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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대 세계는 에이즈의 발생으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각국에서는 에이즈의 빠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한국도 1985년의 첫 에이즈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곧바로 에이즈 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1987년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법을

제정하였다. 세계에서는 UNAIDS를 중심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시작했고, 2010년대비 2018년에 세계는 16%의 신규 HIV 감염자 수

감소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시기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에이즈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에이즈 예방정책의 내용과 목표, 방향성도

선진국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10년대비 2018년에

신규 HIV 감염자 수가 44% 가까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문제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진국들과

다를바없는 의료수준과 법체계, 그리고 정책의 체계까지 정책집행에

부족할 것이 없는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요인에

대하여 집중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이즈 예방에

성공한 선진국들에 있는 것이 없었다.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였다.

이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현상이고 이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기제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4가지를 도출해보았다. 이

4가지 구성요소는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정책을 위한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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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의 변천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정도에 따라서 이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1993-2003)’로 에이즈 예방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설립되고 사업을 시작하였던 기간이다. 이 시기 정부도 민간단체와

상호작용을 점차 시작하였고,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등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시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2003-2013)’이다. 2003년에서 2013년으로 구분되는 이 시기에는

민간단체 내에서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부도 민간단체와

사업 영역을 구분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고,

협력하여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활발하게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에이즈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로 구분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2013-2019)’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구분되는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퇴보 현상이 나타난다. 수평적이었던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후퇴하였고, 활발하였던

상호작용도 중단되었다. 정부의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2000년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단체들의 자문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토록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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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개의 시기에서의 변천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기 앞서서 한국의 에

이즈 역학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에이즈의 정책의 법적 근간

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에이즈 예방 및 홍보의 측면에서 어

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에이즈 정책이 수립되는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건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매년 수립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세부계획을 단

계별로 살펴보았다. 2002년 처음 수립된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에서부터 제4차 계획까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관리지침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매년 수립되는 정책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3단계의 시기에 맞게

2002년, 2012년, 그리고 최근인 2020년의 에이즈관리지침을 네트워크 거

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

다.

본격적인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 정부의 도움이 있기 전부터 민간단체

들이 설립되었다. 1997년 정부의 국고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금

의 주요 에이즈 예방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

회, 구세군보건사업부가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서로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리

고, 정부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도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범국민적 에이즈 예방 홍

보 캠페인 등을 주관하여서 운영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상호의존성이 돋보이던 시기이다. 서로의 자원을 활발한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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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을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네

트워크 거버넌스의 초석을 놓았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기이다. 상호의존성과 관련

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는 사업을 세분화했다. 정부는 범국민적 대국민 홍

보메시지에 주력하고, 민간단체들은 에이즈 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 등의

세부집단에 대한 예방사업 및 교육에 주력하였다. 민간단체 내에서도 한

국에이즈퇴치연맹은 예방 및 홍보,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관리

및 지원과 지방에서의 교육,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교육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공동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 집중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맞물려서 정부는 월드컵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 에이

즈 고위험군의 위험성에 대비한 홍보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민간단체들이 돕는 등의 협력적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징병 검사 단계에

서 에이즈 검사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두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양상이 많이 보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

련하여서는 에이즈 관련 감염내과 의사 등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들이 에

이즈 확산 억제를 위해 뛰어들었던 시기이다. 정부에서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풍부한 인력자원을 민간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되

어 주었다. 또한, 에이즈와 관련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학계 곳곳에서 시

행되었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

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

의 사업과 방향성을 놓고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발전시켜나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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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 하지만, 위와 같은 네트워크 거버넌

스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1990년대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여준

다. 상호의존성의 측면은 더 발전하지 못했다.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정책

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여 주기를 기대하

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자원을 민간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매년 같은 내용의 정책만 수립될 뿐이었다. 공동의

목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에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

생에 대한 에이즈 예방의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이 목표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정부에 연구를 통하여 아무리 정책적 제언을 하여도 정부의

정책에 발전이 없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자리를 떠

나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자문위원단의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에이즈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현업에서 연구하고 숙성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문위원을 맡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활발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현저히 없앴다. 토론하고 회의하는 소통의 장

이었던 정부와의 모임은 정부에 보고를 하고 점수로 평가받는 장이 되었

으며, 정부는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어떠한 활동이든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되게 함으로써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

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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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민간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민간단체와 수평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단

체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전문

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집행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빠르게 반

영해야 한다. 다섯째, 에이즈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에이즈 조기교육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에이즈, 에이즈 예방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 정책집행과정,

수평적 상호작용

학 번 : 2018-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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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중반, 전 세계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각국은 UNAIDS를 중심으로

에이즈를 관리하고 신규 HIV 감염을 막는 등 다양한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각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효과로 신규 HIV 감염 발생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1997년에는

290만 명으로 가장 높은 신규 감염자 수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약

17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아시아 지역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많은 나라에서 신규 HIV 감염이 서서히

감소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UNAIDS, 2017).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세계 선진국들과 다투어

부족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의료수준을 보유한 한국이 에이즈 환자의

증가를 막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OECD 국가라는 사실은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HIV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전 세계의 HIV 신규 감염자 수가 2010년 대비 2018년에 16%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10년 대비 2018년에

44% 증가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 감염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게 남성 감염인이 2018년 누적 감염인 중 93.2%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질병관리본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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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에는 1,260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감염인 수가

15,910명에 이르렀다(질병관리본부, 2018). 특히 청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2018년 기준 신규

감염인들의 응답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이 모두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준명(2018)의 연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 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감염인의 감염경로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60.1%(남성 감염인에 있어서는 63.5%)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성 간 성접촉이 34.6%로서 국내에서 가장 주된 HIV 감염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임을 확인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현재까지 국내 HIV

감염경로가 이성 간의 성접촉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신규 HIV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한국 정부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에이즈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에이즈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1985년 처음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후,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에서

시작되었다. 급격히 증가하는 신규 HIV 감염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며, 방역과 에이즈 센터는 2005년 질병관리본부 산하

에이즈결핵관리과로 확대 개편되어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매년 예방정책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국 정부는 에이즈의

치료 및 대응에 중점을 두며 에이즈를 관리해왔다. 한국에서는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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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의 약 처방에 드는 비용, 입원비 전액, 간병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신규 HIV

감염자 수로 인해 치료에 중점을 둔 기존 정책들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HIV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에이즈 예방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기금운용계획서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부문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은

5.8%가 증가한 약 1,325억 원으로 배분되었다(질병관리본부

기금운용계획서, 2019). 현재의 추세로 보아 해당 분야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이 에이즈

고위험군을 비롯하여 HIV 감염이 주로 나타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도록 2002년 첫 관리지침부터 현재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정책이 활발하게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책의 내용도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결여된 채 사후적 예방 방법인 콘돔 사용에 관한 내용에만

치중하는 상황이다.

에이즈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이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수행기관은 민간단체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에이즈 예산과 높은 의료시설의 환경

속에서도 에이즈 예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에이즈

예방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 속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에이즈와 관련한 연구에서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지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강병우, 1994; 신영희, 1996;



- 4 -

서인선, 1997; 오정아, 1999; 김성아, 2000; 염창환, 2001),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에이즈

예방사업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임에도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하여 행정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미미하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이를 접근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류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역설적인 상황과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부재가 낳은 자원의

비효율성,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논문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에이즈 예방정책의 내용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정부가 민간단체와

어떻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선별하여 다음의 4가지, 즉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에이즈 예방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에이즈 예방정책사업의 집행과정

을 분석한다. 이 시기를 에이즈 예방정책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거버넌스

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

성기 •활동 기 •쇠 퇴기로 구분 하여 분석을 진행 할 것 이다 .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모든 HIV 감염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99%의 감염경로가 성접촉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단순한 역학적 특징을

가진 한국은 에이즈 예방에 성공하기 좋은 정책적 환경에 놓여있다.

하지만, 예방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부재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집중화된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일에 실패를 낳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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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양상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에이즈 예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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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 집행양상’에 대한 분석사례로

진행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과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에이즈 예방사업이 민간단체들로부터

시작되었던 1990년대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지만, 한국은 1985년 최초 환자를

발견하면서 에이즈에 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직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에이즈 대책위원회를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본격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에이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때부터 에이즈 예방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에이즈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하여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민간단체들이 예방사업을 수행하였지만,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정부에서 독립되어 정책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설립되었던 1993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과 발전의 양상을 분석한다.

정책수립의 측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의 1차-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질병관리본부의 ‘2020 에이즈(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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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까지 함께 분석한다.

나아가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단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 활성화되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던 시기, 퇴보하여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기는 당대의 정부의 방향에서 독립적일 수 없으므로 정부의 시기에

부합하게 나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기간에

해당되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로 명명한다. 이 시기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시에 정부에서도 대외적인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지원으로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양분되어 예방사업을 진행하였던 시기이지만

점차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서로가 정책 사업의 파트너로

양자를 받아들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로 분류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고, 질병관리본부의 세부지침들도 수립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활동을 이어온 민간단체들과 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

예방사업의 분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업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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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로 구분한다.

민간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약 5년 전부터 바뀌지 않는

시스템과 정책으로 인해 지친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민간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활성기보다도 더 상호작용을 안 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1990년대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양상으로

거버넌스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다. 각 세 시기별로 에이즈

예방정책과 정책 사업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상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범위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네트워크 거버넌스이다. 에이즈의

예방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은 상향식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그 특징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이 양자 간의 수평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나아가 각 국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로 도출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i) 상호의존성, ii) 공동의 목표, iii)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iv)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론적 분석의 틀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3개의 시기마다 이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며 진행되어왔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관리지침을

분석하여 정책의 내용과 목표 등이 각 시기의 국내적 상황들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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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각 시기에서 진행된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의 분석이 중점이며, 이를 통해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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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이라는 정책 사례에 관한

정책사례연구(policy case study)로 진행된다. 정책사례연구는 어떤

정책이나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질적연구방법이다. 특히 행태주의 연구방법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며, 다양한 자료(이론 및 연구결과, 정부공식 기록문서,

정부보고서, 면담자료, 언론․ 방송보도자료, 인터넷자료, 관찰자료, 기타

자료 등)를 사용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정책, 정책과정, 제도 등의

소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달곤•강은숙, 2005).

사례연구방법은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연구와 복수사례연구로

나뉠 수 있다. 사례가 소수일 경우,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는

경우 각 시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례비교연구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정책목표와 내용은

여느 다른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독특한 정책적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에이즈 예방정책의 변천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만큼, 정책사례연구 방법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이라는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하기에, 단일 사례연구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다. 이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각 시기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설명력을 높일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은 아직 명확한 기준과 공식적인 이론의 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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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이 정의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4가지 요소(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활발한 상호작용)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 시기별로 분석할 것이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문헌조사(정부 보고서, 인터넷자료, 방송

보도자료, 기사, 관련 논문 등)와 면접조사를 통해 확보한 질적자료를

사용한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 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위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로

연구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또한,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서,

정책, 관리지침 등의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예방사업 등에 대하여 보도된 방송자료 및 기사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각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잡지 및

보도자료 등도 포함한다.

면접자료를 위하여는 에이즈 예방사업을 장기간 중점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진행해 온 3개의 민간단체의 사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의

예방사업 담당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에이즈 예방사업을 담당하여 오랜 기간 시행해 온

관계자들로 선정하였다. 정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직이

변하는 특성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에 대한 깊은 경험의 인터뷰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각 시기에 해당하는 정부 문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분석범위에 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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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본 연구 사례의 중심 주제인 에이즈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에이즈의 개념과 발생, 그리고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까지 논의를 확장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이 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가장 먼저 학계에

등장한 거버넌스의 개념부터, 최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이 정의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및 운영기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통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의 효과를 끌어낸 선진국(미국, 호주,

영국)의 예방정책의 발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 에이즈의 역학적 상황에 대하여 특징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제정과 변천,

그리고 에이즈 예방정책의 수립과 변천에 대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이 집행되어 온 역사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하고 요약하며 향후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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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요구되는 연구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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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에이즈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에이즈(HIV/AIDS)의 개념과 감염경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감염질환이다. 질병의 이름처럼 이 감염병은

유전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니며, 인체가 후천적으로 HIV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병이다.

HIV는 보조 T-림프구를 파괴하여 면역 반응을 감소시켜서

암(Cancer) 등의 이차적 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킨다(Karin C.

VanMeter, 2014). 침투한 HIV는 유전자 속에 삽입되어 생존하며 끝없이

분열 및 복제된다. 복제가 활성화되면 T-림프구는 사망하고, 밖으로

나온 HIV는 새로운 T-림프구에 침투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권관우

외, 2000). 다시 말해서, HIV에 감염되면 보조 T세포와 같은 CD4+

세포들이 감염되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 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는 면역결핍 현상이 점차 심화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면역결핍으로 인한 에이즈 관련

질병들이 발생하며 에이즈 환자로 진행된다. 즉, HIV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든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CD4 림프구 수가

200/mm3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에이즈완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었다고 말해진다(오봉욱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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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는 에이즈의 잠복기에서

기인한다. 에이즈는 병의 활성 단계 이전까지 최대 12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통 감기의 증상과 비슷하여 피로, 근육통 등의 경미한

증상이 주를 이루어 감염되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염자가 감염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미 에이즈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며, 에이즈의 마지막 단계인 급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악성종양, 암 등 이차 감염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한다.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면역결핍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침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히 침과 같은 타액에 의한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혈액, 정액, 질 분비물과 같은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 하지만, HIV에

감염되는 즉시 감염자의 모든 체액에는 HIV가 존재하게 되며 언제든지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보균자가 된다. 특히, 감염초기와 감염말기에

바이러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HIV의 주요 감염경로는 남성

동성애자의 동성(men who have sex with men)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

이성 간의 성접촉, 정맥혈관을 통한 마약사용, 임신을 통한 수직감염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감염경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인 남성과의 성접촉(MSM)이다. 일반적으로 감염인이 이성과

성접촉 했을 경우에는 HIV에 감염될 확률이 1회에 0.04-0.08%인 반면,

동성 간 항문을 통한 성접촉으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1회에 1.38%로

17.3-34.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tel P, 2014). 일상적인

접촉이나 모기 등에 의한 곤충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전해진 바가

없다(Fauci et al., 2001). 하지만, 모든 체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 등에 타액이 접촉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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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감염경로는 모두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HIV 감염인 중 91.2%가 남자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정맥혈관을 통한

마약 시의 오염된 바늘 사용 등도 감염경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접촉 외의 경로를 통한 HIV 감염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UNAIDS에 따르면, HIV에 감염될 확률이 동성 성접촉을 하는

남성의 경우와 마약을 주입하는 경우가 2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21배, 트렌스젠더의 경우

12배로 HIV에 감염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UNAIDS, 2018).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요 감염경로로 보고되는

것은 남성과 성접촉을 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이며, 정맥혈관을 사용한

마약사용, 양성 또는 이성간 성접촉 등이 뒤를 따른다.

2. 에이즈의 발생과 현황

에이즈의 기원은 HIV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999년에

미국 알라바마 대학 연구진들은 에이즈의 기원을 연구하던 중, HIV와

거의 동일한 면역결핍바이러스(Simian immunodeficiency virus, SIV)를

침팬지에게서 발견했다. 이 연관성의 발견을 통해 연구진들은 침팬지가

HIV-1의 원천임을 입증했고, HIV가 침팬지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다고

결론지었다(Feng Gao, 1999).

SIV가 인간에게 전염된 경로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헌터의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침팬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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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HIV가 인간이 침팬지를 사냥하는 중 상처를 통해 침팬지의 피가

접촉되었거나, 침팬지를 식용하는 과정에서 SIV가 인간의 몸에서 새롭게

적응하여 HIV-1으로 변종된 것으로 볼 수 있다(Sharp, P.M. and Hahn,

2011).

인간에게서 기생하게 된 HIV가 처음으로 인류에게 발견된 사례는

1959년 콩고 민주공화국 Krinshasa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혈액을 채취

및 조사를 통해서였다. 이전에도 HIV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으나, 혈액채취를 통해서 HIV를

사망원인으로 발견한 것은 이 사례가 최초다(Science, 1998).

이후로 세계가 에이즈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가장 처음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1981년 미국

뉴욕에서 보고된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과 관련한 사례이다.

