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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

호 체계를 강화시켜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던 개도국들이 적절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협을 가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이

후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로 부상한 남아공이 세계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지재권 레짐 수용과 국내 에이즈 퇴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왜 2000년

대 중반까지 에이즈 통제에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국내 정치사회적 특성이나 

특정 행위자의 속성 혹은 행태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이 글

에서는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와 지재권 레짐의 성격에 따라 남아공의 국내 제

도가 형성되고 역으로 남아공이 이 구조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

드(node)로 상정한다. 특히 행위자-구조-과정의 복합적인 역학을 다루는 네트

워크 이론의 시각을 통해 남아공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무엇으로 설정하였는지 파악하고, 이를 에이즈 전략과 연결시킨 

방식이 에이즈 치료정책의 결정적인 실패요인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남아공 정부

의 에이즈 부정론적 태도에 반하여 에이즈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

국적 연합세력을 동원한 남아공 시민사회의 전략도 분석함으로써 탈근대 세계정

치의 장에서 비전통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개도국의 대응 방식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e global patent protection for pharmaceuticals strengthened by 

the introduction of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TRIPS) 

Agreement in 1994 posed a significant threat to the AIDS stricken 

developing countries’ effort to establish a proper AIDS treatment pro-

gram. This study explores why South Africa, a country with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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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HIV/AIDS prevalence rate in the world since its democratization, 

attempted to achieve both smooth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ic 

order and eradication of AIDS but failed to control the epidemic until 

the mid-2000s. While most of the previous analyses about the South 

African AIDS policy have focused on its socio-political features or cer-

tain actor’s attributes or behaviors, this study recognizes that domestic 

institutions of South Africa can be influenced by the global AIDS gov-

erna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and that South Africa 

is a node which constitutes and changes the overall global structure in 

rever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heory - which deals with 

complex dynamics among actors, structure, and process - this study 

reveals how South Africa redefined its own position and identity within 

the global governance structure and connected this with external AIDS 

strategy was the main factor of policy failure in South Africa. South Af-

rican civil society’s tactic of forming a transnational alliance to improve 

access to AIDS medication against the government’s AIDS denialism 

is also discussed in the latter part. This may provide some insights 

about how developing countries can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cessfully and efficiently in the post-modern era.

key words HIV 및 에이즈 HIV/AIDS, 남아공 South Africa, 의약품 접근권 Access 

to medicines, TRIPS 협정 TRIPS agreement,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 global AIDS 

governance, 네트워크 이론 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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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Ebola)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보건 거버넌

스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스(Severe Acute 

Raspiratory Syndrome, SARS)나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유행 등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 안보

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

하고 다층적인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급속

히 퍼져간 에볼라는 다시 한번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

번 에볼라 사태의 공격성, 심각성은 ‘현대의 흑사병’, ‘20세기의 악

마’와 같은 악명을 떨쳐 온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의 경우와 종종 견주어지고 있다.1

이 두 가지 유행성 전염병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유행 초기에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정 지역이나 이슈 영역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발생 경로와 파급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주

요 발병 지역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에이즈 출현 이후 세계 보

건 분야의 최대 도전 과제라고 규정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사회의 수장들도 에볼라가 ‘제2의 에이즈’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지

원을 요청하였다: Noah Rayman, “CDC Director Compares Ebola Outbreak 

to AIDS Epidemic” Time, Oct. 9, 2014; Steven Petrow, “Why ‛Fearbola’ 

reminds of the early AIDS panic” Washington Post, Oct. 15, 2014.



252

에 놓인 것에 반해, 서구권에서는 치료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

며 치료제를 생산 및 취급하는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질병의 확산 및 통제와 얽혀 있는 국제정치적 

구조의 성격이 닮아 있기 때문에 에이즈 대응 경험이 에볼라를 퇴

치하는 데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즈라는 위협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의 허와 

실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저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에이즈 피해

를 최소화시키는데 있어 ‘치료’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 중 아

직 에이즈 완치를 위한 치료제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백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에이즈 치료법인 항레트로바이

러스(Anti-retroviral, ARV) 요법은 이 질병을 지속적인 약물 복용

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으로 변형시킨다는 특징으로 인

해 의약품 접근권은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2 그런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의 등장과 함께 한층 강화된 글로벌 지재권 보호 체제

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도전을 가하기 시작

하였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제약 산업을 특허법 예외대상으로 분

류해 왔다. 그러나 모든 기술 분야의 제품 및 제조과정에 대한 특

2　 ‘의약품 접근권’은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 필요한 약물을 필요한 때

에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첫 번째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을 발표한 이후 대

