부 관계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감시제도와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Kim & Roland, 2012). 체제이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인센티브 제도로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체제이행 초기, 개인이 생산

한 농산물 일정 부분을 시장에 팔도록 허용하는 방침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체제이행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바

로 자본의 확보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미흡하여서 외국인 투자가 경

제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이다(정형곤, 2019). 자본의 확보를 위해선 외국으로부터 경

제원조 또는 차관을 받거나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

해선 미국 등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해야만 할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의 출발은 개혁개방의 선언과 국가들과의 관

계 개선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이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Ⅳ.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이상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체제이행을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와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상 논의한 각각

의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논의하자면 두 시

나리오 모두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으며,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영

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과의 경제통합과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급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체제이행을 위해서 개혁의 주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면, 체제이행에 앞서서 사회 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 사회가 최대한 신속히 북한에 개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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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북한 문제와 이해관

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한국이 체제이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체제이행의 주체가 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이 커

질 수 있어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중국, 미국 등 

북한 문제의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제이행의 주체를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Kim & Roland(2012)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 중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체제이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는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할 

시 북한에 한국이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당

사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둘째로, 설령 한국이 체제이행의 주체가 되더라도, 그것이 경제통합과 통일이 임

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애초에 중국의 반대로 통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성급한 통일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체제이행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상, 대내적으로는 

경제통합과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점진적 체제이행 시나리오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으로

선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이 훗날 경제통합 및 남북통일에 ‘양날의 검’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체제이행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통일 비용이 줄어듦은 

분명하다(김병연, 2018). 하지만, 체제이행을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정권이 계속 유지한다면 통일의 가능성은 희미해질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선 경

제 성장을 이뤘으므로 통일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실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보장을 주

진 않는다. 위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공조와 북한의 체제이행 과

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비록 지금 당장 북한에서 체제이행이 진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한국

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여 북한의 체제이행이 진행될 시 한국의 영향력을 확

대하기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체제이행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선, 급진

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명 투트랙 전략

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선 우선 각각의 체제이행이 어떻

게 진행될지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

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운 뒤, 동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붕괴해 급진적 체제이행이 진행될 경우와, 북한 내에서 개혁개방을 시도하여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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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제이행이 진행될 경우 모두를 상정하여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간 소통과 협의는 필수불가

결하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

는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이 북한의 체제이행의 주체가 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의 방법으로 급진적 체제이행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한

국은 미국, 북한을 중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어 북한의 개혁개방과 

점진적 체제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다. 비록 비핵화를 위한 과정은 어렵겠지만, 유연

성을 갖고 북한에게 경제협력 등의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에게는 비핵화를 위한 상

호 동시단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

진적 체제이행을 동시에 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 체제이행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이행의 주도권을 한국이 쥘 때,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북한에서 실현 가능한 체제이행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한국에게 주

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체제이행 경제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여 체제이행 경로를 일반화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이행 정책을 제시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으로 나누

어 설명하고, 두 시나리오 모두 한국에 우호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으리라고 파악

했다. 따라서, 비록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체제이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작더라도, 모

든 가능성을 열고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체제이행 각

각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보다 순조로운 경제

통합 및 통일을 이끌기 위해선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이행 시나리오를 정밀히 

예측하기 위해선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과 북한의 초기 조건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

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과 북한의 초기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북한의 체제이행 정책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데 주는 시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체제이행 경험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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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

리오에 대해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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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

보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법률의 개정이 통과된 이유는 기존의 법률이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

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대용량(Volume), 빠른 속도(Velocity), 높은 다양성(Variety) 등의 

속성을 가진 정보자원으로 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해진 정보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최근 그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1) 이러한 속성을 가진 빅데이터가 새로운 “석

1) 정도영,김민창,김재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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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고 불릴 만큼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엄

격한 기준 때문에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더불

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분산된 규제체제와 이 법률들 간 정합

성이 떨어지며 혼란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조차 행

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일

관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와 같다. 하나는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정의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가명정보’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 가명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와 달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개정이 프라이

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의 경우

에 최초수집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최초수집의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주체

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관련 감독과 집행 권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최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 ‘가명 정보’의 개념 

도입을 주목하여 다룰 예정이다. 먼저 본 논문의 2절에서는 국내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입법 

배경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법률의 개정을 낳은 중요한 계기 두 가지로 2016년

에 있었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EU의 적정성 평가

를 탈락한 사건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제 3절에서는 데이터 3법의 입법 과정을 ‘해커톤 회

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

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4절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가 COVID-19사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EU의 법률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COVID-19 사태 속 정

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단순한 가명 처리만으로는 프라이버시권

이 보호되지 않음을 지적할 것이다. 제 5절에서는 제 4절에서 살펴본 바를 근거로 구체적 맥

락 속 관련되는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실무 행위자들의 역할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제도의 

설계 및 정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2. 입법배경

2.1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1.1  가이드라인 발간의 배경

개정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는 제 2조 제 1항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해당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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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도 개

인정보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경우를 이

하 ‘간접식별정보’라 부른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법적인 체계가 유지되던 가운

데,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들을 이전보다 많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게 되는 경우가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주체 A에 관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정보만으로는 이 A가 누구인지에 관해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매핑을 하여 주소, 성별, 나이 등 여러 정보와 결합할 경우, 이 A가 실제로 누

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전에는 질병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정보들로 여겨졌던 ‘비개인정보’들이 이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었

다. 다른 정보와 결합 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을 법한 경우, 즉 간접식별정보에 해당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법률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이전보다 대단히 넓어지며 

상당히 많은 정보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 측은 불만을 토로했다.2)

산업계 측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 때문에 특히나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사전동의 방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

식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사후동의(opt-out) 방식을 이해하면 그 개념을 더 명료하

게 이해할 수 있다. 사후동의 방식은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

나 정보주체가 반대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후동의 방식에선 정보주체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

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즉, 사전 동의 방식에선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사후동의 방식에선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3) 사전동의 원칙을 채택한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매번 개인정보를 수

집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획득한 개

인정보를 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

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제 2항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그 이상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4) 정리하자면,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에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매번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모은 개인

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시 개인정보 주

2) 이호영, “데이터 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법률신문, 2020.05.15
3) 권영준(Kwon, Youngjoon).(20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673-734 
4) 이동진,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법률신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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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했다.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후제도를 채택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 분명 엄격한 규제로 작용했다. 

특히나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정보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는 상황까지 겹치며, 그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데이터는 활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었다.5)

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어려움만 고려할 것은 아니다. 개인정

보의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사인(私 人)의 기본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하 ‘프라이버시권’)가 소극적인 권리인 

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기본권이라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 제 1문에서 도

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6) 물론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들은 아니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

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

시하고 있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을 고려한다면,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이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7) 개인

정보보호법은 실제로 이러한 헌법상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제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

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 입법목적에 걸맞게 개인정

보 보호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 개인정보보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

소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이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긴장을 낳았다.8)

2.1.2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논란

위와 같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균형을 잡아 보기 

위해 정부 부처들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것은 2016

5) 류은주,“SGI “韓 개인정보보호제도 사후동의 전환필요"”, IT조선, 2018.11.22
6) 헌재 2005.7.21. 2003헌마282
7)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 김효실, “시민단체 “빅데이터 활성화보다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먼저”“,한겨례,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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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1일 적용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비

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비식별조치’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화’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 “De-Identification”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유럽식의 모델을 따르고 있어서 애초에 ‘비식별화’라는 개념

이 생소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조치를 EU의 익명화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

였지만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 ‘비식별화’는 익명화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에서 ‘비식별조치’로 인정한 ‘가명처리’와 익명화 조치는 EU의 법제에선 다른 개념이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선 가명처리를 

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함으로 법의 규정을 받

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구분한다. 결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

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잘 맞지 않는 개념을 사용했던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가이드라인을 따라 일부 기관들이 정보를 활용하며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

이드라인을 따라 일부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에 ‘비식별조치’를 취하여 다른 기업에 넘겨 주

었는데 2017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개인정보 결합

물을 기업에 제공한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공기업들이 개인정

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가이드

라인이 법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었다. 또,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쳤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없

다는 우려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2.2 EU의 적정성 평가 통과

 EU는 다른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것

이 GDPR의 규제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살펴 적정성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정

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때와 같은 해인 2016년, 우리나라는 EU의 

GDPR을 준수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EU의 적정성 검사를 추진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2018년에도 통과에 실패했는데 그 주된 이유들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일된 감독 기구

가 없다는 점,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조치 등이 취약하다는 

점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2020년 5월까지 관련된 법을 

재정비해 GDPR 적정성 평가를 다시 받고 통과해야 했다.9)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

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다. 

