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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민간 출신의 통령을 내세운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도하에 개 ‧개방의 

가속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 시키고 있다. 이른바 미얀마의 이 시작된 것이다. 미얀마의 

움직임은 2011년부터 범 하게 실시한 개 ‧개방과 민주화의 성공 인 모델로서 미얀마를 국제

사회에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 ‧개방 노력을 추 해보면 1988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이후 지속해온 미얀마에 한 제재를 걷어 올리는 작업을 이미 진

행해오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더욱 극 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6년 미얀마의 새로운 시 가 시

작되었고, 미국은 미얀마의 지속 인 경제  발 과 번 에 한 심을 증폭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의 향력 확보를 한 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미얀마 략에서 가장 

요시 하는 목표는 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향력을 지속 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

를 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군사 인 노력뿐만 아니라 외교 , 

경제  노력 등  방 인 근을 필요로 한다. 한 미국은 미얀마의 개 ‧개방을 보장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미얀마의 인권문제 해결  민주화를 지원하여 아시아 주변국으로 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미얀마, 미얀마 군부, 미얀마 봄, 아웅산 수치, 미국의 대 미얀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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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5년 11월 실시된 미얀마 총선은 미얀마의 개혁 ‧ 개방과 민주화를 가속

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아웅산 수치

(Aung San Suu Kyi)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대표가 헌법상의 제약으로 대통령 출마는 불가할지라도 대통령 당선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는 가장 최측근인 

틴 쩌(Htin Kyaw)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기존 36개인 정부 부처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23개로 줄이겠다는 신정부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53년간 미얀

마를 장악한 군부의 흔적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장준영, 2016; 

정원엽, 2016). 또한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 등 2개의 핵심 

보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미얀마의 대내 ‧ 외 개혁 ‧ 개방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움직임은 2011년부터 광범위하게 실시한 개혁 ‧ 개방과 

민주화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미얀마를 국제사회에 등장시키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미얀마의 변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그러나 미얀마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미얀마는 지난 1988년부터 군부 주도의 개

혁 ‧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은 2011년까지 통치를 지속해 왔다. 1988년까지는 사실상 쇄국정책

을, 그 이후부터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

로 국가 체제를 간신히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오윤아, 2013). 2011년 시

작된 신정부 주도의 개혁 ‧ 개방은 국제사회에서 장차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

성이 중요해질 것을 예견한 신호탄이었다. 

2012년 11월 미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미 대통령의 방문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Policy)에서 비롯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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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얀마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얀마는 동남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진출로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긴 해안선은 말라카 해협에 대한 해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아시아 내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미얀마의 전략적 위치를 잘 알 수 있다(김

상훈, 2016). 만약 미국이 미얀마를 온전히 중국에 내주게 될 경우 앞으로 

동남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가

능성이 농후한 이유다.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얀마 군부의 역사

나 민-군 간의 관계를 위주로 분석되어 있다(Selth, 2010; Nakanishi,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대의 미얀마 역사가 군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에서 미얀마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왜 군부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미얀마의 개혁 ‧ 개방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웅산 수치 주도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미 군부는 

헌법의 보장하에 의원의 25%를 당연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국방관련 장

관직 3개를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군부 

주도의 개혁 ‧ 개방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미얀마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반드

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글에서는 1988년 이후 미얀마의 변화를 설명

하고 군부 주도의 개혁 ‧ 개방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목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88년 이후 미얀마 민-군 관계의 역학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미얀마의 

개혁 ‧ 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 정

리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미얀마의 개혁 ‧ 개방에 대한 저해요인과 지속요

인을 전망함으로써 장차 미얀마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것이다. 특히 외부 요

인 중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미국의 대 미

얀마 전략을 개괄하면 미얀마의 개혁 ‧ 개방 과정과 국제사회에서 미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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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얀마의 지

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이 국가 총력인 외교 ‧ 군사 ‧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 전략을 수립해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미얀마 민-군 관계의 역학(Dynamics)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네 윈(Ne Win) 정부부터 1988년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군부의 권위주의 아래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쇄국에 

가까운 패쇄적인 정책을 유지해왔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성장이 멈출 수밖

에 없었으며, 미얀마의 부실한 경제정책은 1988년 대규모 학생 시위를 불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1988년 7월 군부정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던 네 윈 

장군의 정권 퇴진을 가져왔다(Roth, 2014). 이후 1988년 8월 18일 국가 법

질서 재건위원회(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

는 군법에 입각한 통치기구를 재 설립하였으며, 네 윈 장군이 퇴진한 뒤 탄 

슈웨(Than Shwe)가 2010년까지 정권의 중심을 지켜왔다.