뉴욕의 청년 동성애자 41명에게서 매우 드물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카포시 육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인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폐포자충 폐렴이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1981년에는 영국에서도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는 등

1980년대 초반에는 선진국들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초반에는 게이병, 게이암 등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1982년에

에이즈(AIDS)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세계가 에이즈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에이즈의 빠른 확산 속도를 체감하면서, 각국은

위기감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1984년에 이 질병의 원인이 HIV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치료법이 활발하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치료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 치료법을 통한 환자 1인당 치료비는 연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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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까이 되었기에, 에이즈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치료를 HIV 감염인들에게 시행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NGO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며 2010년까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세웠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900만 명에 가까운 HIV 감염인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1,800만 명의 감염인들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UNAIDS에 따르면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후로

2018년까지 기록된 HIV에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7,490만 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기록된 수만 810만 명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현재 HIV에 감염된 상태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개발도상국은 HIV/AIDS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세계 신규 HIV/AIDS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2018년 기준

67.1%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그 뒤를 이어 남부•동아시아 11.4%,

라틴아메리카 6%, 동유럽/중앙아시아 4.5%, 북아메리카 4.5% 등으로

나타난다(UNAIDS, 2018). 신규 HIV 감염자의 압도적인 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즉 에이즈를 관리하기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에이즈 환자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전 세계 HIV 감염인이

약 210만 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약 170만 명으로 16%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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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은 2010년에 비해서 33% 감소하였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도움으로 생존한 에이즈 감염인은 2018년 기준

2,330만 명으로 집계된다(UNAIDS, 2018).

아래 그림은 전 세계의 신규 HIV 감염인 수의 변화와 AIDS로 인해

사망한 전 세계의 AIDS 감염인 수의 변화이다. 첫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세계의 HIV 감염자 수는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전 세계의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많은 감염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2-1] 전 세계 신규 HIV 감염인 수

출처: UNAID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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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 세계 AIDS로 인한 사망자 수

출처: UNAIDS(2019)

3. 에이즈의 진단과 치료, 예방의 중요성

온몸에 피로감 또는 다른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는 HIV 감염인들은 대표적으로 두 단계의 감염진단, 즉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의 단계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하여

HIV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 확진검사로 넘어가서 그 결과가 똑같이

확진되는 경우에 HIV에 감염되었음을 진단한다.

선별검사의 경우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로 진행을 하는 반면, 두

번째 단계인 확진검사에서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진행을 한다. 그

이유는 민감도의 경우는 그 특정 질병에 걸렸다고 판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특이도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기 때문이다(질병관리본부, 2010). 즉, 1단계에서는 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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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중점으로, 2단계에서는 음성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항체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8%를 넘기며 높은 정확도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HIV 검사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질병관리본부, 2010). 첫 번째는 ‘효소면역검사법(ELISA)’이다.

이는 HIV에 대한 검사자의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선별검사에서

사용된다. HIV에 감염된 이후 약 12주까지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되어 있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확진검사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으로, 이 방법도 HIV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위의 효소면역검사법보다 높은

특이도를 보유하기 때문에 확진검사에 사용된다. 세 번째는 ‘신속 HIV

항체 검사’이다. 신속의 명칭처럼 검사를 진행한 지 1시간 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HIV 검사량을 많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확진검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 검사기법은 ‘핵산 증폭 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NAT)’이다. 이 방법은 정량검사와 정성검사로 나뉘는데 이 구분에

따라서 용처가 다르게 사용된다. 두 방법 모두 HIV RNA를 검사하는

것으로, RNA 바이러스는 세계 전염병의 80%의 주범으로 변이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량검사는 HAART(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정성검사는

헌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진방법은

초기검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의 결과는 혈액 1ml 당 바이러스의 수로 보고된다.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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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수치가 일반적으로 약 5,000–10,000

copies/ml을 유지하지만, 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백만

copies/ml 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바이러스

제제의 복용이 감염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의 검출량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번 HIV에 감염이 되면, 일평생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 약제를 혼합해서 처방하여 칵테일

치료라고도 불리는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ghly Active

Antiretoroviral Therapy, HAART)’로 진행된다. 19가지의

항바이러스제제 중 3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96년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수용되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HAART를

통해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또한, HAART를 통해서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HIV에 감염되어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에이즈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평생의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HIV에 감염되는 것이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1996년 이후부터 시행되어 온

이 HAART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감염인들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약제의 교차 처방으로 인해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 약제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3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사용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내성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칵테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국내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명수(2007)에 따르면, 오심 21%, 피부발진 7%, 복통

7%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칵테일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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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결론적으로, HARRT를 비롯한 각종 검사기법의 도입으로 HIV

감염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평생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을 먹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처음부터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며,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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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의 배경과 정의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현대사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국정 관리의 많은 부분으로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 과정들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들 간에 관계들이 형성되며,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힘을 합치는 등 역동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1970년대에 등장하였지만, 이때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체제를 의미하는 것에 그쳤다. 여전히 국가가 중심에 있고,

국가의 주도로 국정 관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의미로

거버넌스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OECD,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들과

냉전의 종식에 따른 제 3세계 국가 문제 등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의 정부 간 거버넌스를 통해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한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행정개혁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NPM)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나태준(2006)은 거버넌스가 이처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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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의 모형으로 등장했음을 주장한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가 시행되었고(박재욱, 2009;

라영재, 2008; 이명석, 2007; 엄석진, 2008; 김도희, 2010), 최근으로

올수록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거버넌스가 촉진되기 시작한 요인에 대하여 김정렬(2001)은 i)

1970년대 후반 각국의 재정위기, ii) 시장제일주의 사고의 확산, iii)

세계화와 지방화(localization)의 강화, iv) 강한 정부의 정책실패, v)

정책결정과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vi) 사회의 복잡성과 다변화의 증가,

vii) 전통적 책임성(권력과 책임의 동일 주체)의 변질로 크게 7가지로

주장한다.

Roeber(2000)도 비슷한 논의를 펼쳤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장 중심으로 주장한다.

특히 수직적 관료제로 대표되는 베버(Weber)식 모델이 더이상 이러한

사회의 복잡성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Kooiman(1993)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복잡하게 변화해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흐름 속에서 국가에 대한 통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 주도형의 통치능력은 약화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고안되었다고

말한다. Pierre & Peters(2000)도 네트워크를 지배적인 국정관리

유형으로 등장하게 한 요인으로 세계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거버넌스의 정의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을 설명하지만,

거버넌스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학자마다 거버넌스 정의에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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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2007)은 거버넌스를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광의의 개념에서의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과 인력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협의의 개념으로 거버넌스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조정양식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조정으로

알려진 양식의 계층제, 시장에 속하지 않는 제 3의 영역으로 거버넌스를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력관계에 귀속되지 않는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석은 거버넌스가 강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다.

나태준(2006)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나태준은 거버넌스는

국정관리의 개혁의 일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i)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시장적 정부, ii) 계층제를 축소하고 하의상달

방식을 활용하는 참여적 정부, iii) NGO 등 비정부 조직의 활용을

중시하는 신축적 정부, iv) 규제를 제거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탈내부규제적 정부의 모형들로 정리됨을 Peters(1996)의

논문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김정렬(2001)은 거버넌스가 과거의 정부상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며, 계층제에서 수평적 조정으로, 국가의 절대적

권위에서 시민사회와 시장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으로, 엄정한 법 집행의

특징에서 갈등과 협력의 특징으로, 그리고 평등을 통한 동질성의

중심에서 네트워크와 참여를 강조하는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거버넌스를 표현하였다.

한국 환경부(2004)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거버넌스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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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거버넌스’와 ‘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새로운 협력형태를 지칭한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경직되어있는 하향식 체제와 다른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조하는 관리체계이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이미 인간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조정적 모습을 다시 주목하면서 발견된 것으로서, 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학자들도 1990년대부터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었다. 이들의 논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함께 거버넌스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Kooiman(1993)은 이미 그 당시 거버넌스를

권위주의와 억압 없이 자유롭게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는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Stoker(1998)도 거버넌스를 정부(government)의 변화로 보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상호 간에 협력하는

조정양식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더이상 하향식의 관료주의적 수직관계가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다.

Pierre & Peters(2001)도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했다. Pierre

& Peters는 거버넌스를 더이상 행위자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명령을

하달받는 수직체계가 아니라,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해외

학자들도 거버넌스의 정의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적이고 의존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한 특징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방대한 개념과 각기 다른 정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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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여전히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뽑아보면, 대부분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기존 전통적인 국정

관리의 실패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많은

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하재룡•김영대, 1997).

결국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출발은 세계의 변화에 맞춘 국정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이상 국가가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완전한 주도자가 아닌 정부 외의

행위자들을 그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서 협업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거버넌스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는

수평적이고 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체로 국정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좁혀서 분석하기로 한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거버넌스라는 방대한 개념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끌어 오면,

이는 정치과정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기업, NGO 등이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협의체로서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관계를 말한다(강동완, 2008). 1970년대

거버넌스의 개념이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직적

국정 관리체제를 말했지만, 1980년대부터 네트워크적인 수평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온 세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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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이 활발하게 생겨났으며 이들과 공조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각국 정부가 마주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거버넌스 개념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이제

거버넌스라고 함은 새로운 수평적인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정부와 사회가 네트워크 형식으로

공공의 문제를 위해 결합되는 방식을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정의하기도 한다.

김혜진(2013)은 뉴거버넌스란 국민국가의 성격이 약화되고 사이버

공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심화되어 발전된

거버넌스의 흐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해섭(2007)도 뉴거버넌스를

기존의 일방적인 국가 주도형 통치체제와 다르며, 국민국가의 한정

범위를 넘어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학자들이 정의한 뉴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새롭게 등장

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압축하면 시민사회 등 자발적 부문 행위자들의 참

여, 수평적인 협력관계,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의존, 활발한 상호작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수평적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특징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칭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초기에 거버넌스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던 Rhodes(1990)는 네

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하여 정책이 일방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

니라, 상호의존하는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이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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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명석(2006)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이 공식적인 권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상 등

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조직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공공관리(NPM)와도 다르며, 모든 관계에서 정부가 우위에 있고 정부

를 중심으로 국정 관리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기존의 거버넌스와도 다

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권력 자

원을 모두 소유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수

평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의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유재원•소순창(2004)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안에서 권력 자원의 측면

에 대하여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권력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 ii) 중앙-지방 간 권력분포의 양상이 정책별로 상이하다,

iii) 권력이 국가부문과 사회부문의 다양한 세력 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

어 있다, iv) 국가-사회 간 권력분포가 정책별로 상이하다고 정의하였다.

이 협의체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자의 역할로 정부의 위치가 변동된 것이다. 신자유

주의의 흐름과 같은 시기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

기는 했지만,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 흐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가 더이상 독자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등장한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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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및 운영기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가장 먼저 ‘네트워크’의 형성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크라 함은 권력 자원의 집중화가 없어야

하며, 가장 큰 특징으로 협력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를 국정 관리의 차원으로 끌어온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이며,

기존의 국정 관리 체제로는 사회의 여러 부문과 연결되어 있고 세계로

연결된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들과의 협력적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으로

강동완(2008)은 i) 필요성(necessity), ii) 호혜성 (reciprocity), iii)

능률성(efficiency), iv) 안정성(stability), v) 합법성(legitimacy)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독점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자원에 대한 의존성 또는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호혜성에 대하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다르게 접근하는 호혜성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능률성은 협력을 통하여 상호 간의 보충과 발전을 이룩하여

문제해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각 행위자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각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합법성이란 기존의 권력 자원이 부족한 사회 각

부문의 자발적 협의체들이 기존의 조직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합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위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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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운영기제로도 볼 수 있다. 박상주(2003)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관리하기 위한 운영기제로 상호작용의

촉진, 상이한 행위자들의 중재, 공동의 목적을 모색으로 정리한다. 최근

최병두(2015)는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연계구조, 상호작용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소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역할, 그리고 목적이며, 연계구조는 개방성, 연계성, 지속성으로

나누어 참여자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의 성격, 영향관계, 합의 및 조정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과정을 분석한다. 이처럼 학자들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한 구성요소와 동시에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작동시켜 나갈 운영기제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표 2-1] 학자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및 구성요소

연구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및 구성요소
연구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및 구성요소

Van de

Van &

Walker

(1979)

• 자원의존성
• 인식
• 빈번한 의사소통
• 합의
• 공식화

장인봉

(2004)

• 참여자
(주도세력의 특징과

응집력)

• 상호호혜성
• 접근성
• 참여자 간 규범형성

및 제도화

Oliver

(1990)

• 필요성 • 호혜성
• 능률성 • 안정성
• 합법성

주재현• 
김태진

(2004)

• 상호의존성
• 상호신뢰
• 촉발요인(또는 중개

인)의 존재

VanVilet

(1993)

• 복잡성
• 상호의존성

서순탁• 
민보경

• 다양한 행위자
•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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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재현(2010),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구성

(2005)

• 상호의존성
• 제도적 장치
(법적규정, 조정절차)

Johns

et al.

(1997)

• 수요의 불확실성
• 업무의 복잡성
• 인적자산의 한정성
• 빈번성

신희영

(2005)

• 호혜적 상호의존관계
• 독립적 행위자들
• 지속적인 대화

• 자원의 공유

강황선

(2003)

•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성

• 중재자로서의 정부
• 협력적, 상호호혜적
인 관계

김창수

(2007)

• 다양한 행위자의 참

여

• 행위자의 자율성

• 연계망의 형성

박상주

(2003)

• 상호작용의 촉진
• 상이한 행위자들의

중재

• 공동의 목적

강동완

(2008)

• 필요성
• 호혜성
• 능률성
• 안정성
• 합법성

배응환

(2003)

• 다양한 행위자
• 행위자의 독립성

• 공동목적
• 상호의존성
• 사회자본
• 상호작용

초의수

(2008)

• 행위자들의 공통의

믿음

• 행위자들의 전문성
• 행위자 사이의 활발

한 의사소통과 협력

조명래

(2003)

• 다양한 참여자
• 상호의존성
(자원, 기구, 권력공유)

• 공동의 목표
• 지속적인 의사소통

최병두•

채은혜

(2015)

• 이해관계자의 참여
• 연계구조
•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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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합의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위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호의존성’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사회부문의 다양한

행위자 및 조직들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의

자원(resources)에 의존하게 된다. 각 행위자가 가진 자원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공통의 목적을 두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 간에 의존하는 상황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행위자들은 정부와 상호 협력하면서

합법성을 더 획득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이다.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조직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사회문제를 둘러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은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네트워크가 조직되었을지라도 이 목표에 대한 합의성이 흔들리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처음 정책의 목표를 설정했을 당시의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마다 갖는 각 자원의 우위성을 전문성이 뒷받침할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반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해결을 위한 방법도

다채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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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수평적

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의 요구만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아니다. 오히려 신공공관리 또는 기존

1970년대의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위자들이 활발하게 위계와 계층없이

상호작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의 4가지 요소, 즉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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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에이즈 예방정책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1.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예방정책 중 에이즈

예방 캠페인, 홍보 등 세부사업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예방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후,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 및 사업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겠다.

먼저,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하여 황보승남(1997)은 에이즈

예방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주도사업의 활성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가 정책의 입안단계에 참가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가 감염자를

관리하고 돌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감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정현미(1998)는 에이즈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며, 정부가 예방 캠페인을 주도하되 민간단체에서

에이즈 예방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는 국내 연구 중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주로 에이즈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정책 논의만 진행되어왔다.

두 번째로, 에이즈 예방사업에 대한 연구는 사업에 따라서 크게

대국민 홍보사업, 대학생 및 청소년 교육사업, 콘돔배포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콘돔배포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문이 없기에 대국민



- 37 -

홍보사업과 대학생 및 청소년 예방 교육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예방 홍보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혜경•김은정(2007)은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를 구성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에이즈 공익광고를

하기보다는 잠재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민간단체가 홍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과 함께 체계적인

공익광고를 만들어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국민 예방 메시지의 내용에 대하여 최명일(2018)은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국민의

생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본 1,000명에 대하여 1:1 대인 면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최명일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다’라는 메시지는 더이상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 둘째, 에이즈의 병명을 바꿔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향후 캠페인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접근법인 ‘에이즈에 대한 지식 향상→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의 논리 구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 예방 및 홍보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의철•이선영(2008)이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대학생 집단을

표적집단으로 선정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개혁확산이론을 이론적 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의철과 이선영(2008)은 대학생들은 대체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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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송의

영향으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에이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에이즈 예방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숙정(2016)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된 에이즈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숙정은 국내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교육이 대부분 1회성 교육이었으며, 대부분 강의에 의한

교육방식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하여 에이즈 예방

교육의 최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전문강사와 보조강사의 융합된

교육이 요구되고, 가능한 빠른 시기인 중학생부터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즈 예방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외에도 에이즈 예방사업 및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더 있지만,

에이즈 예방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에이즈의 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진행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작동기제는 정책이다.