중화되었다. 필수의약품 목록의 가장 최신 버전인 18차 EML 개정안(2013)에 따

르면 대부분의 ARV 약물은 특허보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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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을 인정하는 TRIPS 협정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개도국이 복

제 ARV 의약품(generic drugs)을 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에게 의

약품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에 치명적이었다. 즉, 각 

개도국은 국제 자본 유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유무역체

제를 수용하면서도 국내 공중보건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보호와 에이즈 치료정책 간 조

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 남아공은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최대의 에이즈 국가가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에이즈 약물 보급이 2003년까지 지연

되는 모습을 보이며 에이즈 퇴치에 실패한 대표 사례로 통하게 되

었다. 남아공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적절한 에이즈 치료법

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며 에이즈 감염 및 이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

의 수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남아공의 에이즈 감염사례 및 사망률은 왜 증가하였으며 남

아공은 에이즈 치료정책과 지재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남아공의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정책에 관해 국제정치학적 

논지를 전개한 기존 연구들은 남아공의 사례가 글로벌 보건 거버넌

스 내에서 독특성을 갖는다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초국적 과학지

식 네트워크같은 외부 행위자가 남아공의 에이즈 정책에 미친 영향

이나 남아공이 에이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변화시키고자 취한 전

략 등 일방향적인 측면만을 다루었다.3 또한 남아공이라는 노드의 

자원적, 물질적 여건이나 행태의 측면에 집중하는 속성론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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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자신의 구조적 

위치 설정을 에이즈 문제와 연결시킨 남아공의 대외전략 간의 복합

적인 역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3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세계 질서의 형성과 해

체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을 규모나 권력의 크기와 상관

없이 행위능력(agency)을 갖는 동등한 노드(node)로 인식하는 유

연한 관점을 견지한다. 이는 탈냉전기에 보건과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다층적인 국가군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정치활동

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노드형 거버넌스(nodal governance)’를 

분석함에 있어 용이한 틀을 제공한다(Shearing and Wood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사물, 기술 등 비인간 행위자에게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

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의 시각

은 에이즈라는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Law 2003, 5). 

즉, 국제사회의 초점을 에이즈 예방이 아닌 치료의 측면에 대한 강

조로 이동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의약품 접근권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ARV 약물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유드(Youde 2013)의 경우 남아공이 공식적으로 에이즈 부정론(AIDS 

Denialism)이라는 독특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국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남아공 엘리트 집단의 계산과 초국적 과학전문가 집단 혹은 인식공

동체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우가트(Wogart 2013)는 ARV 약물 접근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공과 브라질이 대내외적으로 펼친 전략을 법적, 자원적, 

조직적, 담론적 영역(interface)로 쪼개어 살펴본 후 남아공이 특히 조직 및 담론

적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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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재설정하고 이것을 에이즈 퇴치와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에 주목할 때에 또한 ANT의 권력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 ANT

는 단순히 노드의 자원적, 물질적인 성질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다

양한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주변 행위자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는 관념이나 규범의 힘, 설득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상배 2014, 53-54). 남아공은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실패하여 에이즈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시민사회의 경우 의약품 특허 문제를 지적재산(상업적 권리)

에 대한 권리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글로벌 규범으로 전환시키

는 과정에서 국제 NGO, 미디어 및 여론과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탈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이 펼

친 에이즈 전략과 글로벌 무역 및 보건 거버넌스라는 구조와의 상

호작용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절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글로벌 지재권 레짐과 의약품 접근권 

간의 대립 구조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할 것이다. 그 다음 III절에서는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에이즈에 대

한 남아공의 위협인식 및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

다. 더 나아가 개정된 국내 산업재산권법과 에이즈 약물치료 제공 

사이에 발생한 딜레마와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과의 무역 분쟁 

가운데 남아공이 펼친 주장을 다룰 것이다. 이후 IV절에서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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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반식민주의라는 정치적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내 자신의 

위치 및 정체성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과학에 대한 국제

적 합의에 반기를 들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 고립되었고, 이

것이 결과적으로 남아공의 에이즈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보여줄 것

이다. 또한 남아공 내 시민세력이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에이즈 의

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초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룬 이후, 남아공의 에이즈 사례가 비전

통 안보 영역에서 개도국이 펼칠 수 있는 대외전략에 대해 갖는 함

의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에이즈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에이즈는 1980년대 초반 처음 발견된 이후 세계 도처에서 그러나 