1988년 8월의 민주화시위 이후 같은 해 9월 미얀마에서는 신군부의 쿠데

타로 새로운 군부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에도 미얀마의 군부정권에 대한 도

전은 지속되는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1990년 5월 군

부에 의해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야당

이 승리하였지만, 군부는 민간에 대한 권력 이양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수치

를 가택연금에 처하게 했다. 이때부터 미얀마의 군부정권은 권력에 대한 심

각한 도전을 실감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의 빈약한 기반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둔 강력한 국가 재건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 개

혁 ‧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시기에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모든 원조와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취했고, 이어 조지 부시 

행정부도 미얀마의 무역 특혜조치 중단 및 세계은행의 원조 거부를 주도하였

다(김태현, 2014). 이렇듯 미얀마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던 것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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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 ‧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미얀마의 대표적인 재건작업을 살펴보면 먼저 1997

년 국가 조직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국내 ‧ 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만에 직

면한 미얀마 군부는 질서회복을 넘어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 명칭을 국가 평화 및 발전위원회(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로 변경하였다(CNN, 7/30/2013). 이는 미얀마

의 군부정권이 1995년 7월 수치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한 이후에도 계속된 미

국에 의한 경제제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얀마 군부정권은 더욱 과감하게 개혁 ‧ 개방 정책

을 추진하게 된다. 그 첫걸음으로 군부는 2003년 7단계 로드맵에 따라 새로

운 정치체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하에 로드맵을 ‘계획된 민주주의’라고 공식

화하고, 2008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U.S. Ministry of 

Information, 2008). 비록 헌법이 국가 및 지역 의회로 이루어진 다당제 민

주주의를 규정하고는 있다지만 군부는 여전히 미얀마를 통치하는데 있어 주

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예로 국가 평화 및 발전위원회는 2010년 11월 총

선에서도 군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선거를 조작하였다. 군부가 후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의 경우 

하원은 80%, 상원은 77%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으며, 

탄 슈웨는 이전 총리이자 2016년 직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군부

출신인 테인 세인(Thein Sein)에게 권력을 이양하였다(Chambers, 2014).

2010년 11월 총선 이후 미얀마 정부는 2030년까지 민주주주의적인 선진

국이 되겠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련의 정치

적 개혁과 경제적인 개방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테인 세인은 이러한 계

획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국가의 정치적 개혁과 더불어 테인 세인은 2011

년 8월 아웅산 수치를 만나 미얀마의 자유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12년 4월 총선을 통해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다(Schwartz, 2014). 뿐만 아

니라 테인 세인은 많은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의 포괄적인 정전협정도 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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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Myoe, 2014). 그는 국경지역에서 군의 공격적인 행동을 중지하도록 하

고 자위권 차원에 한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테인 세인의 이

와 같은 노력은 2013년 정부군과 카친 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IA) 간 정전협정에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Randolph, 2013).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 ‧ 개방의 효과가 나타난 건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

립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같은 궤를 차지한다. 먼저 국가가 경제적

으로 개방됨에 따라 미얀마는 동남아국가연합, 이른바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에서도 변화된 위상을 차지하게 되

었다. 2014년 아세안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

한 주변국들의 갈등 문제에 있어 아세안 국가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

하는 등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김태현, 2014). 이는 미얀마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세안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달라

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또한 급진전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미얀마는 2012년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를 종식하겠다는 법 제정을 포함하

여 새로운 법안 마련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지속해왔다. 미국은 2012년 제너

럴 일렉트릭스(GE), 코카콜라 등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와 더불어 공식적으