그렇기에 에이즈 예방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구성되는 단계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정책

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될 때

한국 에이즈 역학적 현실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예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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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근본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2. 해외 에이즈 예방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률은 2010년 이후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공적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와 누적 감염자 수를 감소 국면에

들어서게 한 선진국 중 몇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특히 에이즈

예방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이 세 국가가 에이즈의

신규 감염을 차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적 작동이었다.

세 국가 모두 1980년대 초중반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시민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빠르게 에이즈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국가 보건

계획에 에이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향식의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에이즈 예방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활발하게 소통하여 각국에 적합한 에이즈

예방 및 관리체계를 형성해내었다. 이는 하향식 정책집행이 중심이 되는

한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가. 미국

미국도 1981년에 첫 번째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었지만,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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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에이즈가 국가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1981년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연간 16만 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면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급격히 에이즈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의 44%가 가장 시급한 보건문제로 에이즈를

꼽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이훈재, 2014).

미국 정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정책을 시행하였고

에이즈 전염률도 1983년 43.09%에서 2년 만에 25.23%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에이즈 감염 고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국가전략이 신규 HIV 감염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CDC, 2001), 이러한 인식 속에서

1983년 미국 의회는 최초로 AIDS 연구와 대응을 위해 1,2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정하게 된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1986년 이후 Ryan White Care Act의 모체가

되는 “AIDS Health Services Program”이 설립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민간단체들의 설립과 함께 미국 의회와 질병통제센터는 에이즈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미국 사회의 각 계층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2001년 최초로 흑인 에이즈 인식의 날이

지정되었고, 이후 라틴계, 여성 등 각 층의 에이즈 인식의 날이 지정되어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3년 질병통제센터도

‘Advancing HIV Prevention: New Strategies for a Changing

Epidemic’을 선언하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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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사후적 치료보다는 에이즈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13일 오바마 행정부는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 전략으로 ‘국가 HIV/에이즈 전략’을 백악관에서

발표하였다(The White House, 2010). 미국은 정부 차원의 에이즈 관련

법의 개정과 에이즈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리자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별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 활동의 방향성이

정책목표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미국의 성공적인 에이즈 예방의 역사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영국

첫 신규 HIV 감염자가 발생한 한국과 같은 해인 1981년에 영국의

첫 에이즈 환자의 사망이 발생한다. 에이즈에 대한 우려가 시작됨에 따

라 영국은 에이즈 환자와 악수만 해도 감염된다는 등의 에이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이에 1987년 다이애나 웨일즈

공작부인은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Middlesex 병원을 개원하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에이즈 환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 차원의 캠페인을 보여

주었다(Hildrew & Peter, 2014).



- 42 -

같은 해에 영국 정부는 “에이즈, 무지로 인해 죽지 말자”라는 최초

의 공식적인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며, 영국 전역의 모든 가정에

예방을 통해 에이즈로 비롯된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1980년대의 영국 에이즈 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에이즈

의 예방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홍보 캠페인이 중심이 되어 진행

되었다.

영국은 에이즈에 관한 법 제정 등의 노력보다는 우선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양상을 보여왔다. TV를 통해 직접 에이즈

환자들이 출연하여 에이즈의 심각성과 예방법(콘돔 사용 등)을 홍보하는

등의 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예방정책을 펼쳤다(정현미, 1998).

하지만, 영국도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 및 민간단

체들이 설립된 후, 이들과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국

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캠페인이 2003년 영국의 ‘국가 에이즈 기금’과

함께 진행되었다. 에이즈의 억제를 위해서는 에이즈 예방이 중심이라는

기조 아래 ‘HIV 바로 알기’ 캠페인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에이즈 예방정책은 2012년부터 ‘HIV

Prevention England(HPE)’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영국 보건당국의 지원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그 결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각 지역의 관계자들, 영국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영국계 아

프리카인과 동성 성접촉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Men who have sex

with men, MSM)를 대상으로 구체화 된 예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셜마케팅을 활용하여 에이

즈 예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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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Avert, National AIDS Trust 등 정책의 수립단계에 큰 영

향력을 미치는 민간단체들도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

다. 이처럼 민간단체 및 NGO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에이즈를 관리해온

영국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NGO는 100

여 개이며, 이중 전국적인 규모의 기구는 최대 5개이다. 민간단체와의 긴

밀한 협업과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여 영국의 각 지역,

100여개의 민간단체들과 거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한 것이다.

고위험군에 집중한 정책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었던 것

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영국의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틀이 움직이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고위험군에 전문화된 정책사업을 해야 한

다고 정책이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영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선순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다. 호주

호주에서는 1982년에 처음으로 HIV 감염인이 발견되었다.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공포 속에서 1983년 호주에서는 에이즈 발생 1년

만에 에이즈 평의회(Aids Council)가 호주 수도권에서 결성되었다(World

AIDS Day Australia, 2017).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호주는 사회 각

계층에서 에이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형성되었고, 주별로 형성되기 시작한 평의회들과 더불어 호주 HIV

국민협회(NAPWHA), 호주 에이즈 연맹(AFAO), 스칼렛 연맹 등

에이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이 창설되기 시작했다(Australian

Federation of AIDS Organisations, 2017).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호주의

에이즈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호주 에이즈 기금(AIDS Trust of

Australia), Bobby Goldsmith 재단 등의 자선단체들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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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정책의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으며, 정책

형성 전까지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owtell & William, 2005).

이에 호주는 1989년 세계 최초로 국가 에이즈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호주는 초기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호주

전역에 창설된 기구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에이즈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협업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했다.

또한, 정부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해 혁신적인 캠페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에 대하여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겼으며,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정부의 대중매체를 통해

진행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HIV 감염에 가장 취약했던 젊은 세대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Bowtell &

William, 2005).

호주는 1989년에 1차 국가 에이즈 전략을 수립한 후,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매년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집단별로 전문화된 에이즈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국가의 정책하에서 주별로

형성된 각 계층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호주 전역의 각종 에이즈 전문

기구들이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호주의 신규 HIV 감염자 수를

감소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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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 호주의 신규 HIV/AIDS 감염자 수는 1984년에 1,700여

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현재는 연간 700-800명을 유지하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이 호주에서도 에이즈의

발현 시기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으며, 호주의 역학적 상황에 적절하게 정책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과정에서도

민간단체와의 이미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책목표에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3. 해외 에이즈 예방정책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에이즈 감소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한국에서도 1993년에 에이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2년이 되어서야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전까지는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집중의 효과가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이래로 2018년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16% 가까이 감소시킨 것이다. 1990년대 급증하던 에이즈 환자

수를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한 것은 세계의 에이즈 예방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격리하는 사후적

처방보다는 선제적으로 국민이 에이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다. 하지만, 동시기에 에이즈 예방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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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했던 한국의 경우 그 결과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았다. 의료

자원의 부족도 아니고, 활발히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없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에이즈 선진국들은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직적 관계의 우위를 점하던 정부의

위치를 과감히 버렸다. 자발적으로 에이즈로부터 자국민과 세계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켰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정책을 매년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정부는 이

네트워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민간단체들이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협력하였고, 정책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빠른 구축과 성공적인 작동의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고 종국엔 에이즈 환자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공통적인 4가지 요소, 즉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선진국들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모두 잘 작동되고 있다.

에이즈 예방정책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없는 예산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줄 수 있으며 이들의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보유하지 못한 법적인 토대의 합법성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에이즈라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로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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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민간단체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들과 에이즈 고위험군 집단에 접근하고 그들이

예방 및 관리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의 목표’와 ‘활발한 상호작용’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민간단체들은 여기에

맞는 정책 사업들을 조직하고 집행하였다.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덕분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정책목표는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었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단체들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막연하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만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진국들의 에이즈

지침은 세부적인 사업목표들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이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HIV/AIDS 전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 미국 HIV/에이즈 전략 연도별 비교(2010년, 2015년)

연도 에이즈 예방정책 내용

2010년

① HIV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HIV 예방을 위한 노

력을 강화한다.

• HIV 예방 기금을 가장 최신의 역학 데이터 상 가장 확산이

높은 인구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당

• 고위험군을 타겟으로 함(동성애 및 양성애를 하는 남성, 흑

인 남성 및 여성 등)

• 아시아계 및 태평양계 아일랜드인과 미국계 인디언, 알래스

카 원주민 인구에의 HIV 예방 언급

• 프로그램 책임성 강화: 공공기금을 수혜받는 자들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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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 필요

② 집중화된 노력을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접근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확장한다.

• HIV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혁신적인 예방 전략과 통합적

접근법 수립 및 평가

• HIV 선별 및 감시 활동 지원 및 강화

•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장
•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 확장

③ 모든 미국인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 근거에 기반한 소셜마케팅과 교육 캠페인 활성화

• 모든 미국인에 대한 연령별 HIV 및 STI 예방 교육 추진

2015년

① HIV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HIV 예방을 위한 노

력을 강화한다.

• HIV 예방 기금을 가장 최신의 역학 데이터 상 가장 확산이

높은 인구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당

• 고위험군을 타겟으로 함(동성애 및 양성애를 하는 남성, 흑

인 남성 및 여성 등)

• HIV 감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한

인구에 대한 예방 노력을 유지

② 집중화된 노력을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접근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확장한다.

• HIV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혁신적인 예방 전략과 통합적

접근법 수립 및 평가

• 고위험군 사회와 인구에서 HIV 예방 과학의 차이가 없도록

연구 강화 및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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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White House. 2010, 2015. 재구성

2010년 전략에서부터 미국은 국가 에이즈 예방 전략의 정책대상을

HIV 감염 고위험군으로 특정화하고 있다. 이후 2015년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에이즈의 예방과 전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쉽게 전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고위험군과

국민에 대한 정책으로 양분화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국가 HIV/에이즈 전략’에 대한 ‘연방 시행

계획(Federal Action Plan)’을 함께 수립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연방 시행 계획에서는 위의

• 통합 및 환자 중심의 HIV 감시를 강화, 지원 및 기본적

서비스로 연계 (주거, 교육, 고용)

• 사전 노출 예방 등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Pre-exposure

prophylaxis, PrEP) 및 노출 후 예방접종(PEP) 확대

•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 확장

③ 모든 미국인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 예방, 전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교육한다.

• HIV 위험과 예방 전략에 대하여 명확하고, 특정되고, 일

관성있고, 과학적으로 최신의 메시지 제공

• 증거에 기반한 소셜 마케팅 및 교육 캠페인, 디지털 도구

와 새로운 기술들 활용

• 모든 미국인에 대한 연령별 HIV 및 STI 예방 교육 추진

• HIV 및 IPV와 같이 관련되는 이슈에 대한 공공 연구,

교육 및 예방 노력 확대

• HIV의 예방, 테스트, 관리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잘못된 인식, 오명, 차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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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책의 각 항목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단체와 사업

방향을 특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고 있다(백악관

국가에이즈전략 연방시행계획, 2015).

결론적으로 미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의 정책 시스템의 중심은

국가이지만, 국가의 전략을 중심으로 민간단체들과 세부 전략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의 질을 발전시켜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감염 사실을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에이즈의 질병 특성상

정부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에이즈의 예방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 반대로, 예산 및 정부의 합법적인 인프라의 지원이 없이는

민간단체 또한 독자적으로 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동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명목적인 정책의 목표만 매년 세워질 뿐 이 정책목표의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에이즈의 성공적인 감소를 이끈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존재와 운영의 정도가 에이즈의 선제적 차단과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이 실제 에이즈 감염자 수의 감소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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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가지(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 즉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그리고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 보건사업부)의 에이즈 예방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시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눈다. 첫째, 에이즈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태동하던 시기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1993-2003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로 구분한다. 둘째, 정부가 네트워크에 개입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던 시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해당하는 시기로 2003-2013년까지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퇴보가 일어나고 네트워크의

활성 정도가 약해진 시기를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3-2019년에

대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로 구분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4가지 구성요소를 각 시기에 도입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운영 양상을 분석한다. 실상의 분석을 위하여 에이즈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들의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가장 최근의 시기까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발전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이 실질적으로 에이즈 감염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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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이즈라는

사회문제를 둘러싼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3] 연구 모형



- 53 -

제 3 장 한국의 에이즈 역학 상황 및

에이즈 예방정책과 제도

제 1 절 한국의 에이즈 역학 및 에이즈 예방정책의

중요성

1. 한국의 에이즈 역학

한국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85년

12월 첫 내국인 HIV 감염인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에이즈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HIV 감염인의

발생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이후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8년 한 해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1,206명이 신규로 신고되었다.

여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기

때문에 안심 단계라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는 에이즈 확산의

절정기에 도달한 후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 반면,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신규 확진자의 남녀성비는 10.4:1로 나타나며, 남성이

1,100명(91%)이고 여자는 106명(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만의 비율을 본다면 남성은 945명(96%)이고 여성은

62명(4%)로 성별 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점은 에이즈가 길게는

12년까지 잠복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 절정기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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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985년부터 연도별 신규 감염자 수와 누적 감염자 수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 3-1] 연도별 신규 HIV/AIDS 신규 감염자 수 (1985-2018)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재구성

먼저 신규 감염자 현황 그래프를 보면, 1985년 2명의 감염인 발견을

시작으로 약 33년이 흐르기까지 신규 감염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에이즈 예방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예방사업이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2000년 이후 약 20년간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를 보면 그

효과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누적 감염자 수는 단 한 번도

감소한 시기가 없으며, 첫 발병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염인의 절대적 숫자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에이즈의 무증상 잠복기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자명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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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역학적 양상은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층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내국인 에이즈

환자의 연령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그림 3-2] HIV/AIDS 환자의 연령별 누적분포

출처: 「HIV/AIDS 신고현황」재구성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최소 70% 이상의 비중을 20

대에서 40대 청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10대 이하 감염자가 30% 가까

이 차지했던 1987년은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이다. 또한, 1990년에서 1995

년까지 10대의 에이즈 감염 발생은 1건의 마약 주사 사용을 제외하면,

모두 수혈 및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적은 비중이

지만 10대 이하의 감염자가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감염경로는 대부분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직감염 사례로 나

타난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는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

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세-34세 사이의 감염자가 20대-40대 영역 비

중의 7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에이즈의 무증상 잠복기를 고려한

다면 20세-34세 사이에 에이즈 감염사실을 발견한 환자들은 청소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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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경로가

성접촉으로 인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취약한

성문화에 노출되어있는 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경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국내 감염경로의 연도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그림 3-3] 에이즈 감염경로의 연도별 비중

출처: 「HIV/AIDS 신고현황」재구성

성접촉을 통한 감염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무응

답으로 감염경로를 대신 응답한 사례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점은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이유에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국가의 위생 및 보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

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수혈 및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마약류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 사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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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만큼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마약 주사기를 공용으

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감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위 통계에 따르면 이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동성 간 성접

촉에 의한 감염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는 전체 감염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적되고 있다(미국 HHS, 2018).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은 비중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촉발되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감염경로의 정확성은 에이즈 예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집중할 집단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김준명(2018)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코호트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

에 등록된 HIV 감염인 1,474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경로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연령층이 젊은 군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

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인원의

차원에서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 감염사례가 60.1%이었지만, 18-29세

의 연령층에서는 71.5%, 10대에서는 92.9%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감염경로가 이성 간의 성접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를 주목하고 있

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김준명은 무응답으로 대답한 감염자들이 존재하고,

이성 간 성접촉으로 대답하였을 감염자들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인원의 비중은 이 연

구에서 조사된 6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한국 에이즈 감염자의 남성 비율이 96%를 차지하는 점과 감염

경로의 약 99%가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라는 점을 참고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질병관리본부, 2018). 이훈재(2014)도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기록되었던 감염사례가 추