동시에 저개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해왔으며 오늘날 세계적

으로 약 3,500만 명의 HIV 및 에이즈 감염자가 존재한다. 그 중에

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이즈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인데, WHO(2014)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에이즈 관련 사망 사례의 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만연한 에이즈가 인간 및 사회 개발의 다양한 부분을 약화시

켜 높은 수준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빈곤이 에이즈가 확산

되기 쉬운 환경을 낳는 복합적인 악순환으로 인해 여전히 이 지역

에서는 에이즈 유병률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 때 에이즈 감염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것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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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990년대 이후 탁월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HIV 치료

제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개발되면서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병

이 아님이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ARV 약물치료를 통해 HIV 전

염을 막는 ‘예방으로서의 치료(treatment as prevention)’라는 개

념이 등장하였다. ARV 약물치료의 원리는 체내의 바이러스 수치

(viral load)를 감소시켜 페렴과 같은 에이즈 관련 질환에 감염될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HIV 양성 환자의 바이러스 수치가 바로 

HIV 전염의 가장 큰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ARV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물론 전체 인구 내 HIV 확산을 예방

하는 효과도 갖는다(WHO 2012). 이러한 치료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해지는 데에는 ARV 약품의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

다. 의약품 접근권 이슈가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등장한 이후 저개

발 지역에서 ARV 약물을 투여 받을 수 있는 에이즈 환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은 이러한 약물 보급에 제동을 

장애물로 작용했다.

TRIPS 협정은 국제 무역 체제에 지적재산권법을 처음으로 도

입시킨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협정이다. 이는 지적 

재산의 보호를 위해 선진국가들 내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로

비 활동의 정점에 놓여 있었고, 의약산업의 로비로 인해 사적이해

가 공익 및 권리의 문제로 전환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셀 2009, 157-158). 특허 보호 제도를 통해 자금회수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구하는 대형 제약기업들은 지재권 보호 제도

가 신약 개발 및 혁신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입장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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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는 TRIPS 협정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 독창적 

단계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는 모든 물건 또는 제조법에 대해 

특허획득이 가능해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회

원국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페널티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

였다. 또한 특허, 판권, 상표, 산업디자인 영역 모두 범위 내에 포

함되며 특허출원 후 최소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함으로써(제33조) 

실질적 권력을 지닌 지재권법의 글로벌 표준이 탄생하게 된 것이

다(WTO 1994).

그러나 개도국과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등의 글로벌 시민사회 측에서는 TRIPS 협정이 남

반구 지역의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는 단기간의 약물투여로 완쾌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장기간의 ARV 요법을 통해 만성적인 상태(condition)로 변

환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논쟁

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개도국과 시민사회 진영은 ARV 약물 처방

이 선진국에서는 용이해졌지만 새로 개발된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

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정

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에이즈 퇴치가 시급한 저개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접근권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

다. 또한 대형 제약회사들이 시장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에만 집중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 이슈들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유연성 조항 혹은 공

중 보건을 위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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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건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유연성 

조항으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2005년까지의 협정 이행 유예기간, 

강제실시권, 병행수입 등이 있다.4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통

상 압력이나 무역 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 유연성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개도국에게는 문제가 되었

다. 이렇게 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남반

구와 북반구의 그리고 제약회사와 에이즈 운동가들의 대립 구도는 

민주정부 수립 이후의 남아공의 사회정치적 특성과 맞물려 이 나

라의 에이즈 사태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III 탈아파르트헤이트 에이즈 대응의 배경 

남아공의 에이즈 정책 발전 과정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 민주

4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 기업, 정부 등

의 제3자가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강제실시의 취

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통 국내 시장에 한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

하거나 막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에 대한 내용은 TRIPS 협정 제31조에 나와 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외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

는 것이다. 이는 특정 의약품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에 시판되고 있을 경우에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제품이 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나

라가 낮은 가격의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배타적 특

허권 등이 유연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실

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집단

에서는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통해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공익적 목

적을 위해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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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극적인 변화이자 특수한 시대적 조류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 남아공의 새로운 집권당이 된 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이하 ANC)는 국가 건설을 위한 교섭, 

이전 시대의 잔재 그리고 세계정치 환경의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과 균형이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을 모색해야했다. 민주화 시기의 보건 정책, 특히 에이즈 프로그램

은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가운데 발생한 여러 시행착오의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의약품 접근권 등 관련 이슈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고 대내외적 시민사회의 연계

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이기도 한 영역이었다. 