9) 최연진, “‘데이터 3법’ 이대로는 GDPR 적정성 심사 통과 어려워”,한국일보,2019.11.13. , 

116



EU의 GDPR에 따르면,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기 위한 조

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개별기업이 직접 EU가 인정하는 

표준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공인 행동 강령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EU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기업의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별 

기업들이 제각기 GDPR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0)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에

서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 기업들이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며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차원에서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오롯이 GDPR 준수에 관한 부담을 감당해야 했으며, 만약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기업이 최대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험에 처했다. EU에서의 실질적인 데이터 교역을 하는 우리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EU의 GDPR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중요한 작업을 20대 국회가 끝내기 전

에 마무리하는 것은 시급하였고, 이것이 데이터 3법의 전반적인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3. 입법 과정

3.1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입법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 “규

제, 제도혁신 해커톤(hackathon)”이라 볼 수 있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

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마라톤 하듯 단기간에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대회를 말한다. 이 회의는 해커톤 대회의 형식을 빌려온 회의로 마

찬가지로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1박 2일 간 격 없는 “끝장 토론”을 펼친다.11) 이런 점

에서, 해커톤 회의는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와 성격이 다르다.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4~5주 

간 사전준비를 한 뒤, 1박 2일 간 10~11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2)

 논문을 쓰는 시점인 2020년 10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회

의들이 열렸으며 그 중 2018년 2월 1일~2일에 걸쳐 열린 2차 해커톤과 2018년 4월 3일에서 

4일에 걸쳐 열린 3차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한 의제를 다루었다. 토론에는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온 정부 구성원들은 물론 SKT, 다음

소프트 등 산업계의 대표자, 시민단체 진보넷의 정책활동가, 변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김윤희, “GDPR　적정성 평가, 코로나19에 발목 잡혀 ‘올스톱’”, ZDNetKorea, 2020.03.29
11) 서경호, “끝장 토론 해커톤 합의, 빅데이터 금광 캐는 계기”, 중앙일보, 2018.04.19
12)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7.12.2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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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커톤의 경우 회의의 구체적인 과정

을 공개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채 진행되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회의 결과 보고서, 이후 이행 보고서 등을 통해 그 토론의 결과와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2차 해커톤에선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제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정비하기로 하였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하였다. 또 익명정보 개념의 정의 자체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EU의 GDPR 전문

을 참조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논의하였다.13) 2차 해커톤에서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 등에서 쟁점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체계로 정보 개념이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EU의 GDPR을 참고하여 해커톤 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보개념의 체계화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 및 생활 관련 정보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personal data)를 말한다. 이와 달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가명처리(pseudonymization)를 한 정보를 말하며, 가명처리란 추가적

인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개인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추가적인 정보’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하에 별도 분리 보관해

야 하며, 가명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재식별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익명정보

(anonymous data)는 ‘익명화(anonymization)’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익명화는 개인정보에 

익명 처리 기술을 통해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체계를 개인정보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

보는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single out) 되며,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되고 

(linkability),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다(inference)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가명화는 single out은 허용하되 나머지 데이터가 개인과 연결되며 데이터로부터 개

인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우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익명화는 위의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실명 ‘이지현’을 ‘1번’ 혹은 해시값을 취한 익명의 ID

값으로 바꾼다면 가명정보가 된다. 반면 익명정보에는 ‘고객 가운데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의 

범주’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14)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와 같이 정보개념의 체계를 

EU의 GDPR과 유사하게 정비하였지만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맥락에 있어, 우리

나라와 EU는 상당히 다르다. EU에선 가명처리가 개인이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 중 하나로 법률의 맥락상 언급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가명정보’와 가명처

리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 범주의 맥락에서 명시

13) EU는 지난 2016년 4월 14일에 GDPR을 제정하고 2018년 5월 28일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하여 정
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의 집행을 하고 있다. 

14) NAVER Privacy&Security,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국내, 외 법제 동향」,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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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5)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는 관련 세부 주제별로 논의를 더 진행하였다. 먼저 가명

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에 관해 합의하였다. 가명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 외에도 세 가지 목

적(기록 보존, 학술 연구16), 통계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가명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선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

적, 관리적 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위 세 가지 목적 중 ‘학술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

에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보도하고 

있다.17) 가명정보의 개념 및 그 활용에 관한 합의에 더하여, 해커톤에서는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동의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 전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 1항과 제 17조 제 1항 제 2호에선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는 이용과 제공을 금지하였다. 이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합의 하에, 3차 

해커톤 회의에서 유럽의 GDPR에 제시된 목적합치 원칙을 수용하여 당초 수집 목적과 ‘양립가

능’한 범위에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게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개정될 법률에 관한 해석 및 제도적 보완 등에 관한 합의 역시 이루었다. 익명

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과 이 기준이 강제적이거나 최종적인 것

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합의하였다. 또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 이하 ‘TTP’)이나 전문가

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3차 해커톤 보고서에는 2차 때와는 달리 시민단체 측 의견과 산업계 

측 의견을 따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역시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시민 단체 측에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이 허용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세계적으로 민

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춘 경우는 거의 없으며, 행정 데

이터 등 국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데

이터의 결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혹은 익명정보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

다. 산업계 측은 인가 받은 TTP를 통해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였을 경

우 이러한 결합을 민간기업 역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TP에서 데이터를 결합하

고 결합된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역할을 하며, TTP에 대해 정

부가 상시감독제도를 도입함으로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산업계 

15) EU GDPR Recital 26, EU GDPR Article 4
16) 이후 입법과정을 거치며 ‘학술 연구’는 ‘과학적 연구’라고 그 표현이 대체되었다. 
17)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8.04.06.),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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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주장하였다. 

 종합적으로 2차와 3차 해커톤의 결과를 정리해본다면, 개인정보의 체계를 더 보완하

는 것에 대해서는 쟁점 없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 가능한 범

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가명정보의 특례 규정에도 비교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TTP를 통한 데이터 결합이 민간 기업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선 

산업계와 시민단체 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15일에 4차 산업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합의 내용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재 관련 부처 간의 협의로 

2차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발간물에서 “해커톤 합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보

호법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보고하였고 실제로 이후 국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록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차관이 매 회의에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부 부서 4차산업위

원회가 연 회의에서의 합의 내용이 행정안전부에게 넘겨졌고 이것이 이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18)

3.2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에는 이미 김병기 의원(2016.12.8), 인재근 의원(2017.05.30.) 등 여러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들이 2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안들을 모두 수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착수하였

다. 입법절차에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을 축조심사라 부르고, 이는 대

개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회

의에선 비교적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못하였다. 2019년 4월 1일에 2차 소위원회 회의가 열

렸는데, 이 때 여러 의원들의 안을 비교하며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한지를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 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안이 마련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인재근 의원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2차와 3차 회의에선 인재근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이 중심적으로 거론된

다. 이 두 안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인재근 의원 안에서는 개

인정보를 정의하는 식별 가능성 등의 개념에 있어서 결합과 식별의 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이재정 의원은 식별의 주체로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제 삼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19) 이재정 의원의 안과 같이 식별의 주체로 제 삼자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등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인재근 의

18)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8.05.15.),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19) EU의 GDPR의 경우 이재정 의원과 같이 그 전문에 제 삼자를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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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안이 채택되었다. 또 다른 쟁점은 가명처리 특례에 해당하는 세 번째 사항을 ‘학술연구’

로 법률상 명시할지 ‘과학적 연구’로 명시할지에 관해 형성되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할 수 있는 특례로 공익적 기록 보존 ,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이 허용되기로 한 상황

이었다. 이 때 법률에 명시할 때 세 번째 특례를 명시적으로 ‘학술 연구’로 할지 아니면 ‘과학

적 연구’로 할지가 논점이 된 것이다. 이재정 의원안은 ‘학술 연구’로 하였고 인재근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로 그것을 명시하였다. 인재근 의원의 안과 같이 ‘과학적 연구’로 명시할 경우에 

산업적 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컸는데 이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인

재근 의원의 안이 채택되었다.20)

<표1 의재정 의원안과 인재근 의원안 비교>

이재정 의원안 인재근 의원안

가명정보 결합 및 
식별 주체

제 삼자 포함 명시 명시적 규정 없음

정보 주체 동의 없
는 특례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학술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과
학적 연구’

이재정 의원의 안과 비교했을 때 인재근 의원의 안이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

는 산업계에 비교적 유리한 안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인재근 의원의 안을 채택하면서, 개인정보

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준 것은 아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열린 

3차 회의와 2019년 11월 14일의 4차 회의에선 김병관 의원이 인재근 의원의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인재근 의원의 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

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과실의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

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로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처벌과 과태

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산업계에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1) EU의 GDPR에서 역시 형사

처벌이 아닌 과징금 수준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며 과징금으로 일원

화하는 것을 일부 위원들이 제안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측에선 과징금만을 부과하게 될 경우 매출액이 없는 단체에서 충

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반박하였다.22) 이에 더해 방송통신망법에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모두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보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법