후에 동성 간의 성접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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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실제로 한국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경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일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만의 또 다른 역학적 특징은 청년층의 감염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2018년만 보았을 때, 20대 감염자가 33%, 30대

감염자가 27%, 40대 감염자는 18% 순으로 확인된다. 20대에서 40대의

감염자들이 전체 감염자 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에 에이즈의

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이미 청소년기에 에이즈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정보 전달이

절실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청장년층을 비롯한 10대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무분별한 동성 성문화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동성 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거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청소년의 동성 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성애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폐쇄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어플에서는 다수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신체를 노출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성을 거래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법적인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점이 양상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는 등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역학적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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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1985년 첫 감염사례를 시작으로 누적 감염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둘째, 감염인 중 남성의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셋째, 감

염경로의 99% 이상이 성접촉으로 인한 사례이다. 넷째, 통계와 달리 실

제 감염경로의 많은 비중이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한국의 에이즈 역학 상황은 한국만의 고유

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역학적 상황에 맞는 에이즈

예방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 한국에서 에이즈 예방정책의 의의

2000년대 초반, 보건복지부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국민 보

건 상황을 보며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1990년대에는 에이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시기의 예방 캠

페인 및 홍보 활동은 대부분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진행되었

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민간단체들을 협력 주체로 포함시키며 지원하기 시

작했다. 같은 시기부터 에이즈에 이미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

리도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에이즈 환자가 세계에 비교하여 많은

수가 아님에도 국가 차원의 관리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에이즈가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HIV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되면 국가는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에이즈 환자의 외래치료,

병원 입원, 건강 유지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한 비처방약(over the

counter drug), 건강식품, 민간요법, 한방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양봉민(2005)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에이즈 환자

1인당 평균 생애 경제적 비용은 3.9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내국인 12,991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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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제적 비용은 2003년의 가치로 계산해도 약 5조 6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한국의 신규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발생

연령이 25-49세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질병관리본부, 2018)에서

에이즈 환자들의 일생에 지원될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이즈 환자의 고령화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쟁점을 양상하고

있다. 약을 통해서도 감염자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는 감염인의 수명은 비감염인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간이

갈수록 감염인들의 평생의 약, 병원, 간병비 등은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어려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에서도 이를 위한 예방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되던 에이즈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로 확대

개편되어 관리되면서 에이즈의 예방정책에 대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신규 에이즈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에 에이즈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이즈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종의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여겨져 온 에이즈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감염인들은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만 보아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s)의 제6차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간 OECD

14개국 중 “에이즈 환자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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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일반인들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

신념 및 행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 여실히

나타난다(질병관리본부, 2015). 조사의 응답자들이 에이즈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단절로

정신건강의 저하와 사회적 지지의 단절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Bhatia

& Munjal, 2014). 감염인들이 정서적으로 일련의 좌절을 겪으면서

내면적인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는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권경애, 2017).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그들의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들에 제약을 가하며,

결국 그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강력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가 도입된 이후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이즈로 인한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첫 발병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인권의 문제를 단순히 감염인들에 대한 부적적인

사회적 인식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감염인들의 인권을 인권보존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한 명의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즈를 통해서 망가진 삶을 마주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또는

일반 국민에게 한국 에이즈의 대다수의 감염경로인 동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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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에 대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올바른 지식을 교육하고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선제적

예방을 통해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중요하기에,

실효성있는 에이즈 예방정책으로 사전적으로 감염을 막는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이다.

3. 한국 에이즈 선제적 예방의 가능성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은 여타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염경로의 단순성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접촉뿐만

아니라 마약 주사기의 공동사용, 혈액제제, 산모를 통한 수직감염 등의

여러 경로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사업도 각 감염경로에 특화된 방법들로 고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들과 다르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경로는 99%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혈액제제 등 수혈에 의한

감염이 다수 존재하였고, 수직감염에 의한 사례도 아주 소수이지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내국인들의 감염경로는 대부분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은 감염인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

또한 한국의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여성의 감염률도 남성의 감염률 못지않게 높아졌으며, 몇몇

국가들은 여성의 감염률이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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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남성의 감염률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감염이 20대-40대의 청장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3가지 한국의 역학적 특징은 한국의 예방사업의 정책적

방향이 단순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만큼 예방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에이즈 홍보는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선은 특정 집단에서 에이즈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내의 특징을 활용하여 에이즈 감염의 고위험군인

집단들에 집중화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장년층에게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예방정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구성은 에이즈에 관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학, 심리학 등의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채널도 청년층에게 맞추어 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 SNS 등의 현세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가장 에이즈 감염인들이 집중되어있는 이 연령층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대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역학적 특징은 교육으로

예방정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대에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많은 비중의 청년들이 이미 청소년기에 에이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조기

교육을 통해 이 부분의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생에게는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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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연령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한국이기에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하여 잘못된

성문화를 접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 에이즈에 대한 지식,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이들이 청소년기에 지식의 부족으로

에이즈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에이즈의 역학적 특징은 이처럼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좋은 활용점이 될 수 있다. 막연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외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을 차용한 예방정책으로는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실정에

맞도록, 가장 적합한 에이즈 예방정책을 수립한다면, 선진국들보다 좋은

정책적 환경에서 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염인의 대다수가 남성인 점, 감염경로의 대다수가

성접촉인 점, 감염인 연령층의 대부분이 20-40대인 점의 한국적인

역학적 상황에 집중하여서, 이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학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와 활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면

한국도 에이즈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 30년 가까이 에이즈 예방 및 교육사업을 시행해 온 국내

민간단체들과도 명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면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전문화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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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체계

한국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은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하 에이즈예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985년 12월 1일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에이즈

감염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라 커지던 국민의 불안에 대한 부응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에이즈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법령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3-4] 에이즈 예방법 법령체계도

법률의 목적이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제정하였다.

첫 번째는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것’으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비밀누설금지의 조항도 포함되어 감염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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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검진에 관한 것’으로, 역학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들에게 에이즈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들도 혈액에 대한 HIV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감염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는 감염인의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감염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감염자의 격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보호시설로의 격리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에이즈 예방과 홍보를 위한 법률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12월 31일 이 조항은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보급하여야 한다’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로 개정되었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방 지식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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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88년 에이즈예방법이 예방과 홍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로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1988년 기준 22명에서

2007년 기준 740까지 단 한 번의 감소도 없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90년대까지는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매우 완만했으나

2000년 이후 감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치료, 관리뿐만 아니라 선제적 예방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2008년 9월 22일 개정안에서

예방과 관련된 몇몇 조항이 개정되었다.

먼저, 제3조 1항에서 개정 전에는 예방을 위한 지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개정 당시 2008년의

에이즈 역학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에이즈를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하였지만, 에이즈 감염자는 증가하고 있었다. 주로 캠페인 형식으로

일회성 홍보활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다.

또한, 10대의 에이즈 감염사례가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국가 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2008년부터 정부는 에이즈 질병의 관리가 더이상 치료와 관리만을

통해서는 극복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예방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도 정책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3조 2항에서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주체가 국민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었다. 에이즈의 예방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

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했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에이즈 예방과 관리

를 위한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주로 에이즈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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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자 했던 민간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였다. 대한에이즈예방

협회는 국내 의사들이 조직하였으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국내 교수들

이 구성하였다. 이외 구세군보건사업부는 구세군 본부에서 한국의 에이

즈 역학상황을 주시하며, 에이즈 구제 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한국가

톨릭레드리본도 조직되었으나, 취약계층의 감염인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

였으므로, 주로 앞선 세 단체가 에이즈 예방과 홍보 활동을 담당하였다.

민간단체들끼리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예방사업을 위해

협업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2003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음에도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방향 또는 정책 사업 등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체계적인 에이즈 예방정책 및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률도 에이즈 예방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이즈 예방정책이 시작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제3조 3항에서는 개정 이전에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과 사회의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감염인과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촉발되는 편견에서 오기 때문이다.

당시 2005년 조사에서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하여 48.8%가

모기라고 응답한 것은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에이즈 감염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도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지만, ‘예방’을 위한 개정은 현재까지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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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 수립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등과 보건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에이즈

예방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거시적인 틀 안에서 진행된다. 에이즈를 국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에 따라서, 결핵

에이즈관리과(현재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변경)에서 사업목표에 맞는 세

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보건소 및 민간단체 등과 수행하

는 체계로 일원화되어 있다.

즉,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계획의 틀과 세부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수립한다면, 예방정책 및 사업의 수행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체계 속에서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은 한국의 국가적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가며 수립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2002년에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1차에서는 에이즈에 대

한 언급이 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던 단계였지만, 실무적으

로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들과 상호작용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

였다. 질병관리본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2002년부터 ‘에이즈

(HIV/AIDS) 관리지침’을 발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HIV/AIDS) 관리지침을 살펴보며, 에이즈 예방

정책의 수립과정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3가지(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활발한



- 70 -

상호작용’ 요소는 4장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차~4차)

① 제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먼저, 1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은 치료 차원의

접근보다 질병을 예방하여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명시되어있다. 1차 계획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다수 정책목표와 사업의 방향성을 기록하였다. 명시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관리정책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2002년부터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부터 에이즈를 주요 과제로

명시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4차에 이르기까지 에이즈 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장 거시적 차원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변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2차

계획부터 각 추진목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세부추진계획과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의 연장선으로서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제1차 계획에 비교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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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크게 4가지 중점분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고자 하였

다. 이는 건강생활실천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등 네 분야이며, 에이즈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분야에 속

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공공부

문의 기능 강화와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구성하였다. 기존 공

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던 제1차 계획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 만

큼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체계로 민관협력, 즉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상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요소 상호의존성에

대한 구상이 2차 계획의 정책 목표로 처음 구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자원

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민간단체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상호의존성’

이 태동했다. 에이즈의 예방과 홍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향을 설정

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

치연맹, 구세군레드리본센터(현 구세군보건사업부)로 선정하였다. 제2차

계획의 추진방향은 크게 3개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추진목표의 초

점이 에이즈 예방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전까지 감염인 관리를 위주로 진행된 정책 방향을 실질적인

에이즈 확산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와 정부의 ‘공동의 목표’를 에이즈의 확산억제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수립의 과정에 만성질환과 전문가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충족하는 듯 보인

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의과대학 교수 6명, 복지부 및 질병관

리본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이즈 정책을 수립하지만, 에이즈의 현장경험이 다분한 민간단체

관련 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에이즈 정책 형성을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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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온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의 ‘활발

한 상호작용’도 당시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③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1차와 2차의 목표였던 HP2010에 대

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제3차 계획부터는 더욱 WHO

를 비롯한 건강증진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관

리 중심의 질병관리 기제를 예방중심의 상병관리로 정책의 방향성을 확

고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또한, 질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정책목표

및 사업들을 조정하였다. 에이즈를 일반적인 암 등의 질병과 구분하여

감염질환 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서, 더 효율적인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

록 조정하였다.

‘상호 의존성’의 측면에서 3차 계획에서는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협

업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지만, 민간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

뷰에 따르면 정책이 수립되는 모든 단계에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참여와

개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1차 및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에서 네트워크의 미흡을 지적하며 3차 계획에서 이를 수정하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3차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참여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민간단체에 에이즈 예방사업과 홍보를 위탁함

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에서는 정책을 위

탁받으면서 합법성, 행정력 등의 자원은 자연스럽게 획득했겠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의 참여 등의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했던 자원은 얻을 수 없

었다. 즉, ‘상호의존성’이 아닌 일방향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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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목표’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의 목표 세분화

에 대한 의견이 합치했다. 에이즈가 제2차 계획에서 중점과제로 포함된

것에 이어 추진목표 또한 보다 세분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던 이전 목표와는 달리, 제3차 계획

에서는 에이즈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한 것이다. 동시에 대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

한 에이즈 지식 홍보 사업도 함께 시행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제3차 계

획에서부터는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정책 흐름이 고위험군 대상과 대국

민 대상의 양방향으로 형성되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산과 예방사업의 집중을 추진목표로 추가한 데에

는 당시 에이즈 역학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

전까지는 해외 유입 에이즈 감염자 또는 혈액제제 등을 통한 감염사례들

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혈액제제

의 수입 및 투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였기에 더

이상 이러한 통로를 통한 감염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

접촉을 통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 당시에도 한국 에이즈

발생군이 거의 남성이었다는 점이 통계를 통해 더욱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요소와 관련하여, 에이즈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조금 더 나아진 정책수립환경을 보여준다. 전

문인력을 질병별로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에이즈 분과에서는 인하대학

교 의과대학 이훈재 교수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

핵관리과의 연구원 2명이 참여하였다. 이훈재 교수는 관련 연구를 질병

관리본부와 진행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에이즈 바로 알기 연구회’를

발족하는 등 에이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

장에서 뛰고 있는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전문성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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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HP2020을 위해 제3차 계획이 진행되

어가는 과정에서 제3차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특별히 HP2020은 2005년 방콕에서 진행된 제5차 세계

건강증진대회에서 주창된 방콕헌장을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중 네트워

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 방콕헌장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 비정부기

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가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파트너쉽

형성 및 연대를 구축한다”로 규정하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헌장에 포함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HP2020의 적용점 중의 하나로 ‘연대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공공정책 여건의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공공과 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국가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함을 세계가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에 동감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참여에 대한 계

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차 계획에서도 민간단체는 여전히 정책을 구

성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

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상호의존성’ 요소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계획에서 구상된

에이즈 예방과 홍보 분야를 넘어서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HIV 검사

분야에서도 민간단체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확대하였다. 감염 취

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남성 동성애자 등에 대한 정부의 접근성이 제약적

이고, 사회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집단의 특

성 때문에 더욱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HIV 검

사에 부정적인 인식이 이미 자리잡혀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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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보건소를 넘어서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고위험군이자

감염 취약계층인 집단에 대한 HIV 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민간단체가 검진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의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의 측면

에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밀접 검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부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통

해, 동성애자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확대 시행하였다.

‘공동의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제4차 계획에서 정부도 기존의 정책목

표의 세분화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인과 남성 동성애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지원서비스의 중요성과 효율

성이 매우 큼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4차 계획의 수립 당시까지의 예방사

업들이 콘돔 사용 촉진과 HIV 감염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남성 동성애자

의 HIV 검사 수검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

로 인식하며, HIV 감염의 조기진단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에이즈 확

산억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제4차 계획에서는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남성 동성애자 대

상 에이즈 예방교육과 홍보 사업, 그리고 검진 상담소 운영 사업을 중점

적인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전 차수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대국민 홍보 메시지에 대한 사업보다는 고위험군에 대

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에이즈 정책 수립

을 위해 감염내과 및 에이즈 전문가 2명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

과 2명을 포함시켰다. 제3차 계획과 비교하여서는 전문 인력이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으로



- 76 -

전문성을 쌓은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과정에 영향력 있게 참

여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에이즈 감염 위험자 또는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이즈 감염자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현장

에서 미흡한 점들을 직접 경험한 민간단체 전문인들을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이 온전히 충족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2. 질병관리본부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전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2002년부터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다. 매년 에이즈

관리지침이 수립되지만, 민간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매년 동일한 지침만 수립되고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2002년부터의 매년 지침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2002년, 2012년, 2020년의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을 비교하여

에이즈 예방정책이 국내 에이즈 역학 상황과 정책사업의 집행 상황에

맞도록 발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02년 당시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산하에서 에이즈가 관리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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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는 아래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은 민간단체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전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체계는

2020년까지 지속되어 두 단체에서 에이즈 예방과 홍보 사업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① 2002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

국립보건원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의 기조하에 질병관리본부의

세부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체계상의 절차이지만, 산하 방역과에서는

독자적인 예방 목표를 세우고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세부 정책을

수립하였다. HP2010을 위한 제1차,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에이즈 인식도의 향상으로

통일된다.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여도 성인과 청소년의 에이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시점에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홍보의 방향성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첫

번째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홍보활동이며,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집단별 예방∙홍보활동이다. 또한, 두 방향의 사업에서 모두 네트워크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로 협력하게 되는 보건소, 민간단체

등 각 조직에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설정하여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국민 대상 예방∙홍보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상하였으며,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위생과,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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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단체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의 내용을 설정하여 정

책을 수립하였다.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보기 위하여 국립

보건원과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국립보건원 방역과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현재 질

병관리본부의 위치인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는 i) 연간홍보계획 수립, ii)

TV, 광고 등 전국민 대상 홍보 실시, iii) 역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iv)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v) 에이즈 홍보사업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의존성’ 요소의 관점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제공

하고 민간단체에서 의존한 정부의 자원은 정부 차원의 미디어를 활용한

전국민 대상의 에이즈 예방 및 홍보와 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정책수립, 예산지원, 관리감독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방역과에서는 예

산, 행정체계, 정책 수립 등의 행정력의 자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지원, 행정체계의 사용, 정책 방향 설정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세밀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기 어려운 각 계

층에 대하여 개별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들의 집단에 적합한

홍보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이러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단체 차원의 음성자동응답전화(ARS)를 운영하고 당

시의 PC통신서비스인 하이텔, 천리안 등을 활용하며 에이즈의 올바른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접근방법과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다가가는

것과 군인, 학생 등에 대한 집단 강연 및 지방 순회 교육 등을 전담하였

다.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예방 및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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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담 위탁하고, 이들의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는 상호의존성이 정책에

서 밀접하게 나타난다.