1982년에 첫 에이즈 사례가 보고된 후 1988년 처음 남아

공 보건부 내에 ‘에이즈 부서 및 국가 자문위원회(AIDS Unit and 

National Advisory Group)’라는 에이즈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하

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예방 전략은 지나치게 (인종)차별적

이었으며 이를 위해 동원된 자원과 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혈우병 환자,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등 몇몇 고위

험성 집단과 서부 지역보다는 요하네스버그, 더반, 프리토리아와 

같은 몇몇 대도시 지역 내에서 주로 에이즈 전염이 나타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협 인식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던 것

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이즈 전염 양상이 다르

게 나타나게 되면서 남아공 내에는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에 대한 우려가 만연해졌다(<그림 1> 참고). 1990년 남아공이 전국

의 임산부 전문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연례 국가 조사에서는 

0.8%의 HIV 유병률이 보고되었지만 일 년 뒤에는 그 수치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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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남아공에서 에이즈가 창궐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적신호였다(Schneider and Stein 2001, 725). 

에이즈 사례가 급증하게 주요 요인은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HIV가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 중 

빈곤층에서 HIV 및 에이즈 감염률이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여성과 아동 등 새로운 취약 집단도 등장하였다. 이제 에이즈는 

단순한 질병 문제에서 안보, 경제, 사회적 영향을 수반하는 복합적

인 위협으로 탈바꿈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아공뿐만 아니

라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저발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민주화의 핵심 주체였던 ANC 구성원들은 망명 시기 다른 아

프리카 지역의 정치 간부들과 일반 국민들이 에이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었으며 이것이 국가 재건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보건부와 

함께 흑백 간 정권이양을 앞둔 1992년 10월에 범국가적 에이즈 회

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최초의 민주

출처: Epidemiological Factsheet, South Africa(2014), UNAIDS.

그림 1. 에이즈로 인한 남아공의 연간 사망사례 수(1990~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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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립될 즈음에는 기존 NGO, 보건 종사자, 질병 전문가, 반

체제 정치 집단 간에 형성되어 있던 튼튼한 네트워크와 정부의 구

체적인 전략이 합력하여 인권중심의 에이즈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것이며 따라서 이웃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에이즈 

사태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전국적으로 고조되어 갔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에이

즈 계획을 채택하여 이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예산을 이에 할당

하였고 예전 국민당의 에이즈 부서를 국가 에이즈 프로그램(the 

National AIDS Programme)으로 대체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

항은 에이즈가 ANC 국가재건강령(RDP)의 22가지 “대통령 주도 

사업(Presidential Lead Project)”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5 

이는 에이즈 프로그램이 우선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사회 및 개발 정책이 실패할 때 그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의지의 부재가 빈번히 꼽히는 것과는 달리 적어도 만델라 

정권 초기의 남아공에서는 에이즈 퇴치에 대한 리더십의 의지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낙관적인 전망과 이후의 실질적

인 진척 정도 간에는 치명적인 간극이 존재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

다. 1994년 1.8%로 기록되었던 에이즈 유병률이 1999년에는 10%

를 웃돌게 되었다. 당시 국가 에이즈 계획을 지지했던 들라미니 주

5　 국가재건강령은 HIV/에이즈에 관해 “에이즈 피해자들과 HIV 보균자를 그들

의 지속적인 사회 기여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할 것이다. 차별은 용

납되지 않을 것이다. 농촌과 특히 여성을 위한 에이즈 교육이 최우선 순위이다

(Para.2.12.8)”고 약속하고 있다(AN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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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Dlamini-Zuma) 신임 보건부 장관은 남아공의 현실적인 제도적 

역량과 인적 자원을 과대평가하였는데,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잔재와 부진한 인프라 개발은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전체론적 목표들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에이즈 

문제를 편협한 보건 및 생의학 프레임 워크의 하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접근함으로써 질병의 사회적 원인과 영향에 대한 논의는 

무효화 되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WHO의 “지구촌 에이즈 프로

그램(Global AIDS Program, GAP)”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사라피나 2와 같은 각종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부의 에이

즈 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었다.6

이외에도 남아공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필

수적인 NGO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며 둘 간의 제휴

가 미흡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주요 문제점이었음을 지적하고 싶

다. 이는 같은 시기 시민 단체와 지방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

과 공공의료체계의 지원을 통해 에이즈 정책이 발전했던 브라질

의 경우와 상반된 모습이었다. 남아공에서 HIV/에이즈 정책 개선

과 환자들의 삶의 개선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였던 치료행동캠페인

(Treatment Action Program, 이하 TAC)은 1998년에나 결성되었다.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제기구나 해외원