20) 국회 회의록 20대 371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9.09.27)
21) 최경진,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기대와 우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2) 과징금은 형사적 처벌인 벌금과 달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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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두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차관 역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체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에는 행정안전부 측에서 역시 동의하였다. 하지만 더 연구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현재 개정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이에 대

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수 개월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23)

<표2 인재근 의원안과 김병관 의원안 비교>

인재근 의원안 김병관 의원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형사처벌 삭제, 과징금 부과

정리하자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개정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다음과 같은 결론

이 내려졌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식별의 주체로 제 3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비교적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처리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하지

만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는 상당히 무거운 규제가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에 비해 법안이 구체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채 법제사법

위원회로 넘어간 이유에 대한 일부 단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2차 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이 “지금 EU 측하고는 실무간의 실

무 간의 화상회의는 계속 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본 바에 따르면 (EU의 적정성 평가를) 이번 

법안 개정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라고 말한다.24)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당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EU 내의 데이터를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U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기관들로 거버넌스가 퍼져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

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

하는 것이 세부적인 법률의 조항 검토보다 중요했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본

회의 전에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률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쳐지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는 것이 급했고, 이에 따라 법률의 수준에서 다

루어져야 할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 제 371회 제 3차, 제 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019.10.01., 2019.11.14) 
24) 제 371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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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정 혹은 개정되는 법률들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법률이 다른 법률과 체계 정합성을 갖추는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

하는 곳이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에도 개정안에 여전히 반

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9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

회 회의에서 의료법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채이배 국회의원이 제시하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진료정보나 환자의 건강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5)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같이 의료정보에도 가명처리를 

하게 되면 ‘과학적 연구’(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연구)를 위해 제 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 채이배 국회의원은 반대하였다.2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에선 의료정보 중

에서도 가명처리 등 안전한 조치를 한 정보들은 가명정보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

고 결국 제 삼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채이배 의원과 행정안전부 측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법률은 통과되었고 본회의에 가서도 통과되었다. 

종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EU의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가 마무

리되기 전에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긴급성,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추정, 그

리고 여야가 다투는 쟁점이 아니라는 면에서 통과가 되었다 볼 수 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해당 안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축조심사를 거쳤을 거라 가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위원회 중심주의 체제와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상

임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의 가결률이 매우 높으며 위원회에서 법률을 심사하는 축조심사가 이

루어진 다음에는 좀처럼 의원들 간의 숙의가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구조

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이것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을 여전히 남겨놓은 채로 개정이 이

루어지게끔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민간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측의 반대의견,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우려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다소 

급하게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명처리와 충분한 안전조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

25)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
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
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
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
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국회 20대 회의록 371회, 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11.29.) p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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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들을 가명처리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경

우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COVID-19

사태 속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행위자들의 인식 제고가 없을 경우,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1 데이터3법 입법 과정 타임라인>

4. COVID-19 사태와 가명정보

4.1 COVID-19와 각국의 역학조사

COVID-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역학조사는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서구의 블루투스 기반 모델이 있다.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이 방식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을 설치한 두 사람이 마주치면 그들의 기기들끼리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유사 ID를 

교환한다. 그리고 각 기기는 이런 식으로 수집한 유사 ID정보들만을 저장한다. 이후 어플리케

이션을 설치한 사람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의 기기는 자신의 ID를 서버 데이터베이

스에 보낸다. 모든 기기들은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아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수집한 정보 목록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ID가 있을 경우 

자신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접촉자를 추적하고 경고 전송을 수행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블루투스 기반 모델 중에서도 중앙집중형 모델이다. 이 모델을 사용한 사례

로는 호주의 COVIDSafe 앱, 태국의 TraceTogether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중앙에 모으는 모델의 기술적 한계, 혹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제시 등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선 블루투스 기반 모델 중에서도 분산형 모델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블루투스를 활용한 

분산형 모델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가 모이지 않을 뿐 개별 기기끼리 가상의 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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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반적으로 블루투스 기반 모델을 통한 역학조사는 그것

이 분산형이든, 중앙집중형이든 인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구동해

야 역학조사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

렵고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익명화, 가명화 조치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위한 효용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학 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방식을 네트워크 방식이라 일컫는다. 이 방식에선 블루투스 방식과

는 달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개인식

별 정보를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가 모이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 기관 및 약국, 법인, 단체 개인 등은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

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이

에 따라 확진자의 통신사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공기관으로부터 얻은 출입국 기록 및 개인식별 정보 등이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모이게 된

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정보는 감염병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2 대한민국의 역학조사 방식>

28)

4.2 COVID-19와 관련된 법률

넓은 범위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위와 같은 역학조사가 COVID-19 사태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

27) Hinch et al., Effective Configurations of a Digital Contact Tracing App: A report to 
NHSX, 2020

28) S..Park, G.J Choi& H.Ko, Information Technology-Based Trac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COVID-19 in South Korea, Privacy Controversies, 323, JAMA 2129-3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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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29) 2016년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 확진자 동선 추적 및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 하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염병 추적 및 분석을 위한 개

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

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 기관, 의료 기관 및 약국, 법인, 단체, 개

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일정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감염병예방법 제 76조의 

2) 이 때 제공요청 대상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신용정보, 직불카

드, 선불카드 사용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

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의료 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 34조의 2 제 

1항 본문)30) 이런 법률들이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COVID-19 사태가 발발하였을 때 역학조

사 및 정보 공개 등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에 두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네트워크 방식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

는 가운데에 특히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진자 정보의 수집과 

공개영역에 있다. 수집 영역에 있어선, 2020년 5월 18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 명의 사람들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한 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이 현재 청구된 상태다. 본 논문에선 가명정보와의 연관성을 위해 정보의 수집 외에, 확

진자 정보의 공개 영역을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확진자 정보가 공개되며 어떤 확진자가 

여러 날에 거쳐 같은 술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술집종업원이라 직업을 사람들이 추정하기도 

하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도 있었다. 같은 직장 내 확진자들이 발생

하며 그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며 사생활의 자유

가 침해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정보 공개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3 가명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법적 구제 수단의 부재

공개되는 확진자들의 동선 및 정보를 위에서 언급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념

체계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보들은 대체로 “가명정보”다.31) 확진자의 주민등록번

29)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2015년 5월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가 등장하였고 국내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
었다. 

30) 최경진(2020), 펜데믹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126



호, 성명과 같은 원본 데이터가 수집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있고, 이 데이터에 “가명처리”를 하

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

한 공개정보를 접한 국민들 대부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

합하더라도 확진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공개된 정보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명정보인 것이다. 굳이 “대부분의 경우”라 포현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공개된 확진자 정

보를 통해 확진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이런 지인

들에게는 공개된 확진자 정보가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의 나에 따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이하 ‘간접식별정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가명

처리를 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될 때에는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에 따라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32)

확진자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

해된 사례가 위와 같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런 정보 공개 행위가 법률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

다. 관련된 법률에는 감염병예방법 제 34조의 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가 있다. 먼저 감염

병예방법 제 34조의 2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환자의 이동경

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인터넷,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

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

는 개인정보”에는 해당 법률 제 3장에서 제 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상당 부분 적용 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배

제 규정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확진자 동선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만큼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법률상 정보의 공개 역시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34)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배제되는 포괄적 규정들에 정보주체

31)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정의) 2항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
공, 편집, 검색, nffur,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2) 이창범, 가명정보에 있어서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의 대상과 범위, 2020년 
5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REPORT

33) 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 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 6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 7장은 개인정보 분쟁조
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34)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1의 2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

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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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U
민감정보 해당 여부 o o
건강정보 처리 가능 여부 o o
정보주체 권리 행사 보장 x o
개인정보보호조치 적용 보장 x o
분쟁조정, 단체소송 등 보장 x o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다수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 3장에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한과 가명정보 처리시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장에선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또는 변조 훼손 된 경우의 과징금 부

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제 5장은 그 전체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개

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 및 삭제할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제 39조에는 정보주체가 개

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역시 포괄적 배제 규정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여 유럽의 GDPR의 경우에는 감염병 확진여부 등과 같은 

건강 정보의 처리를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런 유형은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중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특정한 조치

(특히, 직무상의 기밀 준수)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내지 유럽연합 회원국 법률에 의거하여, 회

원국 간의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내지 헬스케어, 의학 제품, 의료 기기의 높은 품

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중 보건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유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35)  우리나라가 공익

의 사유를 위해 예외적으로 정보처리를 허용하는 반면, EU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

적을 위해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포

괄적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법률의 상당부문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배제 방식을 택하지 않기에,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

보주체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된다. 우리나라와 EU의 GDPR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36)

<표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 비교>

 법률상 가명정보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같은 정보 공개

는 가명처리 과정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명처리를 하였음에도, 공개된 정보들을 수용