‘공동의 목표’ 또한 국립보건원 방역과의 감염취약계층별 예산 집중

및 정책 구체화에 대한 정책목표에 민간단체도 같은 목표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지침을 세우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이미 민간단체들은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위의 정책의 수립단계

에 현장경험을 가지고 최소 10년 이상 예방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들

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국립보건원 자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의 참여 전문가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에이즈에 오랜 경험을 가진

실무 전문가들의 참여는 미흡하였던 아쉬움이 있다.

② 2012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이즈 예방 및 관리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

화하였다. 2002년 첫 에이즈 관리지침이 수립되던 시기,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

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에이즈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더이상 한국이 에이즈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도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2005년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로 확

대 개편되어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에이즈의 예방과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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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학자, 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

작하였다.

2002년 당시에 비교하여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2002년 관리지침

에서는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정부의 주도로 주관하는 방안이 수립

되었다면, 2012년 관리지침에서는 민간단체와 해당 행사를 협력하여 진

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공모

전’을 진행하며, 에이즈의 효과적인 예방과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젊은 세대의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

고 있다. 2012년에 수립된 에이즈 관리지침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

에서 본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상호의존성’ 요소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i) 연간홍보계획 수립, ii) 대상별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iii) TV, 광고 등 전국민 대상 홍보 실시, iii) 홍보물

개발 및 민간단체, 보건소 , 검역소 등에 자료 배포, iv) 에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교재 개발 및 보급, v) 감염인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iv)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v) 에이즈

홍보사업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으로 명시되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에이즈 예방과 홍보를 위한 자료 및 교육 교재

등을 정부에서 담당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2002년에는

민간단체에게 전담하여 이를 개발하고 제작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정부의 전문가들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가 세 곳인 만큼, 정부에서 제공되는

통일된 홍보 및 교육자료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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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점이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민간단체와

각 시∙도의 보건소를 연계하는 행정력을 제공하여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정부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2002년과 마찬가지로 감염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특정 계층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외국인, 동성애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며, 정부에서 제공되는 교육 정보를 면대면으로 전달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이 2002년에도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적 정책이 10년 후에도 도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현장에서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또는 방향

제시의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민간단체에서는 각 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통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주로 당시 통용되었던 PC 통신들을

활용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넓히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직장인 등을 교육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민에 대한 접근성을 정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 민간단체는 동일한 방향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

하는 분야는 정부에서 담당하며, 이외의 사회의 각 집단과 감염 취약계

층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는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분업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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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정부에서는 2002년 첫 지침 수립 당시부터 대국민 대상의 광고 뿐

만 아니라, 동성애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할 필

요성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국민 홍

보를 위한 채널을 10년이 지난 후에도 다각화하지 않고 현 사회의 소통

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반면에, 민간단체에서는 동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세부 사업에도 이를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이훈재(2006)가 당시의 에

이즈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당시 에이즈

예방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주의 평가 체계로 인하여, 에이즈 예방

지원 사업이 다수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에 에이즈 실무 전문

가들이 이직을 하고 소수의 민간단체에서는 이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단체가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에서 위탁받은 정책사업들

에 대하여 원하는 만큼 전문적인 세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

다.

③ 2020 에이즈(HIV/AIDS) 관리지침

2012년의 관리지침 수립 이후로, 한국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사업

의 활동기는 민간단체의 표현에 의한다면 소멸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문제의식이 높았으며, 정부

를 비롯한 에이즈 전문가들과 사회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에이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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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민간단체 관련자들은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활동이 어려워졌고, 에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도 크게 향상되지 않은 현실에 지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약 2015년부터는 에이즈 전문가들의 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

다. 2010년대에는 민간단체들이 자문을 얻고자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

는 자문위원회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4년을 시작으로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으며 매년 관리지침이 발표되어도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모습

을 보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

여도 이전의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에이즈 전문가 및 학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임을 토로하였다.

2002년 이후 1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의 에이즈 역학은 역동적

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은 18년 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정부도 2019년 말 ‘2020 에이즈 예방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천명한 만큼 이전의 계획들에 비교하여 보다 더 구체화되고

전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20년의 관리지침의 기본방향은 이전까지의 홍보 및 캠페인 중심

의 정책에서 교육을 더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에이즈의

감염경로, 치료 가능성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하여 에이즈의 확

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역학적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정부의 거시적 정책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역학 상황에 적합하도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관리지침에서는 정부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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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맞는 정책집행과정의 역할을 규정한 것과 반대로, 통합적 차원에

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그간 예방사업을 위한 분업이 구조화되

었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정부의 역할 범위도 확고하게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는 2012년 에이즈 관리지

침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첫 번째 추진계

획으로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추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자원을 에이즈 예방사업의 네트워크에 제공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만큼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하여 일반 국민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사람들이 에이즈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결론적으로 한국 에이즈 감염자

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소통작업을

시작할 것을 밝혔다. 에이즈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3040세대 등을 대

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인기 웹툰 등을 통해 에이즈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

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감염경로 및 남성 동성 간 성접촉 감염위험과 예방법에 대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계

획하였다. 남성 동성애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2020년부터 비제도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소

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을 계

획하였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홍보사업에 대한 발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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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큼, 민간단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전문 실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소통창구의 다양화를 계획한 만

큼, 에이즈 민간단체 세 곳 중 특히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이 그동안 청소

년 대상 뮤지컬 등 청소년 집단에 맞는 예방사업들을 진행해왔기에 정부

에게 실무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매해에 약 40만 건에 이르는 지방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정책의 무게를 두는 정부에

게 교육의 실무적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실행 의지의 측면에서 합의가 이

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아, 에이즈의 실질적인 확산억제라는 공동의 목표

에 보다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올해 에이즈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은 점, 에이즈에 대한 실무능력이 쌓인 학자

및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책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될지라도, 정책의 집행과정

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킨다면 정책은 명목적인 계획에 머물 뿐이

다. 2002년 당시에도 에이즈 정책은 고위험군을 타겟으로 하며, 동시에

대국민에 대한 홍보와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특성화된 정책방

향을 보였다. 하지만 18년이 지났음에도 국내 HIV 감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을 통해서, 이 정책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에이즈 예방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

크가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이 안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발하

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에이즈라는 질병의 특수성 때문이다. 에이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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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에이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사회,

정부에서 더 숨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역학적 상황에서는 96% 이상이

성접촉을 통해서이며, 대부분의 감염자가 남성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

루어볼 때 남성동성애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에이즈 예방교

육 및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성공요인은 감염 취약계층에 접

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정부가 활발한 네트워크 거버넌

스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켜야만 정책의 효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정책 사업의 진행 과정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구성요소 4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의 방

향성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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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1985년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발견 당시와 1990년 이전까지 에이즈 환자는 매우

적은 숫자였고, 그 감염경로도 수혈 등 일반 국민의 삶과 멀게 느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에이즈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혈액제제뿐만 아니라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사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구성되지는 않았다. 민

간단체들이 먼저 설립되며 에이즈의 관리와 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

기 시작했다. 1993년 2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

의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대한에이즈협회의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또한, 한국구세군도 한국의 에이

즈 역학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1995년부터 관련 사업을 준비하였고,

1998년 12월 한국구세군 HIV/AIDS 대책팀을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민간단체들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사업은 주로 이 세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정부의

도움이 체계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하며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에는 각 단체가 모두 에이즈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많은

부분 겹쳐서 효율성을 내기 어려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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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에이즈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업이

구조화되었고, 현재는 주로 수도권의 예방 교육은 구세군보건사업부,

지방의 예방 교육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예방사업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가톨릭레드리본도 1995년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주로 취약계층 감염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사업이 분화되어 있어도 세 단체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에이즈의 날 등의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상호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단체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 민간단체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간단체 간에는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으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서로

간에 빠르게 교류하는 편이지만 정부와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매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매년

진행하지만, 정부에서 매년 발행되는 에이즈 관리지침은 명목상의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정부와의 소통은 수평적인

네트워크 관계의 상호작용이 불가하며, 일방향적인 수직적 관계에서의

소통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오히려 2000년대에 가장 활발했다.

그 당시 정부는 에이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문가 및 학자들의

단체 조직 등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역동적인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상향식으로 정책의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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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 측에서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약해져

가고, 최근에는 오히려 200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시기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던 노태우에서 김대중 시기인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노무현, 이명박 시기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로,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퇴보가 진행되어 온 박근혜, 문재인 시기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요소, 즉 상호의존성, 공동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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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 (1990-2000)

1.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1990년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은 민간단체들끼리의 네

트워크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2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국

내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어 10월에는 감염내과, 바이러스계

국내 의사들이 모여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되었기에, 에이즈 예방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

였고 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협력하였다. 두 단체는 창단과 동시에 에이

즈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두 기관은 상호 간에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당시의 에이즈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였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들었다. 이

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국내 최초 에이즈 예방 필독서인 ‘AIDS 우

리 곁에 다가와 있다’를 발행하였다. 이어 1994년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서도 같은 문제의식 속에 에이즈 예방교육 전문잡지인 ‘AIDS’(현 레드

리본)을 창간하였다. 이 당시 창간했던 이 에이즈 예방교육 잡지는 최근

까지 발행되고 있으며, 한 해에도 4번 가까이 발행되어 청소년 및 청년

들에 에이즈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97년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 민간단체들은 서로의 네트

워크에 의존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고, 자체 자금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진

행하였다. 또한, 이 당시에는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사업의 구분과 분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이때부터 특히 청소년에게 에

이즈 예방 지식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두 단체는 에이즈 예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부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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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서로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와의 네트워

크 거버넌스적 상호의존성은 국고지원의 차원과 에이즈 검사 및 치료 차

원으로 볼 수 있다. 두 단체는 예방 교육을 위와 같이 시작한 이후, 에이

즈자동음성정보서비스(ARS)를 지원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한

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먼저 도화선을 당겼다. 1993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대면해서 에이즈를 상담받기를 꺼려

하는 이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비대면 상담 통로

가 연결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도 동일한 서비

스를 시행하였다.

1998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7년 한 해 동

안 ARS를 이용해서 에이즈를 상담받은 건수는 총 106만여 건에 달한다.

당시 에이즈 환자의 수에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국민이 자신의 에이즈에

대한 노출에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한 경우는 85.3%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동아일보, 1998.04.06). 이는 1990년대 역학적 특

징이 실제 통계보다도 더 성접촉으로 인한 남성 감염자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 외에도 두 단체는 거리로 나섰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통하여 에이즈의 지식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당시는 한국의 에이즈 실태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미흡하

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여도 과학적인 기반으로 접

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도 민간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고등학생을 위한

에이즈 예방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하였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정보가 담긴 책자와 콘돔이 포함된 화장지를 나눠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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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TV 공익광고를 통한

예방사업도 전개하였다.

1995년에는 TV 자막광고를 최초로 2개 방송사에서 한 달간 송출하

였다. 그리고 탁상용 달력을 에이즈 정보를 넣어서 만든 후, 이를 행정기

관과 관련 부처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광범위한 행정력의 자

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단체는 그들의 자원으로는 할 수

없던 대국민 예방사업을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자원

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자 했던 자원은 바로 정책이었다. 정부가 큰 흐름을 정하고 에

이즈 예방사업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통한 리더십의 자

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

고,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 등의 한국적 에이즈

역학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의 예방사업을 시행하였다면 2000년대의

청년들의 감염을 막는 일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에이즈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없던 상황이었기

에 에이즈 예방사업과 방향성은 개별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색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사회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동을 해왔지만, 적

극적인 자세로 예방정책체계를 확립하지는 못했다. 이에 민간단체들에서

진행했던 예방사업, 예방교육, 캠페인 등도 국내 에이즈 상황에 대한 정

부가 제공하는 정확한 역학적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노

력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군대, 학교 등의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였지만,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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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정부의 행정력을 당시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대한에이

즈예방협회, 2000). 1990년대 당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

협회에서 진행했던 예방사업들이 있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이끌 정부

의 리더십이 부재했기에 단기성 또는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들이 상당히

존재했다.

어떠한 감염병이든지 초기 대응과 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에이즈

가 막 퍼지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

스가 형성되고 서로 간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

가 형성되었다면 에이즈의 확산을 초기에 억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공동의 목표

1993년, 1995년 등 1990년대 초중반부터 처음으로 에이즈 활동을

시작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의

목표는 에이즈 확산억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세 단체의 사업은 주로

예방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들 민간단체들에게 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주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시급한 목표가 발생하는 감염자들을

관리하고 격리하며 치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이즈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세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의 목표 요소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2개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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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목표 부조화였다. 당시 정부의 에이즈

관리에 예산을 지원했던 목표는 에이즈 예방이었던다. 이는 1995년 1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차 개정(법률 제5135호)을 통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명시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단체와 에이즈 예방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985년 첫 환자 발생 시부터 예방의 필요성은

절감하였지만, 현실적인 인프라 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발생

초기에는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사례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는 단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에이즈 검사 대상자를 혈우병, 동성애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에이즈 환자를 관리를 위해 찾아내는 것에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이처럼 정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에이즈의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적 문제로 삼고 있었다. 1987년에는

에이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문 진료기관을 28개 병원에

지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에이즈 상담소를 13개 시•도에 설치하여

에이즈 감염 가능성자들이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성병검진대상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다른 질병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검사와 관리에 집중하였다(이순영, 1995).

에이즈 예방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간단체들은 처음부터 에이즈의 예방에 집중하였다. 1993년부터

민간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세 단체 모두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잡지를 발간하고, 거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예방사업만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와의 사업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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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은 각각 관리와 지원에 대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996년 서울, 부산, 독일에 지부를 설치하고

예방사업과 더불어 감염인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개시하였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도 감염인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쉼터를 운영하여

에이즈 감염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상담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구세군보건사업부의 경우에도 에이즈 감염인들의 쉼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자 쉼터를 견학하고, 태국의 에이즈 관리

체제를 견학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998년 서울과 부산에

감염인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감염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게다가,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는 이 센터에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즉 노숙인, 한부모가정 등을 돌보고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들의 예산은 시행하는 사업의 영역과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방 목표에 맞는 자원 공급의 부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도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절감하고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에이즈의 예방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예방 교육으로 목표가 하나 되는 듯 보였으나, 이에 적합한

자원을 정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육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일원화된 교육 내용과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교육교재를 민간단체들에 보급하지 못했다.

이처럼 당시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정책과 법 제정의 방향이

에이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목표가 있었던 만큼, 민간단체들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하나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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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에이즈 예방에 두고 정책집행의 체계를 일원화했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에이즈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준비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검사와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성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은 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에이즈 예방, 감염인 관리 및 지원 등의 방대한 여러 사업을

한 곳에서 각각 시행하는 비효율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했다.

3.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1990년대 에이즈는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에이즈를 위한 전문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2005년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로 확대 개편되기 전까지 에이즈는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부 방역과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1988년 풍토병진단과를 후천성면역결핍증과로 개칭하여 에이즈를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당시 에이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특성화된 관리체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국립보건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에이즈가 정부통계와 달리 남성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등을

꼬집으며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조사연구사업도 미비되어 있고, 에이즈 대책위원회가

오랫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립보건원의 에이즈 전문인력을 지적하였다. 2002년의 국정감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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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국립보건원의 에이즈 관리의 전문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으며, 한국의 에이즈가 대다수 남성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여실한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할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단체들도 관계자들의 전문성의 부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1995년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현직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흔한 감염경로인 성접촉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지식을 교육하고, 간호사들이 에이즈 예방

활동에서 전문교육 요원의 역할을 해낼 것을 목표로 교육하였다(김성아,

1995).