조, 민간 재단의 부분적 혹은 전액 지원에 의지하였는데 이는 상당 

기간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시키고자 한 정부 차원의 대처와

6　 사라피나(Sarafina) 2는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되었던 오페라인데 1,420만 란드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재정의 방만함과 부패로 인해 이는 결국 국가적인 실패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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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적이었다.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남아공의 보건 부문 예산 중국제 원

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조금 넘는 정도였다(Schneider and 

Gilson 1999, 266). 우가트(2008)는 이 시기 중산층 국가 중 남아공

은 조건부 원조에 의탁하기 원치 않았으며, ANC 정부는 HIV/에

이즈 퇴치와 관련된 외부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거부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결국 2002

년 남아공 남동부의 콰줄루나탈 주의 “케어 강화 계획(Enhancing 

Care Initiative)”을 위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

벌 펀드(Global Fund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

의 지원을 정부가 막음으로 인해 크게 문제화되었다. 이렇게 정부

와 시민단체 활동 간 연속성의 부족은 남아공의 에이즈 퇴치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종합해보자면 남아공의 초기 에이즈 정책은 

국가 건설이라는 방대한 대내적 과제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자

신의 위치 재설정이라는 대외적 도전 사이에 끼어 여러 가지 어려

움을 겪었던 것이다.

IV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에이즈 치료 

1. 제약회사 및 미국과의 대결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약물이 상업화되면

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들 내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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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에이즈 퇴치의 관건이 되었

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트리플 치료법7을 적

용함으로써 에이즈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막상 감염 사례가 

확연히 많은 남반구 지역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였다. 그 중

에서도 ARV 약물과 이에 수반되는 기회감염 치료 약물, 기타 진통

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는데, 

남아공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도 에이즈 약물치료에 대한 수요

와 공급 간의 불균형 완화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6~1997년은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

책에 있어 흥미롭고도 중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WTO 회원으로서 1996년 발효된 TRIPS 협정에 맞춰 국내 산업재

산권법의 개정을 감행해야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WHO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행동 프로그램을 국내적 맥락에 맞게 변용시킨 

“국가의약품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에이즈 문제를 둘러싸고 지

재권 레짐과 보건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는 영역 사이

에 딜레마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영향

력(leverage)을 제한시켰음을 의미한다. 남아공에서는 1996년 12

월에 마침내 제정된 헌법이 국보건을 사회경제적(법적) 권리의 일

부로 인정하고, 국가의약품정책 또한 도입되면서 에이즈 치료서비

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의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국가의약품정책

7　 일명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알려진 트리플 치료법은 세 가지 약제를 병행 투여하

는 에이즈 치료 방법이다. 하나의 약제로 치료할 경우에는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

러스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된 칵테일 요법은 현재까지 

가장 큰 효과를 낳고 있는 에이즈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Highly Active Anti-

retroviral Treatment와 교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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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배는 공적 부문에, 이익창출은 사적 부문에 편중되어 나뉘어 

있던 기존 의약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바로잡고 전반적인 약물 가

격의 균일화와 에이즈 치료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ANC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가의약품정책에서는 “국내에서 복제의

약품과 그 생산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시행함으로써” 그때까지 시

장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던 복제필수의약품을 사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복제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을 때까지 대체

조제를8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명시했다(National Drug Policy of 

South Africa 1996, 10). 이 정책에 포함된 정신과 내용은 이듬해에 

통과된 의약품 통제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에이즈 사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남아공의 노력과 이

를 위해 필요한 자원 조달은 세계적인 무역 관련 규제의 변화로부

터 도전을 받았다.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경제 재건 및 세계경제

로의 빠른 복귀가 최우선적인 목표였던 남아공에서는 국내 자본

세력과 IMF, 세계은행을 필두로 이른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통하는 자유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

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남아공은 WTO 가

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TRIPS 협정에 의거해 지재권법 개정안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1997)도 통과시킴으로

써 모든 의약 관련 산업 제품 및 과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더해 에이즈 정책에 특히 치명적이

8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란 의사의 상품명 처방에 대해 약사가 약효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을 가진 타 회사제품으로 대체

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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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부분은 국제 무역규제를 신속하게 수용하는 데에 따르는 이

익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남아공이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시절에 부여받았던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다(Klug 2012, 305). 선진국으