35) EU GDPR　Article 9 (2) (i)
36) 이진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

가?」, 2020년 2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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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에 따라 확진자가 실제로 누군지 식별할 수 있게 되며,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지만, 정작 

정보주체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규정들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

히 필요한 경우”라는 상황 하에 적용이 배제되었다.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많은 규정들

이 포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정보 처리자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고, 결국 정보주체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5. 결론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

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결국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보고자 한 시도였다. 가명처리를 하면 특정 정보주체와 가명정보 사이의 연결성이 대체로 

끊어지기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가명처리를 한 정보

를 활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매번 받지 않아도 되니 산업계는 엄격한 규제로부터 상

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복수의 부처로부터 발간되던 가이드라인들이 법과 충

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실제 입

법 과정을 살펴본 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도록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긴급성 때문에 법률의 조항 및 법률 간 정합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한 채 법이 

통과된 면이 없지 않았다. 이후,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들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법적인 수단을 분석했으나, EU와 달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기에, 이들

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구제할 법적인 수단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명처리를 한 것

만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는 반례라 할 수 있다. 미

처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사례는, 가명처리의 행위 중 

하나로 포함되는 ‘공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규제 및 보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COVID-19 사태에서 더 나아가 가명정보에 관해 보다 포괄적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구체적인 환경과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이

번 펜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충분히 세부적인 제도의 설

계가 없다면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유의

미한 것이며, 가명정보의 활용 그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상당히 빈약하다. 하지만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연관된 행위자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의 설계의 고안이 더 필요하다.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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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처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OVID-19 사태에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공개는 가명처리된 

특정 환자의 이동경로를 밝히는 기존의 방법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와, 그들의 방문 시간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국민들

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확진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다.37)

<그림 3. 확진자 정보 공개 대안>

      

 

이와 같이 보다 프라이버시권에 더 민감한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명정

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7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다. 적

용이 배제되는 규정들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가운데에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명시

한 규정들이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진 않더라도, 정보주체

가 이후 처리 정지를 요청할 옵트-아웃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 역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권과 가명정보의 관계에 관해 다룬 논문이다.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에는 데이터 활용 및 보호가 시장 독점 및 공정경쟁 저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경쟁 기업 및 중소기

업에게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가 자칫하면 이러한 거대 기

업들이 데이터 시장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프라이

버시권 보호와 더불어 데이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역시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법률의 정비 및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 

37) 박상철, “이동경로 추적·공개: 국내외 법적평가”, 한국인공지능법학회·AI정책포럼, 2020.06.25

11/30 9:00 빽다방커피 고속터미널점

      12:00 올리브영 고속터미널점

      18:00 반디앤루니스 신세계센트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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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로 바라본 한국 지방분권:

2016년~2020년의 현황을 중심으로

Decentralization in Korea Analyzed via Politics of

Conflict, Position-Taking, and Blame Avoidance:

Centered on the Current Affairs from 2016 to 2020

제출자: 한준엽(2017-15015)

초 록

본 연구는 2016년~2020년까지의 한국 지방분권 현황을 샷슈나이더의 갈등

의 정치ᆞ메이휴의 입장 표명의 정치ᆞ위버의 비난 회피의 정치를 통해 조망

하는 목적을 갖는다. 한국정치에서 지방분권 의제는 정치 엘리트의 폭넓은 지

지를 바탕에 둠에도 괄목할만한 진척을 일궈내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ᆞ입장 표명ᆞ비난 회피의 정치는 이러한 정치적 

현황에 적절한 이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샷슈나이더ᆞ메이휴ᆞ위버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거친 후, 근래 한국정치에서 펼쳐진 지방분권의 동학을 조망한다. 이 과

정에서 갈등ᆞ입장 표명ᆞ비난 회피의 정치 기제가 분권화에 대한 정치 엘리

트의 지지 및 부진한 개혁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위 정치 양상들 간의 유기적

인 스키마 – 즉, 하나의 순차적 모델이 도출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미래의 건

실한 정책 착수를 위해 분권화에 동반되는 고효용ᆞ고비용의 유인 구조를 개

선할 필요를 언급하며, 미국 티파티 운동에 주목해 한국 지방분권에 이익 집단

의 정치를 적용하는 작업을 향후의 연구 과제로 상정한다.

주제어: 한국정치, 지방분권, 갈등의 정치, 입장 표명의 정치, 
비난 회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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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문제ㆍ연구의 필요성ㆍ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현황을 샷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

의 갈등의 정치(Politics of Conflict), 메이휴(David Mayhew)의 입장 표

명의 정치(Politics of Position-Taking), 위버(R. Kent Weaver)의 비난

회피의 정치(Politics of Blame Avoidance)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목적을

갖는다.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정치에서 꾸준

히 제기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역설하고1) 최근에는 ‘지역 뉴딜’이라는 수사를 꺼내드는 등2) 분권화 기

조를 이어나가는 현황이다. 이처럼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지방분

권에 대한 필요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

근혜ㆍ문재인 정부는 분권화 의제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고 평가된다.3) 여전히 여러 교육ㆍ의료 기관 및 대기업ㆍ산업체가 수

도권에 편중되는 현실이나4) 행정ㆍ재정 권한의 80% 수준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5) 국민의 정부 이후 20

여 년간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미진한 한국 지방분권의 현황은 언 듯 보기에 굉장히 역설적

1) 윤태웅.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경남발전, 제141

권, 2018, pp. 13.

2) “[연합시론] 지역 뉴딜, 효율적 추진으로 '균형발전' 디딤돌 되길”, 연합뉴스,

2020. 10. 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40300022

3) 김순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월간 공공정책, 제155권, 2018, pp. 11.
4) 박인수.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 모색”, 공법연구, 제46집 제2호, 2017, pp.

157.

5) 윤태웅.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경남발전, 제141

권, 2018,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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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청와대와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 엘리트가 진보ㆍ보수의 이념적 스

펙트럼과 무관하게 지방분권에 대한 찬성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효과적인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

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분권화의 필요에 대한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었

음에도 개혁의 부재가 지적되는 현상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

는 한국 지방분권의 이러한 독특성을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

치 개념을 도입하여 명료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갈등의 정치 및 입장 표명의 정치라는 두 범주를 활용하여 한국정치 엘

리트가 지방분권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규명하며, 비난 회피의 정치를

활용해 분권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과물이 산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분권이라는 의제에 갈등

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상호 연동되는지를

밝히며, 이 과정에서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는 하나의 유기

적인 기제 – 즉, 스키마(schema)로 체계화된다.

본 연구는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를 심층적으로

살피기 위해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가 심화하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6)

2020년 현재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상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제20대, 제21

대 국회 및 한국정치의 근황과 연관한 여러 자료를 살피는 일은 한국 지

방분권의 현황을 조망하는 목적과 알맞게 호응하며, 갈등ㆍ입장 표명ㆍ

비난 회피의 정치가 현실에서 발현되는 양태를 살피는 데에도 적실성을

갖는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다음의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 우선, 본 연구는 한

국 지방분권의 현실을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라는 개념적

6) 2016년 10월 말,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격화되었고, 그 결과로 2017년 탄핵 정국이 형성되며 문재인이 대통령

으로 취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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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통해 규명한다. 이처럼 한국 지방분권을 적절히 개념화하여 분석

하는 과제는 한국정치에서 일어나는 정치 엘리트의 행동 양태를 파악하

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이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회 행태

(congressional behavior) 연구가 다소 부진한 한국정치학계에7) 대해서도

모종의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미래

의 건실한 개혁을 일궈내는 데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 4 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도출하기 위한 유인 구조

조정과 미국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이 동반한 이익 집단의

정치에 주목하며, 이러한 고민은 향후 정책과 건실한 분권화 개혁을 모

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현재 분권화의

실정을 살필 수 있는 여러 논문ㆍ기사ㆍ정부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과제

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를 적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샷슈나이더ㆍ메이휴ㆍ위버의 이론을 차례로

분석한다. 더불어,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기제가 미국 의회

행태 분석의 전통에서 제기되었기에, 이를 한국정치의 맥락에 접목하기

위한 정밀한 문헌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는 샷슈나이더ㆍ메이휴

ㆍ위버의 해석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도록 구

성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을 적절히 조망하기 위해 샷슈나이더의 갈등

7) 강혜원ㆍ하연섭.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한국행정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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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메이휴의 입장 표명의 정치, 위버의 비난 회피의 정치 개념을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정치학계는 수년간 의회 행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샷슈나이더ㆍ메이휴ㆍ위버의 작업 역시 이러

한 학문적 전통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제 2 장」은 갈등ㆍ입

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의 이론적 배경을 각각 검토함으로써 해당 개

념들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어떤 적실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제 2 장」은 팔레티(Tulia Falleti)의 순차적 분권화 이론(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을 추가로 소개하여 한국 지방분권이 당면한

과제를 명료화한다.