또한, 이미 1990년대에 성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전문교육 강사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에이즈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청소년들을 에이즈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교 교사를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으나(주진희, 1995), 에이즈를 교육하고자 했던 당시 보건 교사들도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책자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밖에 지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전문가 양성의 시기를 놓치고 있던

것이다.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에이즈 예방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단체가 전국의 수요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행정력과 자료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더 나아가, 이 시기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의 입안과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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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에이즈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여, 민간단체들에서는

에이즈와 관련된 직종의 의료진,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역시 부족했던 부분은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교육자료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주로 단편성

홍보 및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할 예방 교육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에 발표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글에서도 에이즈

예방교육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우수한

전문적인 강사 및 전문가의 부족이었다. 전문강사와 전문가의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민간단체에서도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었다.

민간단체들에서는 전문강사를 강의를 위해 섭외하는 일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영오(1999)도 국내 예방교육에 쓰이는

자료들이 외국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았으며, 우리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자료의 개발이 부족하였다고 말하였다.

첫 환자가 발생했던 1987년부터 에이즈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에이즈대책위원회의 성질이 민간단체 관계자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고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의 전문가

동원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각 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예방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에 발휘하였다면, 한국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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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책 및 사업은 더욱 체계화되고 일원화되어 그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당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상은 크게 2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이다. 당시 정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위의 예방사업을

진행하여 협력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감염 취약계층인 접객부,

해외여행자 등에게 홍보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홍보 만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국민 홍보 메시지는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결과를 빚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에게는 예방 메시지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홍혜걸, 1996).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도 정부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메시지는 ‘콘돔 사용’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예방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에이즈의 실제 감염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 밖 청소년, 남성

동성애자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국민 예방 메시지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콘돔 사용의

내용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발전 없는 이 모습은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이 대책회의, 학회 등의 형식으로는 진행되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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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실제 정책에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1996년 국립보건원 국정감사에서 상호작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이 에이즈 감염자들의 처지를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복지부는 예방 및 홍보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할 것을 대답하며

동성연애자, 유흥업 종사자 등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997년부터 민간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부로서 제시해주고

민간단체에서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데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등의 빠른

상호작용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상호작용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관계가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며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역할 또는 정책사업의 방향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다. 1999년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발표한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당시까지 지나치게 정부의

주도하에 이 네트워크를 이끌어왔고, 에이즈 예방 선진국들과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역과에서는

동시에 그간의 1990년대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수직적 구도에서

네트워크를 끌어온 것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다(이덕형,

1995). 그래서 에이즈 예방사업을 위해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고 선진국의

네트워크적 거버넌스의 흐름을 따를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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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남(1997)은 여기서 논의를 더 발전시켜서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에이즈 예방정책의 입안단계에 참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1985년 발족된 에이즈대책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에이즈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전히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미루어 볼 때, 당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는 수직적인 구도와 원활하지 않은 상호작용 등의 거버넌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하여 결국에는

정부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인 만큼, 에이즈 예방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 부분의 역할을 찾아가던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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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 (2001-2010)

1.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먼저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주로

단독으로 진행하던 광고 홍보사업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 대국민 홍보 메시지는 정부가, 교육과 거리 캠페인 등은

민간단체가 각자의 사업을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에이즈

예방에 대한 TV 공익광고의 부분도 주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김혜경, 2007).

하지만, 활성화기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국민 홍보메시지의

측면에서도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4년 10월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합작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공익광고의 제목은 ‘에이즈 대책은 콘돔’이었으며,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여 광고를 제작하였다. 광고의 초점은

국내에 매일 1.7명의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에이즈의 대책을 묻는 내용에서 에이즈의 대책은 콘돔이라는 내용이

광고의 주제로 등장한다. 통계적 수치를 추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었지만, 에이즈의 감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국민들이

노출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전달은 부족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단체의 첫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는 대대적인 TV 광고를 하기 어려운 면에서

민간단체는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고 의존했으며,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적 협력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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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교육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성 관계가 확립되었다. 에이즈 예방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시되는 학계 및 실무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단체는 교육사업에 힘을 더욱 쏟았다. 특히, 세 단체 중

교육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하던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는 청년층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환경을 교육을 진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한국은 청년층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004년 이전까지 구세군보건사업부는 세계 구세군 본부에서

에이즈를 위한 자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자원이 중단되면서 구세군보건사업부는 에이즈 예방교육

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밀집한 환경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군대 등의 국가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간단체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세군보건사업부는 정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직접 모든 지역의 학교 및 군대에 공문을 보내는 번거로운

일 없이도 정부의 행정력으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직접 정부의 인력을 파견하여 청년층과 각 집단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구세군보건사업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에이즈

예방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서로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의존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가 활발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성도 이와 함께 더욱 증가하였

다.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

건사업부 등 세 단체의 사업의 성격이 겹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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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사업, 감염인 지원 및 관리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 단체가 독자적

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 단체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에이즈 사업을 단체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먼

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진행하던 에이즈 예방교육 사업을 구세군보

건사업부가 넘겨받았다. 그리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예방 및 홍보사업

에 집중하게 되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 중점

적으로 진행하던 감염인 지원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 단체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을,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지원과 쉼터 운영을, 구세군보건사업부

는 학교 등의 예방교육 사업에 집중하여 분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구세군보건사업부 관계자는 당시에 대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중반이 되면서, 구세군에서는 연맹의 교육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죠. 연맹

은 홍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캠페인, 대국민 홍보, TV광고 쪽으로 방

향을 틀었어요. 협회에서는 감염인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 감염인 지원 사업을 맡았던 활동

가들도 함께 협회로 넘어가서 직원이 되기도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감염인들을 위한 쉼터 사업에서도 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성이 확

고하게 확립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는 예

방사업이 활발해지는 만큼 감염인들을 위한 쉼터 설립 사업도 활발해지

는 시기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감염인들을 위

한 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였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모두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에이즈예방

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몇 개의 민간단체와 분업하여 진행하였다. 한국가

톨릭레드리본에 이 돈을 위탁하여 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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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쉼터를 이 예산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대한에이즈예

방협회에서는 구세군보건사업부에도 예산을 위탁하여 1개의 쉼터를 설립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할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가톨릭레드리본이 이 사업에서 정부의 지

원을 받지 않게 되면서, 구세군보건사업부가 단독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쉼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민간단체 간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은 서로 간의 상호의존성을 견고하게 확립하

였다. 예방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 자료 및 책자 등을 한국에

이즈퇴치연맹에 부탁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있었다. 또한, 감염인들이

머물 쉼터 및 상담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쉼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각 단체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사업의 특성을 보면 서로의

자원에 대한 확실한 상호의존성과 효율적인 분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 시행된 또는 시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홍보사업, 교육사업,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보면, 홍보사업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모든 캠페인, 잡지 발간,

매체홍보 등의 사업을 포함하며, 교육사업은 예방교육을 위한 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의 사업을 포괄하고, 그리고 지원 및

관리사업은 감염인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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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단체별 사업 현황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
홍보사업

- 홍보영상차량 슈퍼

비전: 130인치 티비로

홍보영상이 재생 캠페

인

- 영문판 에이즈 정보

지 'KUISC' 발행

- 사랑의 붉은리본 뱃

지달기 캠페인

- 에이즈 정보센터(포

털사이트) 개설

- 서울 에이즈 걷기대

회

- 에이즈 감염인 가정

주부 실화소설 '하얀

노을' 출판

- 청소년 국제 영상

페스티벌

- 대학생 에이즈 예방

광고공모전

- 부산 에이즈정보센터

개설

- 광주 에이즈정보센터

개설

- 인천 에이즈정보센터

개설

- 130명 규모 감염

인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 활동 진행

교육사업
- 한국성교육센터 개

설

- ‘또래지킴이’ 진행:

청소년 에이즈 예방

인재 양성

- 하름이청소년성문화

센터 개설: 미취학 아

- 교육전문지 제호 변

경: ‘에이즈’에서 ‘레

드리본’으로 변경

- 에이즈 자원봉사

자 교육(서울, 대

전, 부산)

- 에이즈 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

- 구세군사관학교

학생 대상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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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동, 청소년 대상 에이

즈 및 성교육

교육

- 예방강사 교육 모

니터링

- 9개 지회 담당관

에이즈 교육

- 9개 지회별 에이

즈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사업

- 동성애자검진센터

개설

- 외국인검진센터

개설

- 통합 에이즈 전문

상담센터 개소

(현재 협회로 이관)

- 전국 12개 지회 설립

- 부산 요양쉼터 개설

- 여성전용 쉼터 개설

- 인천 요양쉼터 개설

- 24시간 전화상담 핫

라인 개설

- 후원금 모금전화 개

설

- 광주 요양쉼터 개설

- 에이즈 상담 전국 대

표전화 개설

- 요양호스피스센터 개

설

- 강원 요양쉼터 개설

- 전국 10개 에이즈상

담실 개소

- 대구 요양쉼터 개설

- 레드리본센터(감염인

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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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보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홍보사업을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하였으며,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들의 요양 및 상담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였고 구세군보건사업부의 경우에는 교육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단체들은 이 시기에

서로 간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업무 분담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이 때 구성된 분업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더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이 시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에

대해 “2000년대 중반까지 단체들끼리 사업이 계속 겹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가복지사업 등의 지원사업은 협회에서 맡게

되었고 연맹은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죠. 상담 등과 관련한

감염인 지원사업도 협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구세군보건사업부는 지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방의 교육사업은

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등의 분업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죠.”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활성기에 해당하는 이 약 15년간의 시기는

정부-민간, 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성이 각각 견고하게 작동하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자원인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접한 지원 및 관리와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민간단체에

의존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정부 부처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과 이들이 보장받으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합법성의 자원을 정부에 의존하였다.

민간단체 간에도 각자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한정된 예산을 에이즈 예방을 위해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처럼 구분된 사업

영역 분담이 정착되면서, 각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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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더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90년대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그쳤던 것과, 민간단체들도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각 단체가 수행하면서 겪었던 예산 및 인력

자원의 부족 문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결하게 된 것이다. 결국, 견고해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정부, 각

민간단체는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에 에이즈 예방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자원이 오직 정부로부터만 조달되는 것은 민간

단체에게 오히려 사업의 한계가 되기도 하였다. 에이즈의 특성상 사회의

후원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사업의 거의 모

든 예산은 정부에게서 나왔다. 정부에 대한 상호의존성이 끈끈하게 형성

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에 대한 상호의존성의 단순화와 심화

성은 민간단체가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주

는 요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당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조달을 통한 독립성 강화를

민간단체의 과제로 주목하기도 하였다(레드리본, 2008).

2.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공동의 목표달성

이 당시 정부와 민간단체는 조금은 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양자가

‘에이즈 예방’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공통으로 갖고 나아갔지만,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1990년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사실상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에 그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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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활성기에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달라졌던 점은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이 명시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4년마다 수립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 에이즈는 국가중점과제로 포함되었고, 같은 해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에이즈(HIV/AIDS)관리지침’을 통해 세부계획과 세부적인 정책목

표 등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에이즈의 예방’이라는 막연한 목표보다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관제탑의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민

간단체들도 매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부와 그 목표와 방향성을 함

께 논의하며 계획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에이즈 관리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민간단체들과 직접 모여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매월 그 해당 월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질병관리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이 당시 월말보고는 매달 각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정책의 한계점 등을 토론하고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본격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활발한 소통이 공동의 목표를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다. 구세군보건사업부 관계자는 당시에 대해

“월말보고 때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들이랑 질병관리본부가 모이는

모임같았어요. 질병관리본부의 방향이 잡히면 최대한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고, 민간단체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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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였죠.”라고 회상하였다.

활성기에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에서는 남성동성애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에이즈 예방사업에 함께 초점을 맞추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2 에이즈관리지침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가장 에이즈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남성동성애자(MSM)이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한국의 역학적 특징을 민간단체들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집단의 특성상 예방사업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활성기에 접어들면서

고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정부에서도 동성애자 등의 에이즈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을 집중하였다.

그중 한 예로, 2009년 1월부터 정부에서 모든 징병검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강한 동원력과 행정력을

이용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징병 대상자들의 검사에 에이즈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에이즈 환자들이 대다수가 남성이고 청년층이라는 역학적

상황으로 인해, 군대 안에서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였다.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아는

감염자는 에이즈 환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 입영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에이즈로 인한 병역면제는 2005년 24명,

2006년 29명, 2007년 34명, 2008년 26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9).

또한, 이 당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단체는

‘자국민을 에이즈로부터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 112 -

정부와 민간단체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메시지의 노출을

강화하였다. 민간단체만의 자원만으로는 어려웠을 정도로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등의 대대적인 예방홍보사업이 펼쳐졌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국민 홍보메시지에 대한 공동의

목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확실하게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하나의 세부적인 정책목표로 일치될 때,

예방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정책목표에서 양자 간의 목표가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주로

정부에 대한 민간단체의 정책목표 요구에 대한 불응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들은 오랫동안 표준화된 에이즈 예방 교육과정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에이즈 상황을 바라볼

때, 체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개념과 감염경로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한정된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었다.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에이즈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년

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 차원의 에이즈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문제는 수립된 정책으로

볼 때는 민간단체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목표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에이즈 예방교육 매뉴얼의 구축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은희 외(2007)는 에이즈를 교육할 전문강사들을

훈련시킬 표준화된 매뉴얼이 국내에 없음을 지적하며, 27개의

전문강좌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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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에이즈 전문강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매년 지원자를 모집받고

에이즈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배출해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강사교육보다도 동료교육자를 통한 예방교육

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동료교육자의 양성하는 ‘또래지킴이’

사업을 진행했다. 민간단체들은 1회성의 강의식 예방교육의 한계점을 파

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예방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다양화를 고민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공동의 목표 구성요소

측면은 1990년대에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일치했을 때, 에이즈

예방사업의 파급력과 효과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예방교육 매뉴얼의 구축 등의

문제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강력한 공동의 목표를 향한 원동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전문성은 정부의 외부자문위원단

의존성 심화와 민간단체 전문성의 성숙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외부의 에이즈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문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민간단체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에이즈 전문가들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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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에이즈 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를 세부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젊은 미혼남성의 에이즈 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염창환,

2001),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에이즈 지식에 대한 연구(손애리, 2007),

의학계열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에 관한 연구(성미혜, 2008) 등

세부적인 집단별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에이즈 예방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최동필, 2010).

에이즈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배선미(2002)는 에이즈 보건교육이

초등학생의 에이즈 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외에도 대학생에 대한 에이즈 교육의 효과성(이종경, 2010), 에이즈

예방교육이 서울 및 경기 지역 남자 고등학생에 미치는 효과(이은현,

2010), 그리고 에이즈 보건교육의 방법별 효과성(권관우, 2000) 등

다양한 방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에이즈에 관한 연구들을 다수 진행하였다.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에는 에이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정부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실상 활성기 이후, 즉 2010년 이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활성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에이즈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을

포함하여 에이즈와 관련된 과거의 모든 연구들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레드리본, 2008). 이 때문에,

민간단체들로부터 정책결정 및 형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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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만큼, 정부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국내 에이즈 관련 연구들을

정부의 전문성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부의 에이즈 관련 전문성은 1990년대의 상황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부의 자원과 전문가 동원력으로

에이즈에 관한 더욱 다채로운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정부의 전문성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에 치중되어 있었다.