로 남는다는 것은 TRIPS 협정이 개도국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유예

기간이나 유연성 조항을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즉, 남아공이 

무역경쟁과 공중보건 양쪽 모두에 있어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불리

한 위치설정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

즈 감염률을 갖게 된 남아공은 에이즈 치료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이

라는 목표 하에 1997년 의약품 통제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중요한 

행보를 취했다. 이 법안의 의도는 국가의약품정책에 이어 WHO에

서 필수의약품 접근권 향상에 대해 권장하는 방안들을 남아공의 상

황에 맞게 적용하여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내 공

중보건 비상시 국민들에게 구입 가능한 가격대의 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건

부 장관에게 부여되었다(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mendment Act 1997, 10). 개정안의 15(c) 조항에서는 정확히 강제

실시권과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상

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ANC 정부는 이 부분이 TRIPS 협정

에 나와 있는 유연성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제약회사들과 미국 그리고 곧 이어 유럽 측에

서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미

국의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Al Gore)와 미국무역대표부(United 



268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였던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 등을 포함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그 해 7월 타보 음베

키(Thabo Mbeki) 부통령에게 남아공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서 1998년 2월에는 남아공 제약 연구 및 제조사 협회

(South African PhRMA: 이하 제약협회)와 39개의 남아공 제약사(다

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라이센싱을 받아 남아공에서 운영되는 제약사)들

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프레토리아(Pretoria) 고등 법원에서 의

약품 통제법 개정안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은 15(c) 조항이 TRIPS 협정에 위배되며 남아공은 국제 규제에 대

한 의무 사항과 대립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남아공의 법률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일군 성과에 정면으

로 도전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제약협회의 청원서에 근거하여, 미

국 또한 남아공을 통상법 301조의 “감시 대상국” 목록에 추가하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유예하겠다고 발표

했다(셀 2009, 234~235).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에

이즈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법의 폐기를 거부하였고 

궁극적으로 프레토리아 고등 법원에서도 남아공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때 액트업(Act-Up)과 같은 에이즈 활동 단체들의 초국

적 시민운동도 중요했지만, 복제 ARV 의약품을 활용하여 에이즈 

치료 확장에 성공하고 있다는 브라질의 소식이 남아공 정부의 선

택에 대한 큰 지지를 제공해주었다.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남아공에서의 재판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먼저, 비록 TRIPS 협정에 공중보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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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포함되어 있

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모호하여 해석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

이 컸다는 점이다. 즉,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연성의 활용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 다른 

부분은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그리고 지재권 레짐을 둘러싼 통

상과 보건, 사적 부문의 이익과 공익이라는 다른 영역 간의 충돌이 

국내 및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남아공의 경

우 국제적 수준에서 미국, 유럽과의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국

내 제약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던 점 그리고 이

후에 나올 음베키 정부와 시민사회 간 불거진 대립구도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2. 에이즈 부정론

의약품 접근권과 무역 분쟁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단

순히 남아공의 국내법에서 특허를 보호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궁

극적으로 이 국가가 TRIPS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어떻

게 받아들이고 선진국과의 비대칭적 권력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취

하여 국내 보건 안보를 지켜낼지에 대한 것이었다. 남아공의 입장

에서는 매번 대외적 압력이나 위협 요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국내 에이즈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자주적인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존

속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의약품 접근권이라

는 가치 간에 발생한 대립이 심화되고, 음베키 정부가 글로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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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거버넌스와의 단절이라는 전략을 고집하면서 남아공의 에이즈 

사태는 악화되어갔다. 

실질적으로 의약품 접근권과 무역 레짐 간의 딜레마를 세계적

으로 확장시켜 어떤 행위자가 어느 쪽 가치를 옹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바로 “거대 제약회사(Big Pharma) 대 

만델라 정부”의 법적 공방이었다. 현지 제약회사와 미국까지 합세

한 거대 제약산업 측이 에이즈 문제 또한 지재권법 틀 내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며 1997년 만델라 대통령이 채택한 의약품 통제법 개

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자 남아공에서는 에이즈 치료

정책 운영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및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있는 남아공 정부의 권리를 지지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만델라 정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ARV 약물을 생산하여 이

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 필요

한 약품의 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입장

에서도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

회임을 강조하였다(Sternberg 1999). 또한 브라질을 비롯한 다른 남

반구 개도국들과 더불어 남아공 대표단을 여러 국제회의장을 통해 

에이즈 사태의 긴급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1998년에 

조직된 현지 NGO인 TAC를 주축으로 하여 남아공 내부뿐만 아니

라 초국적으로 형성된 남-남 연대 세력의 활동은 매스컴의 주목을 

끌어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이슈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Armstrong 2003, 34). 이런 측면에서 2000년 7월 남아