로 미얀마에 대한 금융 및 투자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고 개혁 ‧ 개방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Office of 

the U.S. Representative, 2013). 또한 미얀마는 2013년 1월 자국 부채의 상

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ed Bank)과 같은 다국적 대출기관과 거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 

이 또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경제재재를 가했던 2000년대 초까지와는 완

전히 달라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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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얀마의 군 주도 개혁 ‧ 개방 결정요인

미얀마 군부는 왜 개혁 ‧ 개방을 주도한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

을 찾는 것은 미얀마가 추구해온 개혁 ‧ 개방의 추동 요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아웅산 수치 주도의 집권정부가 추진할 개혁 ‧ 개방의 방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개혁 ‧ 개방 정책이 그 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속도를 올릴 것인

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마의 개혁 ‧ 개방은 대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

국의 대 미얀마 정책이 미얀마 군부 지도층의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

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대내적 요인

미얀마 개혁 ‧ 개방의 대내적 결정요인은 먼저 집권정부인 군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시민혁명의 위협 보다는 군부의 정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 ‧
개방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미얀마는 정권의 전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부흥 또한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

었다(Niksch, 2007). 조직화된 시민단체나 대중운동이 군부에 도전했던 것은 

사실이나 미얀마 군부는 그와 같은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

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Nakanishi, 2013). 그 일환으로 군부정권은 7

단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잠식시키고 미얀마에서의 민

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국면별 전략(Phased Process Strategy)’을 공표하였

다(Win, 2004). 결국 군부정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그들의 

약화된 정통성을 강화시키면서 미얀마 내부의 통제된 변화를 추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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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미얀마 군부가 개혁 ‧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군부정

권의 안정화 유지 목적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정통성을 완료한 이후 

군부정권 내 유력 인물들의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탄 슈웨의 7단계 로드맵은 국가 위기관리와 더불어 헌법 제정을 통해 군부정

권에서 민정으로의 권력 이양, 그리고 군부 내에서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같은 강력한 정치조직 내에

서도 전역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존 장성들과 장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장교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군부 내 실력

자가 되지 못한 군부정권하에서 대다수의 장성들은 군대의 지위로부터 내각

이나 지방 정부의 관료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의 군부정권 내 

권력 배분 문제와 개혁 ‧ 개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부의 개혁 ‧ 개방 시도는 군부의 권력 축소 및 배분의 

필요성을 인식한 탄 슈웨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탄 

슈웨는 과거 네 윈 장군이 승계자가 없어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는 동안 탄 슈웨는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

려는 목적에 따라 권력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 부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경험을 통해 인식한 것이다. 탄 슈웨

는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군부 간의 견제와 균형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폭의 권한을 위임하였다(Hlaing, 2012). 국내 정치적으로는 군부

의 숙적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용했고,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의 

귀국도 보장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56년 만에 미국과 최고위급 회담을 실

시하는 등 중국 위주의 경제 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

는 움직임을 실천에 옮겼다(중앙일보, 2012, 2012/4/7). 이 밖에도 탄 슈웨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군부의 비자금을 차단했으며, 개혁주의자들과 보

수주의자들 간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시켜 개혁 ‧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했다. 이처럼 미얀마의 고르바초프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개혁 ‧ 개방

을 추진한 탄 슈웨의 개인적인 노력을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촉진시킨 핵

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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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적 요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얀마의 군부 주도 개혁 ‧ 개방의 대외적 결정요인

은 주로 중국과 미국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얀마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자 했던 군부의 염원이 개혁 ‧ 개방

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대외적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방 

세계가 기존의 군부 정권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안 중국은 미

얀마의 군 지도부 장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amachandran, 

2012). 미얀마 군부는 1988년 이후 국가의 분열과 네 윈 장군의 사임 이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왔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은 미얀마 군부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