정부는 외부의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였지만, 매년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는 데에도

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했다. 2000년대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사회운동가, 시민 등 다양한 집단에서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자문위원을 위한

사람들을 추천받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였는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에이즈에 대해서

바꿔보려는 대학교수나 운동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나왔어요. 이 당시가

감염인구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았을 때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도 많아지고 에이즈 사업이 활성화되었죠.”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국내 에이즈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먼저

자문위원을 원하는 경우도 꽤 존재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자문위원단과 소통을 하였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에이즈 관련 전문

지식들을 민간단체에 공급하였고, 정부 자체에서도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의 전문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였다. 민간단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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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외부

전문인력을 정부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자문위원단의 활발한 운영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체적인 전문성을 쌓을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한 곳에서 전문성을 오랜 기간

쌓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다채롭게

진행되던 수많은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차원의 연구

역량에도 힘을 쏟았다면, 정부 자체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던 2000년대의 시기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 전문성의 심화이다. 민간단체는 에이즈 분야의

실무를 시작하면, 단체를 옮기더라도 에이즈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 내에 에이즈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단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적 전문성을 더욱 기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자문위원단을 통한 전문성의 공급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 구조가 크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자문위원단을 맡기를

꺼려하고 전문가들이 떠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의 공백에 질병관리본부

는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은 정부의 경우 자문위원단을 통한 전문성의 공급과 자체 전문력

강화의 미비, 민간단체의 경우 자문위원단을 통한 전문적인 자문과 실무

적인 경험을 통한 전문성의 축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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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2000년대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2가지 방향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는 정부-민간단체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간의

상호작용이다.

먼저, 정부-민간단체의 2000년대 초반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하여

구세군보건사업부 관계자는 마치 ‘좋은 직속상관’처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매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사업을 위하여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거시적인 계획을 위한 만남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세부사항들까지도 질병관리본부와 상호작용을 하여 발전시켜 나갔다고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인력의 부족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함께 참여하여 인력을 보충하기도 하는 등의 매우 유기적인 관계가

진행되었다고 회상하였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방향과 계획들에 실무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수정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월말보고의 자리에는 에이즈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민간단체,

즉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 등의

대표단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월말 보고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기의

월말 보고의 상황은 지금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대답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면 각 대표들이 사업의 보고를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업에 대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위해 토론을 하기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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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도 사업을 평가하고 일방적인 사업방향을

지정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자적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였으며, 민간단체들이 보고하는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방향을 의논을 통해 더욱

세분화시켜 나갔다. 다시 말해서, 한 달의 적어도 1번 이상은 주요

에이즈 민간단체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세군보건사업부

관계자는 당시에 대해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은평구에 있었어요.

단체들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면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유기적으로 수시로 만남을 가졌어요.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도왔죠.”라고 설명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구세군보건사업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지역사회와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기존에 진행하던 예방교육 사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세분화된 집단으로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두 단체는 각 단체의 지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각 지역사회의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 보건교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사업과

더불어 홍보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한 것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지원받는 등의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참여해서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을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 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민간단체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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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예방사

업이 성공적으로 분업이 된 세 단체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욱

사업을 세분화시켰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만 센터가 있는 구세군보건

사업부에서는 교육사업을 지방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예방교육 사업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맡아서 진행했다.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는 지방 곳곳에 센터를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예

방교육을 시행하는 데 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직 순환 구조와는 다르게, 민간단체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오랜 기간을 이 분야에서 실무적 전문성을 쌓는 경향이 있다. 이 덕분에

이 활성기에 형성된 활발한 상호작용은 시간이 흘러도 현재까지 여전히

활발한 상호작용의 장으로 자리잡아 있다.

민간단체들은 또한 기업과도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에이즈가 국내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염자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의 민간기업들이 에이즈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원조달 통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맥(MAC)과의

협업을 시작하였다. 맥은 1994년부터 에이즈펀드(MAC AIDS FUND,

MAF)를 출범시켜서 비바글램시리즈의 판매수익의 100%를 MAF로

조성하였다. 맥 코리아에서는 2005년부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에이즈 민간단체에 비바글램시리즈로 판매되는 수익의 100%를

후원했으며, 국내 에이즈 사업을 위해 최근까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상호작용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확실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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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민간단체 간에는 더욱

상호협력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단체가, 민간단체 간에도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는 등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하지만, 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측면에서는 정부는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의 상층부에 있었으며, 민간단체의 현장의 어려움에 따른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만큼,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민간단체의 영향력도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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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 (2011-2019)

1.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성은 견고하게 형성되었고, 약 10년간 잘 작동되었다. 하지만,

문제점은 더 심도있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2000년대에는

에이즈의 세계적 급증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유엔 에이즈 등의 국제기구들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에 에이즈의 확산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당시 만큼의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은 인색해지기 시작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2010년도에 들어서던 이 시점에 대해 “이전까지는 정부랑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적으로도

에이즈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컸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 근데 2010년도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관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에서 상호의존성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2000년대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견고하고도 분명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로의 자원이 필요할 때는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이루는 모습도 종종 보여왔다. 상호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분배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모습은 잘

진행되었으나, 그 이상의 단계에서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쇠퇴하는 양상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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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가시화 되었다.

첫 번째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의제결정방식의 강화이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민간단체들에서는 정부에 정책의제를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바랐다. 2000년대까지는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 것이다. 실제로 현장은 이미 민간단체들 간에

정부의 사업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민간단체들끼리도

그러한 사업의 영역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이 정부에 원한

것은 정부가 각 사업영역, 즉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마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계획해주는 것이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다음 단계로 민간단체에서는

상향식 정책 결정의 단계를 요구했다. 2000년대까지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보기에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최대한

이 정책목표에 따라서 사업을 구성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정책은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고, 명목적인

정책들만 나열될 뿐이었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대로 할 경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내놓아도, 이러한 의견에 대한

견해가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2010년이 넘어서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줄어든

것 같다고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대답하였다. 또한, 국내 정책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제출 결과가 질병관리본부에 오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매년 1월 말에 민간단체에서 결과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3월 중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국회로 제출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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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거쳐서 질병관리본부의 관할로 오기까지 2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에이즈 관리지침은 매년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관리지침이 세월이 흘러도 바뀌는게

없습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지침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관리지침이 변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사업들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에이즈의 특성상

외부의 후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에, 민간단체들은 모든 예산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업의 특성이

하나만 바뀌어도 정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민간단체 관계자는 또한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쓰는 것조차도 단체에서 쓰고자 하는 대로 쓰지도 못하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2017년부터 문서24, e나라도움이

사용되어 시간이 조금 단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행정력’ 자원 공급의 약화이다.

민간단체에서는 네트워크 활성기에 정부에 가장 의존했던 자원은

행정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 부처와의 협력 또는 지역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서

정부가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주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각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문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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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부가 그만큼의 집행의 의지가 있을 당시의 상황이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정부의 에이즈 예방사업에 대한 의욕이

감소하면서, 민간단체에서 겪게 된 또 다른 어려움은 행정력의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오던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더라도, 그 이상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방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집단별로

특성화된 교육의 방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차원에서 이를 권고한다면 민간단체는 이전처럼 정부의

행정력의 자원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에이즈관리지침에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에이즈 지식이 교육되어야 함을 매년 수록하여

발표함에도 실제 집행의 측면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의 결여이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자원의 집중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에서는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과 에이즈 고위험군이 주로 남성 동성애자 라는 점에서

고위험군은 사회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민간단체에서도 이들에 접근하여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점을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정부에서 관련 전문가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심리학 등)의 자문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되는 에이즈 관리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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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고위험군 대상

예방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은 같은 내용으로 수록될

뿐이다. 정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자원을

민간단체에서는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의 요소가 활성기에 비교하여 더욱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공동의 목표달성

네트워크 활성기에 잘 작동하였던 구성요소는 공동의 목표였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에이즈의 선제적 예방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발맞춰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목표가 달라서의 문제가 아닌, 목표는 같으나 목표를 이룰

의지가 없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 내역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의 혁신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직접

민간기업을 찾아 후원을 제안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공동의 목표 자체가

상호 간에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민간단체에서는 각 사업의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방의 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아귀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자원의 독립성이 있다면 정부와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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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이 조금 달라도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구세군보건사업부는

구세군의 지원을 상당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간단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에이즈 예방사업을 더 혁신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정부가 원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와 관련한 문제점은 에이즈 예방교육 사업에서 더욱 부각된다.

먼저, 에이즈 조기교육에 대한 갈등문제이다. 민간단체들은

한국의 에이즈 역학 상황이 20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주시하고 있다.

에이즈의 잠복기로 인해 이들이 청소년기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적지

않은 것이다.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 특히 학교밖 청소년 등의

학생들은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내의

에이즈 통계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에이즈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큼, 이미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세계에 가장 빨리 노출되고 있다. 그만큼,

통제되지 않는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정부 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에 에이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10년이 넘도록 민간단체에서는 요구를 하였지만, 여전히

조기교육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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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에이즈 예방 교육자료의 부재이다. 민간단체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리해줄 것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부터 피력하였다.

민간단체에서는 일종의 참고서의 역할을 해주는 정부의 교육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별로 교육의 내용과 수록 자료의 질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자원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에이즈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 차원의 에이즈 예방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되지 않았다. 각 지역의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교육자료를 민간단체들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민간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교육자료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일된 전문성이 높은 에이즈 예방

교육의 체계였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료의 부재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시행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였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공동의 목표 요소가 약화되면서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큰

의욕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자료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에서는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예방 홍보 포스터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더욱 다채로운 내용으로 에이즈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1년간 만드는 에이즈 예방 홍보 포스터는

2개에서 3개에 그친다. 2019년에는 단 1개의 포스터만 제작되었다.

민간단체는 정부의 의욕없는 모습에 원동력을 상실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지침에는 대국민 홍보 예방 강화라는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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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쓰여있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에이즈의 감염경로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재원으로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거리

캠페인 등의 국지적인 홍보만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 차원의 홍보 포스터가 다채롭게,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올바른 지식을 내용으로 삼아 다양하게

제작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포스터들은 전국의 보건소 및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부착되어 홍보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홍보

포스터의 다양한 제작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튜브 공익광고의 제작 등 가장

고위험 연령층인 청년층에게 친근하게 에이즈 예방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동의 목표 설정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 이전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목적인

목표는 여전히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일하지만, 목표에 대한 의지에서 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에이즈 예방 사업의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대국민 홍보메시지 및 예방교육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홍보

및 예방교육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위한 홍보

포스터조차도 활발히 제작되지 않는 상황이며, 예방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자료 개발도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범국민적인 에이즈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랜 기간 지적을 해왔다는 점이다.

명목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목표의 간극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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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네트워크 거버넌스 쇠퇴기의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 현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의 전문성의 약화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 정부에서는 에이즈 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감염내과, 보건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 사업의 평가를 위한

조언을 들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책의 사업을 조정해나가는 인력은

자문위원회가 아닌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들이다.

순환 보직의 특성상 공무원은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처럼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민간단체의 민간 실무 담당자들이 에이즈

예방사업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갖게 되는 현상이 양산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민간단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은퇴한 인사들이 역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특히 에이즈 질병의 담당 공무원들은

감염병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 보건학적 전문성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연속성있게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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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에이즈 예방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흐름을 끊지 않고 효과성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에이즈 예방사업의

흐름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담당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이

민간단체의 경험인 만큼, 사업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예방사업을 대부분 담당해서 진행하는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정부의 담당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민간단체보다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에서는 에이즈결핵관리과에서 에이즈를

담당하는 직원이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3명만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였다. OECD 국가 중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한국임에도 여전히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국가의 보건 상황에 에이즈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조용히 사회에서 번지며 국민의 일생을 위협하는 에이즈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담당자도 축소되고, 그 담당자마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은 심리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이탈현상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에이즈 민간단체들에 관련 전문가를 매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서로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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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부가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으로 꼽았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약 5년 전부터는 에이즈 전문가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도 정부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니까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탈현상은 민간단체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이유라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여도, 정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민간단체에서는 2020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왔지만, 모두 거절을 하여 추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고

경험을 얘기하였다.

정부의 담당자도 전문성이 미흡하고, 자문위원회에 자원하는

전문가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도

오히려 현지의 상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력들이

한국의 에이즈 현 상황과 이에 적합하게 필요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2000년대보다도 정부 측에서 민간단체로 전문적인 자문 또는 조언을

해주는 빈도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의 에이즈 예방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에이즈

예방정책 네트워크에서 가장 뛰어나다면, 정책의 의제 설정과 수립에

있어서 이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은 정책의 수립과정에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과 정책의 괴리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 132 -

놓여있는 것이다.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민간단체는 매년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평가를 위해서는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로 외부위원이 구성되어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들과 대면 평가를 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를 위한 의미도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에게 주어지는 사업

성과의 발표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민간단체들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의 성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이듬해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정량적인

성과고, 사업의 실패 요인에 관한 어떠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체계로

자리잡힌 것이다. 전문적 자문의 부재에 민간단체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혁신없는 정부의 모습에 변화의 기대를 저버린

전문가들의 이탈현상과 민간단체의 의욕상실은 국내 에이즈 예방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보직 체계는 에이즈 예방사업의 단절성을 낳았고 심도있게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변화의 의지가 없이 형식적인

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지속하는 정부의 태도로 인한 외부 전문가들의

이탈 현상은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열정적인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되어 민간단체와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속했던 네트워크 거번너스 활성기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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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단과의 상호작용도 확연히 줄어든 쇠퇴기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정부보다 민간단체의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양성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민간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년 수립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의 상호작용은 수평적 상호작용이 자주

이뤄지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도가 높아졌던 시기이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상호작용을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당시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도 좋았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이 때문에, 당시 에이즈 예방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고, 다채로운 정책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의

상호 간의 상호작용은 확연히 줄었다. 반면에 민간단체 간의 상호작용은

민간단체들이 설립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쇠퇴기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수직적 상호작용의 부활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정책사업에 보다 세세하게 개입하여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무엇보다도 민간단체들은 매월

월말보고를 하는 자리가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였기에 예방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월말보고의 현장에서부터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상호작용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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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부터 정부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면 상위기관이라는 위치에

충실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닌 수직관계의 밑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월말보고 등 기존에 상호작용의 장 역할을 했던

정부와의 회의는 형식적으로 정부기관에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변질되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수직적 태도가 민간단체의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민간단체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논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의 모든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만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민간단체를 대하는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계의 퇴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하청업체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치에 민간단체가 놓이게 된다면, 민간단체는 현시대에

맞는 에이즈 예방사업을 새롭게 도전할 원동력을 잃게 된다. 민간

기업들에서도 혁신적 성장을 위하여 수평적 사내 문화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2000년대에 활성화했던 네트워크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1990년대의 관계로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위로부터 오는

제약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의 부재이다. 민간단체에서는

올해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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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에는 월말보고 및 매년 말에 진행되는 사업 평가의 자리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소통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호작용의 공간의 소통이 끊겨가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고시스템의 소요시간 등이 있고

여건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통신시스템이 더 미비한 상황이었던

2000년대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전과 같은

수평적 상호작용의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들은 특히 사업 평가의 자리가 정책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에 각 단체의 대표가 가면,

외부위원들 앞에서 사업의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에이즈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자문을 주기보다는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이 민간단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의

수립과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민간단체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공식적인 모임의

자리에는 각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고 정부와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성과를 들어보고 문제점들을 서로 짚어주는 형식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한곳에 모여서 서로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졌다. 이제 정부는

평가위원, 민간단체 1곳, 정부 등으로 구성하여 토의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소통의 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각각의 관계자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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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이다.

결국, 2000년대에 정부가 자처했던 수평적인 관리자의 역할의

시대는 약 1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제 정부는 다시 2000년 이전으로

회귀하여 수직적 관계에서 민간단체를 대우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관계는 소통의 부재를 낳게 되었고, 상호작용의 부재는 정책 사업의

정체현상을 야기하였다. 발전 없는 정책 사업들은 2000년대에

개발되었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국민 홍보에 좋은 정책적 환경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활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의 제약으로 새로운 사업의 시도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정책은 그 자리에 정체되었으며, 국내 에이즈 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혁신 없는 정책과 예방사업은 선제적

예방을 해내기 어렵기에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의

부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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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 집행과정의 발전기를 사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신규 HIV 감염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세계의 신규 HIV 감염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감염자들이 발생하였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에이즈 확산억제에 성공하였다.

에이즈가 처음 세계에서 발견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한국 또한 첫 환자가 1985년에 나왔다. 그리고 각국이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시작한 시기도 대부분 2000년대

초반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민간단체들이 정부보다 빠르게 이 상황을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이미

민간단체들이 형성되었고 에이즈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의료수준에 있어서도 한국은 세계적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증가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들 선진국들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를 위한 요소, 즉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체계, 법체계,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 등을 모두 갖춘 한국이

에이즈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요인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에이즈 예방정책의

성공국가인 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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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관점의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아직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기에,

학자들이 각자 제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4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책사례연구로서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진단하였다.