제 1 절. 샷슈나이더의 갈등의 정치

우선, 샷슈나이더는 갈등(conflict)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치의 본질을

조망한다.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샷슈나

이더는 정치가 마치 ‘싸움’과 같다고 설명하며, 이 맥락에서의 싸움은 본

래 당사자들뿐 아니라 구경꾼들까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길거리 싸

움의 양상을 띤다.8) 이러한 길거리 싸움에 대한 은유는 현대 정당 정치

에 대한 샷슈나이더의 통찰을 잘 나타내는데, 실제로 오늘날 대중정당은

갈등의 이슈를 조장해 유권자 사이에 균열을 형성하고 지지층을 결집하

는 전략9) - 즉, 갈등의 정치를 빈번하게 전개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

한 논점으로 대두하는 지점이 갈등의 전염성(contagiousness)이다.10) 유

권자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많은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이슈

는 시민 사회에 대한 전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갈등의 이슈가 얼

마나 강렬하고(intense) 가시적인(visible)지에 따라 기존의 정치적 배열

8) 백창재ㆍ정하용. “정당과 유권자: 샷슈나이더 이론의 재조명”,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2016, pp. 10.

9) 백창재ㆍ정하용. “정당과 유권자: 샷슈나이더 이론의 재조명”,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2016, pp. 10.

10) 백창재. “샷슈나이더의 정치이론에 대한 소고: 현대 미국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7집, 2012,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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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동을 겪을 수 있다.11)

갈등의 정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성공적인 갈등 이슈는 당파적 균

열을 일으키며, 선거에서 정치인의 당락과 정당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으로 상정된다. 예컨대,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동성애ㆍ낙태ㆍ

총기 규제 등에 대한 목소리가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로부터 도래한 민주ㆍ공화 양당 사이의 격렬한 갈등은 ‘문화전쟁(Culture

War)’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미국 유권자 전반을 양극화(polarize)하는 결

과를 낳았다.12) 샷슈나이더의 관점에서 동성애ㆍ낙태 등을 포함해 20세

기 말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일련의 문화전쟁은 양당 사이의 치열했던 갈

등의 정치 양태가 전면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상정된다. 2016년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ㆍ인종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anti-political correctness, anti-PC)’ 발언을 통해 유권자

를 분열ㆍ규합하여 백악관에 입성했던 사례 역시 문화전쟁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13) 이처럼 갈등의 정치는 오늘날 미국정치에 대해서도

설명력을 지닌다.

갈등의 정치는 비단 미국정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결코 아니며, 정

당이 주도적으로 유권자를 동원할 유인이 존재하는 어느 민주 정체에서

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을 중요한 선거 이슈로 제시했었

는데,14) 특히 선거 직후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11) 백창재. “샷슈나이더의 정치이론에 대한 소고: 현대 미국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7집, 2012, pp. 151.
12) Jacoby, William G. “Is There a Culture War? Conflicting Value

Structures in American Public Opin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8, No. 4, 2014, pp. 755~756.
13) Scatamburlo-D’Annibale, Valerie. “The ‘Culture Wars’ Reloaded: Trump,

Anti-Political Correctness and the Right’s ‘Free Speech’ Hypocrisy,” Journal

for Critical Education Policy Studies, Vol. 17, No. 1, 2019, pp. 70~72.
14) 전예진ㆍ은정진. “문재인 "적폐청산해 국민통합…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

의 대결"”, 한국경제, 2017. 4. 3.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403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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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 20%가 적폐 청산 때문에 그를 지지했다고 답변하면서, 정권

교체(17%)ㆍ이미지(14%)ㆍ능력(6%) 등을 넘어 적폐 청산의 의지가 현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인으로 지목되었다.15) 반면, 적폐

청산 이슈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방향

성에 반기를 들면서 명백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16) 이런 정황을 염두

에 둔다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과 홍준표 후

보의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 이슈를 통해 유권자를 분열하고 지지자를

결집하는 갈등의 정치 기제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고, 갈등의 정치

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인과적으

로 포스트-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제 2 절. 메이휴의 입장 표명의 정치

둘째, 메이휴는 입장 표명(position-taking)이라는 화두를 통해 정치 엘

리트의 행태를 정리한다. 미국정치학의 고전으로 널리 여겨지는 메이휴

의 『의회선거 커넥션(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은17) 의회

구성원의 집합적 양태를 분석하면서 의원들을 오직 재선(再選)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존재들로 가정한다.18) 재선을 위해 의원들은 유권자가 바

라는 의견에 찬동하는 행태를 보이며, 메이휴는 이를 ‘입장 표명’이라고

명명한다.19) 입장 표명은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링(signaling) 역

15)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후 조사”, 갤럽리포트, 2017. 5. 1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1

16) 전종선. “[대선토론] 홍준표 “나 화형당하겠네”...문재인 “적폐 청산한다는

것””, 서울경제, 2017. 5. 2.

https://m.sedaily.com/NewsView/1OFRN3D33Z/

17) 서정건. “미국 의회 대의(代議)와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2호, 2015, pp.

313~314.

18) 서정건. “미국 의회 대의(代議)와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2호, 2015, pp.

313~314.

19) Jones, David R. “Position Taking and Position Avoidance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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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기에,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 표명을 이행할 경우 의

원은 상당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20)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

는 선거에서 자신의 당락을 결정할만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권자

의 뜻에 맞추어 유연하고(flexible)21)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과거 행태주의 혁명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두로 크게 각광받았던 메

이휴의 이론은22) 현대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도 여전한 혜안을 제공한다.

이는 의원ㆍ도지사ㆍ대통령 등을 막론하고, 민의에 의한 선출을 염두에

두는 정치 행위자의 행위 동기를 결정하는 데에 선거 결과가 다른 어떤

동기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 10

월 11일 미국 부통령 토론회 당시 공화당의 폴 라이언(Paul Ryan) 부통

령 후보는 빈곤을 해결하여 중산층을 확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

다.23) 이에 대해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부통령은 피상적인

주장을 넘어 빈곤 문제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라이언 후보에게 촉구하였다.24) 라이언의 발언은 입장 표명의 정치

Senat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3, 2003, pp. 853.
20) Jones, David R. “Position Taking and Position Avoidance in the U.S.

Senat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3, 2003, pp. 853.
21) Jones, David R. “Position Taking and Position Avoidance in the U.S.

Senat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3, 2003, pp. 855.
22) 서정건. “미국 의회 대의(代議)와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2호, 2015, pp.

314.

23) 토론회 당시 라이언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We want to get people out

of poverty, in the middle class, onto a life of self-sufficiency.”

Balz, Dan and Phillip Rucker. “Biden, Ryan trade sharp words on foreign

policy, economy during vice-presidential debate,” The Washington Post, Oct.

12, 201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decision2012/biden-ryan-debate-featu

res-two-washington-veterans-with-very-different-styles/2012/10/11/6f24b4fa-

13d4-11e2-bf18-a8a596df4bee_story.html

24) 바이든은 라이언에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Stop talking about how you

care about people. Show me something. Show me a policy. Show 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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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한 예시인데, 빈곤 문제 해결이나 중산층 확보 같은 포부는 미국

의 어떤 유권자라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바이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라이언의 언급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했

는데, 이는 라이언의 발언이 유권자의 선호에 반하지 않는 원론적 차원

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태 역시 메이휴의 이론에 알맞게 들어

맞는다.

입장 표명의 정치는 한국정치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컨대,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은 한국정치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왔던 의제이다. 그러나 사실 경제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ㆍ법안

의 제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위험 부담을 증대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 – 예컨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주장 등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제19대 대선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언급했지만, 이

들의 담론에서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철학’은 잘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대두한

바 있다.25) 이러한 예시는 입장 표명의 정치가 비교정치학적으로 지역과

이슈를 넘나들며 벌어질 수 있는 행태임을 시사한다.

제 3 절. 위버의 비난 회피의 정치

policy where you can take responsibility.”

Balz, Dan and Phillip Rucker. “Biden, Ryan trade sharp words on foreign

policy, economy during vice-presidential debate,” The Washington Post, Oct.