공 더반(Durban)에서 열린 제13차 국제에이즈회의(International 

AIDS Conference)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남아공은 국제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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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한 첫 개도국이었으며 더반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

국 간 나타나는 불공평한 에이즈 치료에의 접근이 중점적으로 다루

어지는 등 강한 아프리카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대조적으로 1999년 음베키 정부 출범 

이후 정작 남아공 내에서는 에이즈 사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전

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남아공 

정부가 에이즈 부정 및 불찬성자(dissident)의 태도를 취하면서 세

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사 남아공이 국제사회 내에서 고립되어 갔

으며, 에이즈의 과학 및 치료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에이즈 치료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글로벌 보건 커뮤니티와 비정부 연합세력이 국가 정체성 

설정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과 충돌을 일으키며 남아공의 국

가 에이즈 프로그램(National AIDS Program)은 대내외적으로 신뢰

성을 잃게 되었고 그 치료정책은 사실상 실패사례로 통하게 된 것

이다. 구체적으로 음베키 정부는 등장 직후 ARV 약물 무상 보급을 

제한하고 시험운영 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모자감염이나 강간

으로 인한 HIV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네비라핀(Nevirapine)을 투

여하는 의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대내외의 에이

즈 환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반감을 사게 되었다. 

당시의 남아공 지도자들은 에이즈 문제를 “아프리카의 부흥

(African Renaissance)”이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지역적 리더로서의 

자국의 정체성과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자주독립성을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HIV와 에

이즈 발병 간의 인과관계와 ARV 약물의 실제적인 효력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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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학설의 정당성 혹은 국제적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심각한 에이즈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미온한 대응을 정당화하

고자 하였다(Karim and Karim 2010, 377; Youde 2013, 78). 1990년

대 후반에는 이미 많은 검증을 통해 HIV 및 에이즈 치료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잘 밝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아공 지도층이 

의도적으로 부정론적 태도를 고수하는 전략을 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건 영역을 넘어 더 거시적인 세계정치적 구조 

차원에서 남아공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에이즈를 둘러싼 소란과 남아공의 부정주의적 접

근은 음베키 대통령 개인의 에이즈 관(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

다고 할 수 있다. 부통령이자 국립에이즈위원회 회장으로 만델라 

정부와 제약회사들 간의 소송 문제를 지켜보면서 후자의 의도에 대

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에이즈 치료정책의 지원에 대한 재정

적 부담을 안고 있던 음베키 대통령은 HIV가 아닌 빈곤이 에이즈

의 원인균이며 서구의 치료약을 아프리카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의학계의 소수파 불찬성자들의 이론을 쉽게 받

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에이즈 부정론이 타보 음

베키 개인을 넘어서 ANC 전반에서 설득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남아공 정책가들 가운데 에이즈 치료에 

반대하는 세력이 득세하게 된 배경에는 ANC가 기본적으로 반인종

주의적, 반식민주의적 성향을 띠었으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잔재를 척결해야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최

우선시하였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에이즈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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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국과 제약회사들이 남아공의 의약품 통제법 개정안을 철회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국내 경제적, 사회적 조치에 대한 서구 세력

의 개입을 막아내기 위했던 선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갈등은 음베키 대통령이나 ANC

가 국제에이즈회의 개회사, 청문회, 보도자료 등 공식적인 소통의 

채널과 타임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매체와의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부정주의적 태도를 표명하면서 더 깊어져갔다. 

2000년에는 16명의 에이즈 ‘전통론자(orthodox)’와 16명의 ‛불찬

성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에이즈 패널기구가 설치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예상하였듯이 이 패널은 질병의 속성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더 확실한 연구

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상 지도부단(Zidovudine, 

AZT) 및 ARV 약물의 도입을 지연시킬 명분을 제공하였다. ANC는 

공식적으로 “(남아공 시민들은)일부 제약회사와 그 대행자들의 포

퓰리즘, 교조 그리고 판매 광고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 (국가 정

책을 어기고 웨스턴케이프 칼리쳐 지방에서 시행한 HAART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기니피그와 같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하고 유독한 약

물을 복용하도록 속임을 당하는 우리(남아공) 국민의 안녕과 안전

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자

행된 생물전(biological warfare)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ANC 