또한, 단일사례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을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1990년-2000년까지의 시기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성기’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4가지 구성요소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보인

2001년-2010년까지이며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라고 구분했다.

마지막 시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며

1990년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2011년-2019년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로 구분하였다. 각

구분된 시기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우선 에이즈 예방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기 앞서, 국내 에이즈

역학 상황과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그리고 에이즈 예방정책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에이즈 역학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0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는 약 16%까지 신규 HIV 감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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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44%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해외 사례와 다르게 한국의

에이즈 감염경로의 99%는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다. 셋째, 에이즈

감염자의 96%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HIV 발생인구가

20대에서 40대의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증가에 대하여 HIV에 감염되어도 최대 12년까지

에이즈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에이즈의 잠복기 특징 때문에, 이들이

청소년기에 HIV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2017년부터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동성성매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노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에 노출되고 있으며,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국한되는 인식과는 다르게 이미 이러한

동성 성매매의 현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학적 상황 속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예방

및 홍보,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은 2008년 개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에이즈의 예방과 홍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은 1987년 제정 이후 단 2번

개정되었다. 1988년의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2008년의 개정안에서는 예방을 위한 지식을 알리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교육을 강조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에이즈

예방에 대한 법은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함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에이즈를 예방하는 주체가 개정

전에는 국민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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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이즈 예방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본격적인 정부의 에이즈

정책 은 2002년에 수립되었다.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거시적인 정책방향과 목표 아래 질병관리본부의

세부관리지침으로 수립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4년마다 새롭게 수립되었다. 차수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 역학 상황이 고위험군(남성 동성애자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정책에 반영하며,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해서 고위험군에게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상호 간의 자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2002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에이즈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2년의 에이즈관리지침은 2002년 에이즈

관리지침에서 큰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민간단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등의 소통의 도구를 활용하는 노력을 보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시행할 것이 2002년 관리지침부터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세부지침 또는 구체화된 정책 목표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2020년의 에이즈관리지침에서는 정부의 조금의 의지의 변화가

돋보이기 시작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부터는

에이즈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강조하였다. 정부는 드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등

청년층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대국민 예방홍보

채널을 활성화할 것을 정책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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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미 20년간의 변화없는

정책을 보며 이탈한 전문가들의 기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이즈 예방정책의

성공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수평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이 그 성패를 나누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을 둘러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양상에 대하여, 처음 민간단체가 에이즈 예방사업을 시행한

1990년대부터 최근 2019년까지의 기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노태우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1993년에서

2003년의 시기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기’로 구분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와 진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운영되지는 못했다. 1985년 첫

에이즈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1993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설립을 시작으로 구세군보건사업부 등의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체적 재원으로 이를

시작하였지만, 1997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돋보였다. 세 민간단체는 상호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에이즈

확산 억제라는 목표 아래 협력하여 예방사업을 전개하였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협력관계는 아직 형성되기 전이지만,

민간단체 내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맡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감염인

관리 및 지방에서의 에이즈 예방교육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에이즈 예방 및 홍보를, 그리고 구세군보건사업부에서는 주로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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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교육을 맡았다. 민간단체 내에서 사업영역의 배분이 되는

동안 정부에서도 정부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TV광고와 홍보용책자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부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검사를 받게

하고 이후의 치료를 준비하는 등의 인프라 구성이 더욱 중요한

중점과제였다. 그렇기에 민간단체들이 에이즈 예방과 홍보 사업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의

관리자적 역할과 정책을 수립하여 흩어져있는 예방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2000년 이후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민간단체와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민간단체 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정부와의 상호작용도 점점 긴밀해졌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태동기이자 형성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2003년에서 2013년의 시기이다. 1990년대에 민간단체가

구축한 효율적인 네트워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이룩했다.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세계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

분위기와 맞물려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외부의 전문가들도 에이즈 예방을 위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이 견고하여서 서로의

자원에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민간단체의 목표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예방사업을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또한 다양한 영역의 에이즈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과도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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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상호작용의 형태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이 에이즈 예방사업의

방향성과 문제점 등을 함께 공유하며 토론하는 기회가 많았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기에 민간단체는 구분된 사업영역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동시에 쌓는 시기가

되었다. 또한, 범국민적 메시지 등에 있어서도 정부는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하며 민간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원을 활용하여 공백을

채워주었다. 또한,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전원 시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에이즈와 관련한 연구도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가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이다. 정부의 예방사업에 대한 효과성의

연구에서부터 국민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수립에 좋은 근거와 자원이

되었다. 또한, 활성기에는 수평적이면서도 활발한 상호작용이 주요한

특징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는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하는

등 에이즈 예방사업을 함께 진행해나가는 관리자의 역할로 정부가

활동하였다.

정부에 대한 보고의 자리나 사업 평가의 자리도 수직적 관계에서

정부에 보고하는 민간단체의 계급구조가 아니었다. 이러한 자리에서

모든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각 단체의 성과와 어려운

점을 듣고 함께 토론하여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소통의 장이었다. 또한,

민간단체와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활발했던 시기여서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 거버넌스 활성기에는 한국 에이즈 예방정책의

정책네트워크가 진정으로 운영이 되며 발전의 가능성을 품고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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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였다. 사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와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함으로써

성숙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오히려

200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3년에서 2019년까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쇠퇴기’이다. 이 현상은 2010년부터 가시화되었다.

2010년이 넘어가면서 정부의 에이즈 예방에 대한 의욕은 현저히

떨어졌다.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2010년대를 이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기라고 의견을 모았다. 활성기에 형성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의욕 상실로 인해서 더이상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정부의 태도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민간단체와 상호작용하였던 정부의 위치는 수직적 관계의

상위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소통의 장이었던 월말보고 및 사업 평가의

현장은 민간단체의 사업 성과를 점수로 매기고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활성기때

겪었던 정책의 미흡한 부분과 현실과의 괴리감 등을 지적하였고 정책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오랜 기간 요구하였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제언하며 현실에 맞게 정책이 더 구체화 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매년 정책은 수립되어

발표되지만, 그 내용은 발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모습에 의욕을 상실한 전문가들은 이 네트워크를 떠났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여도 이에 선뜻

참여하겠다는 오래된 에이즈 전문가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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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랜 기간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에 에이즈 예방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체계와 교육자료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2020년이 된 현재까지도 한국의 표준화된 에이즈 예방교육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이즈 감염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에이즈의 조기교육을

정부에 제언하였으나, 여전히 조기교육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에서는 오랜 기간 고위험군에 대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전문적인 자문과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조언하여 주기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에이즈 고위험군은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고위험군에

대한 에이즈 예방 및 홍보의 강화인데,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민간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

자문을 요구하여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여전히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따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발전의 궤도를 따라온 정부였지만, 최근

10년간 오히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쇠퇴의 행적을 따라가는 모습은

향후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에이즈 예방 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명목적인 정책만 매년 수립되고 자원만 사용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에이즈의 확산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이즈 예방정책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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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각 시기를 비교해보면서, 한국의 에이즈 예방정책이 정책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부재로 볼 수 있다. 한국

에이즈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대부분의 집행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양자 간에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 현 추세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들이 증가할 경우, 감소 추세에 있는 세계의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단체와의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화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단연 수평적 관계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잘 지키며 활발한 소통을 해낼 때,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민간단체를 평가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현실에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전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에서 나타났던 상호 간의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한 정책 사업의 발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이상적인 방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민간단체와 정기적으로 자주

소통하여 현실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들에 대한 견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을 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 단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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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성기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작용이 상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전문성 강화이다. 민간단체는 약

30년간의 에이즈 예방사업의 시행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사업 담당자들은 오히려

민간단체에 전문성의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재 에이즈에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변화없는 모습에 어려움을 느껴

떠나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전문성의 공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의 보직 순환의 특성상 어려운 면이 있을지라도, 정부는

체계적으로 에이즈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 학자들이 진행한 에이즈 관련 연구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비롯한 에이즈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전문성도 심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민간단체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고, 전문가들이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20년 전의 상황에 멈추어 있다. 물론,

민간단체들이 보고하는 현장의 상황 등이 질병관리본부에 서면화되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돌아오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지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직접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경험에 따른 자문을 매년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정책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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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 현실화 및 구체화이다. 한국의

에이즈 역학은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의 방향성을 너무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 발생의 대부분이 에이즈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이즈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방향성과 정책 사업의 구성과 내용 면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위험군이 남성 동성애자, 유흥업종사자

등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집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메시지가 ‘콘돔 사용’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국민 에이즈 예방 홍보메시지는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선제적

예방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에이즈의 가장

빈번한 감염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동성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이유도 이들이 동성간 성접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즈 감염경로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명확하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에이즈의 감염경로를 명시해야 하며, 에이즈에 대한 차별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에이즈의 치료가능성과 전염경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국민들에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밀접하게

고위험군에게 접근하여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막연하게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의 강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조기교육의 현실화이다. 본 연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은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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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의 에이즈 역학 상황에 주시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의 에이즈 정책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한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에 에이즈 발생이 집중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초등학생에 대한 에이즈 조기교육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초등학생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가장 낮다. 그만큼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문란한 성적 콘텐츠들과 동성물 등이

여과없이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할 때,

초등학생들에게도 에이즈의 위험성과 주요 감염경로에 대한 확실한

예방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자료와

체계를 구축하여 에이즈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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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있다.

첫째, 단일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이 시행되는 전체 시기를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로 도출된 이론을 기반으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단일사례연구의 한계성을 조금이나마 극복했기를

기대하며, 현재까지 국내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의 연구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학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면접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문헌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에이즈 예방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단 세 곳임에 따라서, 면접할

수 있는 인원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민간단체의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질적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문제가 존재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문헌 및 정부 보고서 등의 모든

자료를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부의 입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에이즈 예방사업을 설립부터 또는 오랫동안 진행한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였기에 민간단체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특성 때문에, 현 에이즈 예방 담당자에게 민간단체 만큼의 오랜 경험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에서 정부의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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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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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80s, the world began to panic with the outbreak of AIDS.

Countries have established AIDS prevention and management policies

to curb the rapid spread of AIDS. Starting with the first AIDS case

in 1985, Korea established an AIDS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enacted the AIDS Act in 1987. The world started an AIDS-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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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with UNAIDS at the center. Comparing to 2010, the world

achieved a 16% decrease in the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in

2018. Strangely, however, the opposite happened in Korea. At the

same tim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related laws were enacted

and AIDS policies were established, and the contents, goals and

directions of AIDS prevention policies were no different from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HIV jumped nearly 44 % in 2018 compared to that of 2010.

This study starts with this problem. I focused on factors that

produce the opposite results in Korea's policy environment, where

medical standards, legal systems, and policy systems, which are no

different from advanced countries, are sufficient to implement AIDS

prevention polici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cases, Korea had nothing in developed countries that succeeded in

preventing AIDS. It was 'Network Governance'.

In response, prior studies and theories on network governance

were reviewed. Because it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and

theoretical concept, there is no unified concept that comprehensively

defines network governance. However, prior research has led to four

common references by lots of scholars to the operating mechanisms

and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These four components are

'Mutual Dependence', 'Joint Objective', 'Professionality of Included

parties' and 'Active Interaction'.

And from the 1990s, when the network for AIDS prevention

policy was analyzed centering on four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operation of network

governance, th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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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am Kim, Dae-jung Kim, and Tae-woo Roh administration

period ‘Formative network governance(1993-2003)’. In this period,

business and private groups have launched to prevent AIDS.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also gradually began to interact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began to form a network of mutual

assistance, including the start of supporting with the national budget.

The second phase of ‘Active network governance(2003-2013),’

during the Myung-bak Lee and Moo-hyun Roh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which is divided from 2003 to 2013, business areas within

private organizations were clearly divided, and the government also

tri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ources as much as possible by

separating business areas from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ctively interacted in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strengthened cooperative relations, such as

conducting preventive projects in cooperation. And with outside

expert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network governance, active

research on AIDS has also been conducted.

The final phase is ‘Decline of network governance(2013-2019)’

which is in the period of Jae-in Moon and Geun-hye Park

government. This period shows a regression in network governance.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retreated to a vertical one, and the active interaction

ceased. The government's unchanged appearance has even led to

experts refusing to become advisors.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remain in the 2000s, and the advice of private organizations having

difficulty in implementing policies on the spot is not reflected at all in

the policies.

Thus, this study focuses on four components of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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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three periods in which these differences in network

governance are noticeable. Before analyz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olicies, I analyzed the situation of AIDS dynamics in

Korea. I also researched what the AIDS Preven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AIDS policy, contains in terms of AIDS prevention

and promotion, and how it has been revised.

Next I researched the system in which AIDS policies are

formulated. I looked at the detailed plan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ch is set up every year in line with the

ministry's policy direct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1st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to the

4th plan, which was first established in 2002, I research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ministry's policy for AIDS prevention has been

developed.

I also researched the AIDS management guideline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ch are established annually

from 2002. Because of the annual policy, I researched the development

of AIDS management guidance in 2002, 2012, and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four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in line with

the timing of the three stages identifi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AIDS

prevention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y timing.

- Formative Network Governance: Civil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even before the help of the government. Prior to the start

of the government's state funding in 1997, the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AID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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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vation Army were already established and carried out the

project. They clearly identified the business areas through clos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ith each other. Then, a policy network

was formed by the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network.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also organized and operated a nationwide

anti-AIDS campaign that was difficult to implement by private

organizations. It was a time when interdependencies stood out among

the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By actively utilizing each

other's resources through active interaction, they have developed

interdependencies firml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network

governance.

- Active network governance: This is a time when all four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were active. In relation to

interdependence,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subdivided the business. The government focused on nationwide

public relations messages, while private organizations focused on

preventive projects and education for detailed groups such as

high-risk and vulnerable groups. Even within private organizations,

the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developed its expertise

by dividing its business into prevention and promotion, Korean

Association for AIDS Prevention managed and supported infected

persons, education in provincial areas, and education in the Salvation

Army's Health and Business Depart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goal of focusing preventive

projects on high-risk groups, the government also showed cooperation

by sending public promotional messages to prepare for the dangers of

high-risk groups from overseas through the World Cup and hel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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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aspects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on

common goals, including the mandatory introduction of AIDS tests at

the conscription examination stage. Regarding the expertise of

stakeholders, experts from various academic circles, including

AIDS-related infectious medicine doctors, jumped in to curb the

spread of AIDS. The government formed an advisory panel and

provided a bridge for private organizations to utilize abundant

knowledges. Also, research on AIDS was actively conducted

throughout the academic world.

Above all, in terms of active interaction, the government

maintained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private organizations. Instead

of giving orders and instructions,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med a place for communication on a regular basis

and developed the project by discussing the project and direction of

the policy together.

- Decline of Network Governance: However, these network

Governance shows a return to the 1990s as it enters 2010. The

aspect of interdependence has not been developed further. Civilian

organizations expected the government to develop policies in

accordance with reality and establish them in specific directions.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such policy resources to

private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policy was only formulated

with the same content every year.

Related to the common goal, private organizations are asking the

government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high-risk

groups. It also expresses the need for early education to prevent

AI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wever, the government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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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motivated by this goal and has shown no willingness to

actively address these issues.

In terms of the expertise of stakeholders, experts have begun to

deviate from the government. No matter how much policy

suggestions they make to the government through research, experts

leave their posts as they see no progress or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ies. Private organizations need professional advice

from the advisory panel, but experts with long-standing research and

experience in the field regarding AIDS are rather refusing to serve as

advisors.

It is even more serious in terms of active interaction. The

Government have significantly eliminated the opportunity for

interac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The meeting with the

government, which used to be a venue for discussion and meeting,

has become a venue for reporting to the government and being

evaluated by scores, and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professional advice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In addition, any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re subject to government approval,

thus limiting their autonomy to prevent private organizations from

engaging in activities that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s position.

In this study, these phenomena were confirmed through interviews

with officials from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horizontal interac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Second, the autonomy

of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ird, the

government's expertise in AID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difficultie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ite should b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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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ly in the policy. Fifth, prevention projects for high-risk groups

of AIDS should be specified. Sixth, early education of AIDS should

be realized.

Keywords: AIDS, AIDS prevention policies, network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process, horizonta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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