12, 201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decision2012/biden-ryan-debate-featu

res-two-washington-veterans-with-very-different-styles/2012/10/11/6f24b4fa-

13d4-11e2-bf18-a8a596df4bee_story.html

25) 변지민. “10대 공약에 ‘4차 산업혁명’ 없는 대선후보는 누구?”, 동아사이언

스, 2017. 4. 25.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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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버는 비난 회피(blame avoidance) 개념을 통해 정치 엘리트의

행동 양식을 탐구하는데,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에서 그는

정책 효과의 효용과 비용 분석을 통해 행위자 양태를 명료화한다. 위버

에 의하면 정책 효과의 유형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저효용ㆍ저비용, 고

효용ㆍ저비용, 저효용ㆍ고비용, 고효용ㆍ고비용이 그것이다.26) 정책이 양

산하는 이 4가지 효용ㆍ비용의 성격에 따라 행위자의 유인이 달라져 종

국에는 상이한 행동 양상을 낳는다.27) 우선, 저효용ㆍ저비용의 경우 많

은 이권을 동반하지 않기에, 이런 부류의 정책에 당면한 정치 엘리트는

보다 자유로운 선택권을 향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효용ㆍ저비용의

경우에는 공치사(credit-claiming)의 정치가 유도되는데,28) 이는 비용에

비해 효용이 높은 정책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순효용 증대 정책을 집행한 공을 본인에게 돌리는 공치사가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반면, 저효용ㆍ고비용의 유형에서는 상이

한 유형의 공치사가 등장하는데, 정치 엘리트가 순효용을 낮추는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방안에 자신의 공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변형된 형태의

공치사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29) 마지막으로, 고효용ㆍ고비용을 동반

하는 정책의 경우, 우리 논의와 밀접히 관련되는 비난 회피의 정치가 나

타난다. 고효용ㆍ고비용의 정책은 한편으로 특정 부문에 대해서 효용을

증대하지만,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증대한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유권자는 본인을 향한 비용 증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30) 이때 비용을

대폭 증대하는 고효용ㆍ고비용 정책의 경우, 입안자에 대한 극렬한 비난

26)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79.
27)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72.
28)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78.
29)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78~379.
30)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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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me)을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제약 하의 정치 엘리트는 정

책 집행을 통해 고효용이 수반됨을 알면서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

려는 반응을 보이며(passing the buck),31) 결국 비난 회피와 정책적 성

과의 부재를 유도한다.

고효용이 동반될 것을 알면서도 고비용이 발생될 점 역시 분명하기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비난 회피의 정치는 미국정치의 여러 지점

에서 확인되는데, 미국 의료제도 개혁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비록 오바

마케어(Obamacare) 정책에 대해서 양당이 의견 대립을 보였더라도, 대

중을 위한 적당한 의료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민

주ㆍ공화당은 분명한 공감대를 가졌다. 예컨대, 처방 약물의 가격 인하ㆍ

의료 연구 지원ㆍ오피오이드 사태(Opioid Crisis) 해결 등의 이슈에 대해

서 양당은 비슷한 목소리를 냈었는데,32) 그럼에도 미국 의료 제도 개혁

의 문제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황이다. 이런 적체는 국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도 형성되

어있기는 하지만, 개혁이 집행될 경우 의료 보험사를 비롯한 여러 로비

집단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33) 새로운 제도를 연방ㆍ지방정부 차원

에서 신설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 것이 틀림없기에34) 발생하는 현상

이다. 다시 말해, 고효용ㆍ고비용의 제약 속에서 정치 엘리트는 본인의

책임을 의식하여 효과적인 정책 입안에 이바지하지 못하며, 이런 이유로

31)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86.
32) King, Robert and Kimberly Leonard. “Where Republicans and Democrats

agree on healthcare,” Washington Examiner, Oct. 2, 2017.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where-republicans-and-democrats-agre

e-on-healthcare

33) Dyer, Owen. “America’s first single payer system,” BMJ :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48, 2014, pp. 2.
34) Williams, Malcom V. et al. Assessing the Role of State and Local

Public Health in Outreach and Enrollment for Expanded Coverage: Seven

Case Studies from Local and State Health Departments, RAND Corporation,

2016,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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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미국 의료 개혁의 획기적인 진전은 아직 요원하다.

갈등ㆍ입장 표명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비난

회피의 정치는 미국정치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이는 위버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35) 예컨대, 한국에서도 비난 회피의 정치 사례는 여

러 부문에서 확인되며, 재벌 개혁 문제가 대표적이다. 선거철마다 재벌

개혁은 후보들의 공약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맥락에서 재벌

구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였고, 재벌 개혁을 통해 국민의 효

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지점으로부터 정치 엘리트 사이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들 간에

특별한 차이가 돋보이지 않으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논의를 되풀

이하는 수준에 그칠 따름이다.36) 재벌 개혁이 강력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용 증대로 인해 큰 성과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37) 인지하는 정

치 엘리트는 고효용ㆍ고비용의 상황에서 변화의 필요는 주지하지만, 획

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위버의 비난 회피의 정치로 적절히 설명되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제 4 절. 팔레티의 순차적 분권화 이론

마지막으로, 팔레티는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한

혜안을 제공한다. “A 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 Latin

Americ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에서 팔레티는 라틴아메리

카 지방분권을 분석하며, 각국이 행정적 분권화(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 F), 정치적

분권화(political decentralization, P)를 염두에 둔다고 설명한다.38) 구체적

35)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6, No. 4, 1986, pp. 390.
36) 이지수.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을 보면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55권, 2012, pp. 92.
37) 이지수.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을 보면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55권, 2012,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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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팔레티는 AㆍFㆍP가 진척되는 순서에 따라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

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분권화 작업을 하나의 순차적인 과정(sequential

process)으로 바라본다. 예컨대, 순차적 분권화 이론은 지방분권의 순서

를 PㆍFㆍA로 가져간 콜럼비아가 중앙ㆍ지방의 균형이 잘 잡힌 분권화

를 실현한 반면,39) AㆍFㆍP의 순서를 채택한 아르헨티나는 그러하지 못

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40)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팔레티의 연구는 지방분권의 명백한 효용에

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여러 지점에서 대두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은 대내적으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41) – 다시 말해, 국민 효용을 증대하기 위해 분권

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지방분권에는 PㆍFㆍA의 도입 절차에 관한 세부

적인 실천을 강구해야 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순차적

분권화 이론을 통해 입증되는 셈이다. 이러한 발견은 분권화 과정이 고

효용ㆍ고비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뒷받침하며, 한국 지방

분권이 비난 회피의 정치로 설명될 가능성을 추가로 방증한다.

제 3 장. 연구 결과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및 순차적 분권화 이론은 한국 지

38) Falleti, Tulia G. “A 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 Latin

Americ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2005, pp. 329.
39) Falleti, Tulia G. “A 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 Latin

Americ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2005, pp. 338~340.
40) Falleti, Tulia G. “A 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 Latin

Americ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2005, pp. 340~343.
41) Falleti, Tulia G. “A Sequential Theory of Decentralization: Latin

American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2005, p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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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분권의 현황을 명증하는 중요한 분석 도구로 작용한다. 위 개념들을

활용해 본 연구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정치를 조망하면서 문

재인 정부와 제20대, 제21대 국회의 지방분권 성과 부재에 주목한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가 어떤 과정을

매개로 현대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지방분권 이슈와 연관되는지 알아보

며, 세 가지 정치 행태가 형성하는 하나의 스키마 – 즉, 순차적 모델을

도출한다.

제 1 절. 갈등의 정치와 한국 지방분권: 국민 여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선, 한국 지방분권 개혁의 부진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갈등의

정치를 활용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맥락

에서 갈등의 정치와 지방분권은 국민 여론의 동향을 매개로 깊은 연관을

갖는다.

최근의 국민 여론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일방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과 미약한 반대로 표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일방향성은 2016년 말 본격적으로 발발했던 박근혜ㆍ최순실게이

트 이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차재권ㆍ주인석의 지역별 여론

차이 분석에서는 2016년 6월과 같은 해 12월을 비교했을 때,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지방분권 찬성 의사의 증대가 확인되며,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을 비교했을 때는 호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찬성 의사

가 증폭되어 모든 지역에서 70% 이상의 비율을 확보했음이 드러난다.42)

이러한 추세는 2017년과 2018년을 걸쳐 이어졌으며, 2017년 11월 한길리

서치의 조사에서 지방분권의 필요를 역설한 피조사자의 비율이 81.6%에

다다랐다는 점43) 및 2018년 6월의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42) 차재권ㆍ주인석.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국민여론의

차이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21권 2호, 2018, pp. 141~142.

43)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국민여론조사보고서”, 한길리서치, 2017, p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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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 강화 의견이 51.1%였던 데에 비해 축소 의견은 고작 14.2%였다

는 사실이44)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의 일방향성을 입증하는 몇 가지 자

료이다.

이러한 일방향성은 갈등의 정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방분권이

유권자에 대해 높은 전염성을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갈등의 정치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제기하는

이슈가 유권자 사이에 명확한 균열을 발생시켜야 하며, 20세기 말 미국

의 동성애ㆍ낙태 이슈나 근래 한국의 적폐 청산 이슈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혁에 대해 이처

럼 여론이 찬성 입장으로 일방향성을 보일 경우, 분권화에 대한 반대 입

장을 내세우는 정치 엘리트는 유권자 사이에 ‘잘못된’ 균열 형성을 시도

하는 것이며, 선거에서 필패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로, 현

대 한국정치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갈등 전염을 위한 이슈로 대두하기 어

려우며, 지방분권과 관련한 갈등의 정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제 2 절. 입장 표명의 정치와 한국 지방분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지가 전제된 상황에서 입장 표명 정치

의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박근혜의 부정이

전면으로 드러난 이후 치러졌던 제19대 대선을 중심으로 입장 표명의 정

치의 작용을 알아본다.