식되어 온 것이다(Holiday, 2009). 중국은 자국 남방 국경지역의 안정과 미

얀마에 대한 막대한 투자 확보를 통한 해상으로의 진출로 확보 등 자국의 중

요한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얀마와 철저한 양자관계를 유지해왔다

(Berger, 9/10/2013).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미

얀마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움직임은 미얀마의 대외 정책이 중국에 종

속되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테인 

세인을 포함한 군부의 지도자들이 타국과의 관계를 다원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Lintner, 5/2/2013). 마침내 테인 세인은 2011년 9월 카친(Kachin) 

지역에서 중국이 추진하던 3.6조 달러 규모의 밋손(Myitsone) 댐 건설 계획

을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보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Martov, 2013). 당시 테인 세인 

대통령은 댐 건설 사업을 중국이 미얀마를 착취하는 구조의 사업이라는 우려

를 보인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중앙일보, 2012/4/7). 이러한 정책

은 테인 세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겼다고 보기 보다는 중국과 적

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또 다른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

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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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개혁 ‧ 개방에 대한 또 다른 대외적 결정요인으로는 미 오바

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미얀마의 적극적인 반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까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지

속하는 동안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하고 있었다(Yongming, 2012). 미얀마에 대한 제

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사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구애 정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미국은 2009년부터 미

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면서 개입정책을 서서히 적용하기 

시작하였다(Steinberg, 2013). 2009년 미국은 미얀마 고위 당국자와의 접촉

을 시도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 여행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조치

를 철회해 주었다(Lan, 2012). 

특히 미국은 2011년부터 본격화된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 ‧ 개방 신호에 

대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은 56년만

에 미국무부장관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1988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제재 조치를 주도했던 미국이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공개적으로 지

지한 역사적인 방문이었다. 이에 더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이 주목할 만한 것이며 양국이 새로운 관계의 국면을 맞이했다고 공식적

으로 발표하였다(Clinton, 2011; Lintner, 2011).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미국

의 아시아 중시 전략의 일환에서 미얀마를 중국으로부터 다시 분리시켜야 한

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미얀마를 미국의 정책 속으로 끌어들이

는 것은 곧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사전 포석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이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미얀마는 개혁 ‧ 개방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다. 미얀마는 국내 정치체제에 대한 중국, 미국을 비롯

한 제3국의 개입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으며, 대외 환경의 변

화와 정권의 불안정성 간 상관관계를 면 하게 인식하면서 개혁 ‧ 개방의 완

급 조절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중 주변국의 군

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작용했다. 미얀마의 통치자들은 1988년 대

규모 시위 이후 미얀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군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왔

다. 그 예로 미얀마 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미얀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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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5척의 군함을 파견하였고 중국 또한 미얀마 국경 지역의 부대규모를 증

강시켰다(Myoe, 2007).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989년 미얀

마 군부는 외환보유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외국군의 국내 개입 가능성에 대비

하기 위해 신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elth, 2008). 미얀마 정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대외적인 간섭에 경계하면서 독자적인 정

책을 이어 나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미얀마 군부는 천연가스 수출로부터 

얻은 재원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구매

해왔다(Zaw, 2009). 또한 미얀마는 한 때 핵무기 기술이전을 위해 북한과 협

조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하였다(이경화, 2013). 이러한 행보는 결국 미얀마

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잘 보여준 사

례였다고 할 수 있다.  

IV. 미얀마의 개혁 ‧ 개방 전망: 저해(Hindrance) vs. 지속
(Continuance) 요인

2010년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권력 이양이 시작된 미얀마는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의 집권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개혁 ‧ 개방 정책을 본격화했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인 세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개혁 · 개방 정책은 국제화시대와 맞물리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서

방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개혁 · 개방의 관성(Momentum)을 가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미얀마 개혁 · 개방 정책의 지

속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변수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미얀마의 개혁 ·

개방 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을 지속시키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개입 전략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미얀마가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저해 요인과 지속 요인을 함께 고

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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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 ‧ 개방의 저해 요인

미얀마의 개혁 ‧ 개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2008년 개정된 

미얀마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군부 정권하에서 제정된 미얀마 헌법이 군인

에게 명백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헌법은 의회 상·하원의 

25%를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Htoo, 2008). 또한 헌법 개

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더불어 국회의원 75%의 찬성

이 있어야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2008년 개정된 미얀마 헌법은 미얀마 군부의 정치