2017년 5월 여론이 지방분권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갈등의 정치는 일어나기 어려웠고, 오히려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 힘을 다했다. 메

이휴의 관점에서 당시 주요 후보였던 문재인ㆍ홍준표ㆍ안철수ㆍ유승민ㆍ

44) 문화체육관광부. “6월 주요정책 시계열 조사(현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2018,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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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모두 지방분권에 대한 일관적인 찬성 의지를 표명했던 것은 유

권자와 선거 커넥션을 형성하려는 유인이 발현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 걸쳐 전통적으로 한국정치에 중요한 입

지를 가진 지방분권 이슈가45) 국민 여론의 일방적인 지지까지 등에 업

어 입장 표명의 정치가 성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찬성 의사는 당시 공식

정책공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

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을 대표했던 각 후보는 본인의 약속을 정책공약집

을 통해 요약했는데, 이 자료에 담긴 공약은 각 후보와 소속 정당의 입

장을 대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분권화 공약 역시 정책공약집에 담

겨 유권자에게 유포된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

기되었던 논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제로 재정분권ㆍ세

종시 위상 강화ㆍ지방의회 입법권 강화ㆍ지방으로의 사무 이양ㆍ‘제왕적’

대통령제 개혁ㆍ자치경찰제 확대ㆍ국민소환ㆍ지방분권 개헌 등이 상정된

다. 이 같은 세부적인 의제에 대해 정책공약집에 근거하여46) 정리한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다음의 표로 정리된다.47)

45) 신진욱ㆍ서준상.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2016, pp. 62.

46)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2017. 5. 1.

http://manifesto.or.kr/?p=5106

47) 관련 자료는 「부록」에 자세히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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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재정분권 o o o o o
세종시 

위상 강화
o o o o o

지방 
입법권
강화

o o o - o

지방으로의 
사무 이양

o o o - o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o o o o o

자치경찰제 
확대

o o - - o

국민소환 o o o o o
지방분권과 

개헌
o o o o o

표 1.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근거한 주요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정당의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대

부분의 공약에서 비슷한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는 지방분권에 대해

입장 표명의 정치 기제가 활발히 작동했음을 방증하는 주요 근거이다.

특히, 재정분권ㆍ세종시 위상 강화ㆍ‘제왕적’ 대통령제 개혁ㆍ국민소환ㆍ

지방분권과 개헌 이슈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지방분권 의제 전 영역에 걸쳐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 역시 돋보

인다. 더불어, 「부록」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후보의 입장 표

명은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에 그칠 뿐, 통계ㆍ수치를 구체적

으로 활용한 정책 청사진이나 실천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적으로 표명하지는 않는데, 이 역시 메이휴가 제기했던 입장 표명 정치

의 시그널링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봤을 때, 국민

여론의 일방향성으로 갈등의 정치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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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갖는 이슈인 한국 지방분권의 경우, 정치 엘리트는 유권자와

선거 커넥션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보이는 입장 표명

의 정치를 활용할 유인이 충분했고, 제19대 대선에서 확인된 후보들의

행태는 이런 발견을 명증한다.

제 3 절. 비난 회피의 정치와 한국 지방분권: 문재인

정부와 제20대ㆍ제21대 국회의 성과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분권 이슈와 관련해 갈등의 정치가 부재하고 입장 표명의 정

치는 활발히 작동하는 상황에서 제19대 대선이 치러졌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대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

권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1월 23일 정순관 위원장을 필두로 대통령소

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48) 해당 기관은 현재까지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 및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성과는 미진한 현황이며, 성과 부재에 대한 비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49)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의 2019년 기

고문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

거나 유보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명기함으로

써50) 2017년 5월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분권화에 관한 별다른

48) “[출범식]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 본격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회, 2018. 2. 2.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5975&goto_page=5&PID=no

tice&select_tab=

49) 김광수. “전국 지방분권 단체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의지 비판”, 한겨레,

2018. 8. 1.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55739.html

50) 정정화. “문재인 정부 2주년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원회, 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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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

민국 입법부로까지 확장된다. 특히, 2019년 제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을 비롯해 경찰법 등의 법안 개정 처리를 보류했는데,51) 지방분

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정치 엘리트 사이에 퍼져있음에도 신속한 처

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굉장히 곤란한 행태

이다. 제19대 대선에서 지방분권의 여러 의제에 찬성했던 유승민과 심상

정이 제20대 국회에 남아있었고, 일선에서 물러난 홍준표와 안철수와 관

련해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그들의 공약이 소속 정당의 의사를 충분히 반

영한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지방분권 개혁의 역설은 더욱 뚜렷해진

다. 2020년 출범한 제21대 국회의 사정도 현재까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

데, 특히 제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6

월 30일에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52) 마찬가지

로 제20대 국회가 표결하지 못한 자치경찰제도 아직 처리되어야 하는 실

정이다.53) 제21대 국회가 출범한지 아직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홀로 174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54) 지방분

권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해당 의제에 괄목할만

한 개혁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이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비난 회피의 정치는 우리에게 적실한 설명을 제공한다.

앞서 팔레티의 순차적 분권화 이론은 비교정치학적으로 지방분권 과제가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331&PID=data

51) 하민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통과 촉구”, 경남일보, 2019 11. 27.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856

52)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

24, 2020. 7. 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99463?hideurl=N

53) 김충신. “[분권레터]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동향과 전망”,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 2020. 9. 8.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8/view.do?nttId=12946&menuNo=200088

54) “의석수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20. 10. 20.

https://www.assembly.go.kr/memCond/hnumseat.do

152



고효용ㆍ고비용을 동반한다는 입증했는데, 이는 한국정치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지방분권의 비용은 순차적 분권화 이론에 비춰보았을 때 PㆍF

ㆍA의 순서를 미세조정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러

제도적 차원의 조치를 새로이 취해야 한다는 점 역시 큰 부담으로 떠오

른다. 예컨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헌법 질서가 필

요할지의 논의,55)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의 비용 충당에

대한 규정,56) 지방 재정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과 갈등57) 등

은 모두 정치적 비용의 일부이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분권화 작업의

필요에 대해 정치 엘리트 다수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일

어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고효용ㆍ고비용의 성격을

갖는 한국 지방분권에 대해 정치 엘리트는 그 효용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개혁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

며, 이는 위버가 주창한 비난 회피의 정치 양상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지방분권과 그 현황이 갈등의 정치 부재ㆍ입장

표명의 정치ㆍ비난 회피의 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련 – 즉, 스키마로써

풀이됨을 알 수 있다.

제 4 절.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

순차적 모델의 도출

2016년 말에서 2020년 현재까지 한국 지방분권 현황을 살핀 결과, 본

연구는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의 유기성을 통해 지방분권

이슈의 폭넓은 지지와 부진한 성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다소 역설

적으로 보였던 한국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행태는 갈등ㆍ입장

55) 조소영.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

권’과 그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 pp.

351~352.

56) 이상해.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 비용보전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4호, 2011, pp. 187~188.
57) 최병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한국경제연구원, 2017,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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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에 대한 순차적 모델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를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

화를 통해 한국정치의 현실을 적절히 분석해낸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

의는 적지 않다.

이처럼 한국 지방분권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는 「제 3 장 – 제 1 절」, 「제 3 장

– 제 2 절」, 「제 3 장 – 제 3 절」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순차적

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갈등ㆍ입장 표명ㆍ비

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를 순서도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차적 모델

이 도출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지방분권 이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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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① 단계에서 갈등의 정치 기제를 거친다. 만약 해당 이슈가 갈등의

전염성이 높아 유권자에 대한 명확한 균열을 일으키고 지지자를 효과적

으로 결집할 수 있었다면 갈등의 정치가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

하는 바와 같이, 한국 지방분권은 국민 여론의 일방향성으로 인해 갈등

의 정치 부재를 겪었다.

둘째, 본 연구는 ②의 입장 표명의 정치 단계에서 제19대 대선을 살펴

보았다. 만약 지방분권이 입장을 표명할 만큼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다면

단지 소멸해버렸을 뿐이었겠지만, 본 연구는 한국정치 맥락에서 원초적

중요성을 가졌던 지방분권 이슈가 국민 여론으로부터 부가적인 추동을

얻었음을 명증했다. 인과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할 만큼 중요해진 지방

분권에 대해 각 대선 후보가 유권자와 선거 커넥션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③은 한국 지방분권이 비난 회피의 정치에 해당하는데, 정

치 엘리트 사이에 분권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

에도 청와대ㆍ국회 모두가 부진한 성과를 보인 원인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만약 지방분권 의제가 고효용ㆍ고비용을 동반하지 않

았다면 – 즉, 저효용ㆍ저비용, 고효용ㆍ저비용, 저효용ㆍ고비용의 부류

에 해당했다면 폭넓은 지지와 부진한 성과에 대한 여집합(餘集合)적 행

태가 나타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순차적 모델은 ①ㆍ②ㆍ③ 단계 기제를 통해 갈등ㆍ입장 표명

ㆍ비난 회피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정리하며, 한

국정치의 맥락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방분권 현황에 대한 높

은 설명력을 갖는다.

제 4 장. 맺음말: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유인 기제의 필요성과 티파티 운동에 대한 주목

지금까지 본 연구는 샷슈나이더의 갈등의 정치ㆍ메이휴의 입장 표명의

정치ㆍ위버의 비난 회피의 정치를 활용해 한국 지방분권의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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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 엘리트의 폭넓은 지지와 부진한 정책 성과

라는 역설적 문제를 살피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양태가 어떻게 한국정치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는지를 살

펴보았고, 종국에는 각 정치 기제를 하나의 스키마 – 즉, 순차적 모델로

정리하면서 논지를 명료화했다. 비록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한

2016년 말부터 2020년 오늘날까지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갈등ㆍ

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와 그 스키마를 통해 한국 지방분권의 역사

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예상하며, 더 나아가 지방분

권을 넘어 다른 의제에도 이를 적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가 한국정치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 제언은 바로 지방분권을 위한 유인 기제의

필요성이다. 「그림 1」의 ③ 단계에서 지방분권이 비난 회피의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고효용ㆍ고비용이라는 특성에 기인하

기 때문이었다. 이런 지점은 효용과 비용에 대한 적당한 조작이 가해졌

을 경우 지방분권이 비난 회피의 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효용과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유인 기제가 요청되는 까닭이다.

정치적인 효용과 비용을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대두하겠지만,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효용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단체 – 즉,

이익 집단과 그들이 발현하는 유인 기제를 통해 분권화에 대한 정치 엘

리트의 소극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의 효용은 그 본질

에서 특정된 소수가 아닌 지역 주민, 국민 전반에 걸쳐 널리 분산된다.

그런데 이때 지방분권에서 비롯하는 효용에 보다 강력하게 연동된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 구성원은 다른 국민들보다 분권화 이슈에서의 가

시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지방분권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정치 엘리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권화의 달성으로 부가

적 효용을 느끼는 이익 집단의 형성은 본래 분산적이었던 지방분권의 효

용을 특정 유권자 집단에 집중하는 유인 기제의 변동을 낳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지방분권은 고효용ㆍ고비용을 산출하지만, 정책 효용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이익 집단의 대두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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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할 이유를 제공하며, 이는 미진한 성과를 동반하는 비난 회피의

정치를 종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익 집단이 정치 엘리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은 널리 연구

된 바 있으며,58) 특히 분권화와 연관해서 최근 미국 티파티 운동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의 티파티 운동이 미국정치에 개진했던 이슈에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연구와 연관해서는 티파티가 반정부

(anti-government)ㆍ친주권(親州權, pro-state)의 이념을 표방했다는 사

실이 상당히 흥미롭다.59) 개별 주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정

부의 영향력을 격상하겠다는 분권화의 움직임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

권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도 맞닿아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교정치학자 스카치폴(Theda Skocpol)을 비롯한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 민의를 동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티파티

운동은60) 랜드 폴(Rand Paul)ㆍ세라 페일린(Sarah Palin)61) 등과 결부되

면서 연방정부의 여러 정책을 저지하는 데에 성공했고, 특히 오바마 행

정부의 의료 개혁을 방해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62) 다시 말해, 연

58) Calise, Mauro and Theodore J. Lowi. “Hyperpolitics: Hypertext, Concepts,

and Theory-Making,”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1, No. 3,

2000, pp. 291.

59) Havercroft, Jonathan and Justin Murphy. “Is the Tea Party Libertarian,

Authoritarian, or Something El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9, No. 3,

pp. 1034.

60) Havercroft, Jonathan and Justin Murphy. “Is the Tea Party Libertarian,

Authoritarian, or Something El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9, No. 3,

pp. 1021.

61) Williamson, Vanessa et al.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 Conservatism,” Perspective on Politics, Vol. 9, No. 1, 2011, pp.

38.

62) Mayer, Martin et al. “Partisan politics or public-health need?: An

empirical analysis of state choice during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Affordable Care Act,” Politics and the Life Sciences, Vol. 34, No. 2, 201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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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민간의 열망이 정치 엘리트의 행태

와 연동되는 과정에서 티파티 운동은 강한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다

시 말해, 티파티 운동과 연관된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

단을 대변하고자 하는 분명한 유인을 가졌으며, 정치 엘리트와 분권화의

효용이 집중되는 티파티 사이에 형성된 유인 구조는 주권(州權)을 보장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비록 티파티 운동이 부유한 개인과 거대 기업에 의해 후원되는 등 진

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존재하지만,63) 티파티

가 연방정부의 개입을 저해하는 유권자의 집단적 동원을 촉진했다는 점

에는 이견이 있기 어려우며, 이처럼 근래 미국에서 확인되는 이익 집단

의 정치는 한국 지방분권의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여러 물음을 제

기한다. 예컨대, 과연 한국 지방분권의 맥락에서 고효용ㆍ고비용의 비난

회피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한 이익 집단 형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 이익 집단의 자생적 촉진이 어렵다면, 정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한국에 분권화를 위한 이익 집

단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티파티처럼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유인 구조의 조정 및 이익 집단의

정치에 대한 고민은 갈등ㆍ입장 표명ㆍ비난 회피의 정치 스키마의 연장

선에서 한국 지방분권의 건실한 추진을 위한 향후 연구 과제의 하나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3) Havercroft, Jonathan and Justin Murphy. “Is the Tea Party Libertarian,

Authoritarian, or Something El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9, No. 3,

pp.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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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재정분권 o o o o o
세종시 

위상 강화
o o o o o

지방 
입법권
강화

o o o - o

지방으로의 
사무 이양

o o o - o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o o o o o

자치경찰제 
확대

o o - - o

국민소환 o o o o o
지방분권과 

개헌
o o o o o

표 1.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근거한 주요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부록

다섯 개 주요 정당과 후보가 피력한 지방분권 공약의 나열은 모두 한

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개시된 각 정당ㆍ후보의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집”에 의거하였다.64)

1. 재정분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

권을 추진하겠습니다.’ pp. 131.

자유한국당: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pp. 220.

64) “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2017. 5. 1.

http://manifesto.or.kr/?p=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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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pp. 181.

바른정당: ‘지방의회의 인사ㆍ재정 독립.’ pp. 231.

정의당: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pp. 323.

2. 세종시 위상 강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

다.’ pp. 133.

자유한국당: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pp. 216.

국민의당: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습니다.’

pp. 182.

바른정당: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로서의 행

정기능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인프라 구축이 적시에 이뤄져

야 합니다.’ pp. 270.

정의당: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임.’ pp. 367.

3. 지방입법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 의회제도 마련.’ pp. 130.

자유한국당: ‘자치입법권 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지방분권 실현).’ pp. 215.

국민의당: ‘자치입법권의 확대 -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pp. 179.

바른정당: -

정의당: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pp. 324.

4. 지방으로의 사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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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

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pp. 130.

자유한국당: ‘국가사무의과감한 지방이양.’ pp. 220.

국민의당: ‘권한과 사무의 대폭 이양과 재원 이전.’ pp. 179.

바른정당: -

정의당: ‘사무체계 개선 및 과감한 사무 이양.’ pp. 326.

5.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더불어민주당: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

에 협치를 도모.’ pp. 24.

자유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

시대 마감.’ pp. 215.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

니다.’ pp. 169.

바른정당: ‘군림하지 않는 ‘협치형’ 대통령.’ pp. 219.

정의당: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가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극도로 중앙집권

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꿔

야 합니다.’ pp. 367.

6. 자치경찰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pp. 29.

자유한국당: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시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치안서비

스를 강화하겠습니다.’ pp. 222.

국민의당: -

바른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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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pp. 327.

7. 국민소환

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 완화.’ pp. 13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pp. 219.

국민의당: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민투표제 확대.’ pp. 171.

바른정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pp. 13.

정의당: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

치개혁.’ pp. 11.

8. 지방분권과 개헌

더불어민주당: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

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 pp. 133.

자유한국당: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건강한 정치,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pp. 215, 216.

국민의당: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습니다.’ pp. 177, 182.

바른정당: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과 지방의 균형.’ pp. 219.

정의당: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 p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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