권력 독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U.S. Ministry of 

Information, 2008). 이는 정치적인 민주화의 퇴보를 가져왔으며, 개혁·개방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 획득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불러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군부의 의식구조를 

들 수 있다. 개혁 ‧ 개방 정책이 미얀마 군부의 권력 유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

이지만 군부는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인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영향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Moe, 2014). 미얀마 내에 있으면서 

외부세력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 미얀

마 군부 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동하는데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Bunte, 2003). 군부는 또한 미얀마라는 연합국가가 강력한 정

부 없이는 인종, 종교, 그리고 정치적 노선에 따라 완전히 분열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정부 상태는 분열과 사회적 안정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를 외세의 간섭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Selth, 2008). 미얀마 군부는 오직 군대만이 미얀마가 국제사회에

서의 생존은 물론이며 국내의 효율적인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통제된 권위

(Disciplined Authority)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Bunte, 2011).

셋째, 미얀마 내 자생한 테러 조직과 반군(Insurgency) 또한 미얀마의 개

혁·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Burma News International, 



 미얀마의 개혁 ‧ 개방과 미국의 대 미얀마 전략   75

9/8/2014). 미얀마는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장반군과 대치하고 있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무장반군이 정전협정에 따라 활

동을 중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장 반군이 요구하는 정치적 대표

성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군부가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탓에 민족갈등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주요 반군조직은 카

렌민족해방군(KNLA), 몬민족해방군(MNLA), 카친독립군(KIA) 등이 대표

적이며, 그 중에서도 2016년 현재 미얀마 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반군세력

은 카친독립군이다. 2013년 중국 영토인 리울리(Riuli)에서 미얀마 정부와 

카친독립군과의 예비 평화협정이 최초로 개최되었으나 아직도 회담이 큰 진

전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끝으로, 인신 · 마약 매매는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웃 국가들에게 여자

와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의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보고

되었다(Wyler, 2009). 인신 매매 문제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시작되는 마약 

매매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얀마는 세계 제2의 마약 생산 국가

로 알려져 있다. 군부의 암묵적 승인하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규모의 마약 

생산 집단은 중앙 당국으로 하여금 마약거래 단절을 위한 정책 추진을 어렵

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군부 정권의 많은 구성원들이 마약 수

출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속적인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마약 

매매 중 발생하는 마약 중독 문제는 국경지대의 미얀마 국민들 다수가 마약 

중독에 빠지는 현상을 초래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얀마가 주변국들과 활발

한 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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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 · 개방의 지속 요인

미얀마의 개혁 · 개방에는 많은 저해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몇 가

지 지속 요인 또한 공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분야로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중도주의자들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

이 커져가고 있으며, 의회도 테인 세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

준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다. 기존 의회가 탄 슈웨의 통제하에 SPDC에 

의해 움직였던데 반해 테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미얀마는 어떠한 

군부 지도자에 의한 간섭도 받지 않아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Hlaing, 2012). 2011년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글로벌 기

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경제특구를 다수 지정하여 미

얀마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인 허브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뒷받

침했다. 이러한 노력은 군부의 간섭 없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책

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었다. 아웅산 수치의 영향력이 막

강한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혁 ‧ 개방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얀마 군부와 미국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2013년 미얀마는 미국-태국 간 코브라 골드(Cobra Gold) 연합훈련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Mizzima News, 6/5/2013). 과거 미얀마 

군부에서는 이러한 연합훈련을 미얀마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왔기 때문

에 미국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Taylor, 2013). 그러나 미얀마 군부

는 테인 세인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자율적으로 서

서히 참가하기 시작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확대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

에 의존했었던 대외 정책의 중심축을 다양하게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

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미얀마는 미 국방장관이 2014년 4월 하와이에

서 처음으로 개최한 ASEAN 국방장관 회의에 초대된 10개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얀마의 대통령 집무실 고위당국자가 미 의회에 미국과 미얀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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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협력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사실은 미얀마

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

한다(Nyein and Thant, 2014). 군사협력 강화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제 완화를 가져오는 동인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조일준, 2015/12/4). 

셋째, 미얀마 내에서 시민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거의 불

가능에 가까웠으나 개혁 · 개방과 더불어 그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 

2013년 한 시민단체는 군부정권 시절에 추진된 중국과의 투자 계약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시민단체는 중국이 미얀마 내에서 지역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직업을 창출하고 앞으로 환경오염도 감소시켜 나갈 것을 요구

하였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정부 당국에 추출산업 투명성 방안(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

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Zaw, 2014).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집권 이후 

미얀마에서는 야당 활동을 허가함으로써 민주화 열기가 강해졌고, 이와 함께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감시를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되었다. 

미얀마 내 시민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시민단체 활동은 법적

으로도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미얀마 내 인터넷 사용자 증가 추세와 맞물려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는 미얀마의 정치적인 민주화를 앞당긴 촉매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일반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정책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며,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미얀마의 총

선을 통해 직접적인 결과로 증명되었다. 비록 미얀마 군부가 의회의 최소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NLD가 압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얀마 내에서는 정부 및 시민사회 주도의 개혁 ‧ 개방과 민

주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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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의 대 미얀마 전략: 군사 ‧ 외교 및 경제 ‧ 사회적 접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얀마의 개혁·개방에는 저해요인과 지속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었다. 냉전 

기간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실시했으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목표로 경제제재를 지속

해 왔다(장준영, 2009). 따라서 미국의 미얀마 개입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요인은 강화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의 아 ‧ 태 중시 전략을 추진하

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 중국 견제와 미얀마의 인권문제 해결 및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1월, 65년 만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했다. 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진행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전초 기지가 될 국가들을 미국의 영향력 범위 내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취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일환으로 미국은 아 ‧ 태 지역 내 기존의 동맹

국이나 안보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했으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

으로 표명하였다(신성호 ‧ 임경한, 2012).   

아시아 중시 전략 채택 이후 미얀마의 바람직한 개혁 · 개방 지원을 위해 

미국은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사회문화적 수단 등 가용한 모

든 국력을 고려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미얀마의 개혁 ‧ 개방 지원

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상공부 등 모든 부처 간 협

력(Inter-Agenc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

임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2기 정부 이후 추진된 미

국의 대 미얀마 전략에 대한 검토는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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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 ‧ 외교적 접근 

군사와 외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국의 대 미얀마 전략을 구체

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접근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와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였다(United 

States Navy et al., 2007). 미국은 수십 년간 아 · 태 지역의 많은 우방국들

과 신뢰를 구축해왔다. 이와 같은 신뢰는 미국과 각 국가들 간의 군사회담, 

연합훈련, 연합작전, 그리고 교환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치 한 계획과 이

행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Locklear, 2013). 미얀마의 중심(Center of 

Gravity)은 체제 영역(System Domain) 보다는 인간 영역(Human Domain)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미얀마 각 군 지도부의 인간관계 형성이 양 

국가 간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은 이미 과거로

부터 증명된 사실이다(Hagel, 2013).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미국은 미얀마와의 소규모 부대 간 교류뿐만 아니

라 군 지도부에 의한 미얀마 개입을 통해 미얀마를 포함한 아 ‧ 태 지역의 안

보를 강화하고 특히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 ‧ 태 안보연구소(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PCSS) 등 전략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 ‧ 태 안보연구소는 이미 지난 2014년 미얀마에서 민-군 관계라는 특

정 주제에 관해 미얀마 군부와 민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미나를 개최

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다자간 연합훈련에 미얀마를 참가시키는 방식을 통해 양국 

간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상호신뢰를 서서히 회복시

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훈련은 각 국가가 서로의 의도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미

국은 이미 지난 2013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미얀마를 초대한 바 있다

(The Irrawaddy, 2/12/2013). 이는 미국이 미얀마와 군사적으로 협력함으로

써 미얀마의 안보정책이 중국으로 기우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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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차 미국이 림팩(RIM of the Pacific: RIMPAC) 훈

련과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합훈련에 미얀마를 참가시킬 수 있다

면 이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양 국

가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미얀마와의 군사협력 방안에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분야를 포함해 

평화유지 작전에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참가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민주화된 미얀마에서 군부의 역할 찾기를 도와주는 동시에 미얀

마를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관한 협력은 수많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얀마에게 미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Nigam, 2012). 또한 유엔 평화유지작전에 

미얀마를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분담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인도주의적 측면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어

서도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미국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유한 주요 인사들을 통해 미얀

마와의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 군인을 위한 국제 군사 교육·훈련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IMET) 프로그램의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다(Kaspar, 

2013). 미얀마 부통령이었던 나얀 후툰(Nyan Htun)은 전 해군참모총장으로

서 미국의 국제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군 장교 8명 중 한 사람

이다. 만약 미국이 미얀마 군 장교들이 다시 국제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양자 간의 깊은 우호 증진은 물론 양 국가 간의 

신뢰구축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얀마 네피도에서 실시한 미얀마 국방부장관과 미 국방 국제법 연구소 

(Defen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DILLS) 군 법무관(Judge 

Advocate General: JAG)들과의 모임도 주요 인사를 통한 군사협력 방안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Defen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2014). 법무관과 인권 관련 참모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얀마 내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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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에 있어 미얀마 군부의 책임감을 한층 강화시키고 미얀마 내 만연한 

인권유린 상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ingh, 2013). 이런 

노력들은 장기적으로 미얀마에게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

함으로써 군사협력을 넘어 미얀마와 미국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에

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접근과는 별개로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안, 아 ‧ 태경제협력

체(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과 같은 다자간 공식적

인 회담뿐만 아니라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와 같은 비공식적 

회담에 대해 미얀마의 참가를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얀마가 주변 

국가들과 협력적이고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Truesdell, 2014).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미얀마가 2014년 아세안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아세

안은 국제적 관행을 따르는 정치규범을 갖는 모든 회원국들의 개혁 ‧ 개방을 

북돋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

고 태국 사이에 맺어진 말라카해협 초계작전(Malacca Strait Patrol: MSP)을 

위한 안보협력 협정은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양안보에 중점을 둔 ASEAN 중

심 안보체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미얀마를 포함한 말라카해협 초계작전을 

위한 안보 활동의 강화는 아세안 해양안보 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초

계 관할 해역의 확장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지원

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미국이 아세안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Kerry, 2013).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신뢰구축 

노력은 안보관계 증진은 물론 미얀마 군부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개

혁·개방을 추진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외교적인 접근에는 아 ‧ 태 지역 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

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국방협력프로그램(Defense 

Cooperation Program: DCP)을 통해 ASEAN 회원국들에게 군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기회를 왕성하게 제공하고 있다(Bateman, 2013). 미국은 호주

를 통해 미얀마의 군사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물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문민정부하에서의 군의 역할에 관한 교육 등 영국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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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미얀마 개입 노력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얀마와 유

사하게 군부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양을 경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면 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U.S.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4; Hiebert, 2012).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은 미얀마 군부에게 국가에 대

한 군의 역할, 교리 발전, 미래 전략 등에 관한 이해를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는 전문성을 가진 군부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

러한 모습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미얀마 정부 지도부들의 개혁 ‧ 개방 추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 ‧ 사회적 접근

1990년 미얀마에서 군부가 총선결과를 번복하면서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는 적대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장준영, 2009).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의 대외정책 중 경제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 

사실이다.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이 수치 여사를 만나면서 미국은 미얀마

의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얀마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제재를 해제

하기 시작했다(정혜영, 2015). 2012년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첫 방문지로 선택한 미얀마를 방문하기 전까지 무기 거래 등 민감한 분

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주 미얀마 미국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으로 도모하

였다. 미국은 미얀마의 개혁 ‧ 개방 정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의 영

향력을 높이는 한편, 미얀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움직임에도 일정 수준의 

관여를 지속하고 있다.

먼저 미국이 추진한 대 미얀마 경제적 접근을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유도해 나갔다. 2013년 미국은 

미얀마와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얀마에게 미국으로의 

비관세 수출이라는 특혜를 부여했다(Thein, 2014). 새롭게 일을 추진한 주 

미얀마 미 대사관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패커드, 시스코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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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이상의 부문에서 공공-개인 간 상호 동반자 관계를 마련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14).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미얀마의 지속적인 발전

을 지원하고 미얀마가 더욱 개방된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어서 제너럴일렉트릭,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등도 미얀

마로 향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본격화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하는 사례다. 

또한 미얀마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미얀마의 GDP 증대와 함

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확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미국은 미얀마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과감하게 실행해 왔

다. 미국은 2012년부터 3년간 5억 달러가 넘는 예산 지원을 통해 미얀마 외

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얀마 국

민들의 식량 문제를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5). 또한 2015년에 실시한 미얀마 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화 선거 

진행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얀마의 국내 인권문제 해결을 지원하

기 위해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을 미얀마 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5).

2008년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도약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지속되는 

인권유린으로 인해 퇴보를 반복하였다(Gowen and Nakamura, 2014). 미국

은 미얀마 내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민간단체들이 미얀마

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지적하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미얀마와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학교와 도로를 공

사하는 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부흥을 유도하

고 인권문제를 서서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2

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 내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난민 등 외부의 소수민족 

거주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포함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의 

인권문제 중 의식주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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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민주화 정착을 추진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내에서는 미얀마 정부에 인신 · 마약 매매와 난민 유입을 

포함하여 국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보 ‧
탐색 및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함으로써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혁신적이고 저비용의 접근 방식은 최

근 미국이 국방 전략지침을 통해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더 나아가 정보 · 탐색 및 정찰 지원을 통한 

미얀마 개입은 양국 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어 국제범죄 조직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

국 미얀마 국가 전역에 대한 정보산업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또한 미얀마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공급과 같은 기반 시설

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The World Bank, 2014).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시 인터넷 서비스 확장과 함께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유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할 것이다. 

VI. 결론

2016년 3월, 5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의 대통령을 내세운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주도하에 개혁 ‧ 개방을 가속화 함으로써, 이는 국제사회

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미얀마의 봄’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왕이 외교부장을 미얀마 신정부 수립 후 첫 외국 고위인사의 자격

으로 미얀마에 보냈다. 중국은 미얀마 새 정부와의 관계에 공을 들여 향후 

미얀마가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적인 외교정책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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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는 인도양으로 진

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장차 미국의 대 중국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인식한 미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얀

마에 대한 개입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이후 지속해

온 대 미얀마 제재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이미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최근 들

어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미얀마의 새로운 시대

가 시작되었고, 미국은 미얀마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과 번영에 대한 관심

을 증폭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 미얀마 전략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가

운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군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외교

적, 경제적 노력 등 전 방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미국은 미얀마의 

개혁 ‧ 개방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얀마의 인권문제 해결 및 민주화

를 지원하여 아시아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미국은 대 미얀마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수준의 포괄적인 차

원에서 군사력과 비 군사력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스스로의 개혁 ‧ 개방과 더불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의 개입 및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미

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국이 미얀마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의 동

맹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안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이 대 중

국 견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의 개혁 ‧ 개방과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얀

마의 개혁 ‧ 개방 과정을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과 그나마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의 개

혁 ‧ 개방, 인권문제, 민주화 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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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rch, 2016, Myanmar under civilian President has been expediting reforms 

and open market policy with leadership of Aung San Suu Kyi and this change has 

been attracting the world’s attention. Myanmar’s extensive reform movement has 

yielded successful model of democratization which will bring Myanmar back into 

international politics. The United States placed economic sanctions on Myanmar 

since 1988, however, due to recent reforms by the civilian government, sanctions are 

being removed. The year of 2016 announced the new start of Myanmar, and the US 

government is interested in achieving its strategic object: expanding regional 

influence in Asia by showing deep interest in economic development of Myanmar. 

The US government’s aim is not only securing regional presence of the US in the 

region but also supporting Myanmar to check on China’s ambition to become 

regional power.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policy requires holistic 

approaches in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effort. Also, the US government 

should support Myanmar more closely on human rights issue and democratization, 

so that it can ensure the success of “Myanmar Spring”, which can spread around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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