Press Statements Oct. 23, 2000). 또 다른 한편으로 음베키 대통령

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세계 지도자들

에게 에이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더반 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구의 해결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였다(Natt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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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62-163). 물론 빈곤 및 불평등성과 에이즈 간의 연관 관계

를 강조하는 수사법 그 자체는 새롭거나 문제시될만한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백악관 및 에이즈 거버넌스의 다른 구성원들은 HIV/

에이즈의 생의학적 매커니즘과 ARV 약물처방의 필요성을 빈곤이

라는 요소만 조명하는 담론으로 완전히 대체함은 잘못되었다며 이

러한 내용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에이즈 부정론적 

태도가 담론적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에이즈 치료정책에도 반영

되면서 남아공 에이즈 실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

자 남아공 국민들을 개개인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지키자는 

다양한 비정부 조직들의 캠페인이 활성화되었다. 이제 다음 장에

서는 시민사회가 정부와 달리 국외 행위자들과 연합세력을 펼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V  초국적 에이즈 네트워크의 형성과 한계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아공 내에서도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하였다. 2000년대 초기 “남아공의 

2000~2005 HIV/AIDS/STD 전략계획”을 통해 차발랄랄-음시망

(Tshabalala-Msimang) 보건부 장관은 에이즈는 단순히 몇 가지 의

학적 개입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부문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ANC 정부의 불찬성자 입장과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이 계획에는 

여전히 ARV 치료정책 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스케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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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 에이즈 정책은 국가 차원의 AZT 및 

모자감염방지(Preventing Mother-to-child Transmission, PMTCT)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주장한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남

아공의 제1야당)의 수장 토니 리옹(Tony Leon)을 비롯해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에 동조한 일부 엘리트들

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시민사회가 국가 에이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

다. 비국가 행위자의 네트워크는 에이즈 이슈에 관한 음베키 정권

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이 개선되도록 만든 추동 세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에이즈 환자와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보

건 종사자들로 구성된 TAC가 주축이 되어 국가 의료 및 치과 협회

(National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 남아공 노동조합회의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 교회로 대표되

는 종교집단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

분은 이들이 국제 NGO 및 비영리 재단, 초국적 미디어, 해외 여

론과 협력하여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TAC는 강제실시 등 유연성 조항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입수

하고 MSF, 액트업(Act Up), 미국의 ‘기술에 관한 소비자 프로젝트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CPTech)’와 같이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을 선도하는 단체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남아

공에서 국가 정책과 별개인 에이즈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

영해 온 MSF와 가장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쌓을 수 있었는데 TAC 

관계자들은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TAC 또한 자신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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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국제 파트너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Morgan Njogu 인

터뷰; Friedman and Mottiar 2005, 546-547).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다양한 시민단체들

과 미디어에서는 공개시위, 법정에서의 위헌성 제기, 비폭력 캠

페인 등을 통해 ARV 약물에 대한 정부의 허위 정보를 반박하였

다. 즉, NGO들이 세계여론을 동원하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가해자 혹은 책임 국가에게 도덕적 및 정치

적 압력을 가하는 전형적인 “비난하기와 망신시키기(blaming and 

shaming)” 전략이 사용된 것이다(Keck and Sikkink 1998). 그리고 

남아공의 (비정부)에이즈 네트워크는 2001년 11월에 정부를 상대

로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제소하였는데, 길고 긴 소송을 거친 끝

에 네브라핀 공급을 전면확대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2003년에 들어 비로소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ARV 무상 보급이 시

작되었다. 남아공 정부가 에이즈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음베키 

대통령이 제안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를 G8 협상안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장 크레이앵(Jean Chretien) 캐나다 수상의 위협과 

같은 국제적 압력 또한 이에 더해지자 음베키 대통령은 불찬성자

들과의 동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했다(Butler 2005, 

59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포괄

적인 에이즈 치료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그만큼 남아공의 에이즈 

및 보건 체계의 문제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책이 단순히 



277글로벌 보건 안보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정부 정책의 산물에 그치거나 비정부 행위자들의 요구에 매번 부

응하여 시기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아공의 

에이즈 전략을 정부와 관련 부처, 지자체, 공중보건 네트워크, 시

민사회 등에 속해 있는 인간 행위자들과, 국가 에이즈 프로그램으

로 대표되는 제도, 미디어, 의약산업 인프라 및 ARV 의약품과 같

은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네트워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

의 국제정치이론들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나 행위자의 이미지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림 2>는 이러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남아공

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에이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노드 중 에이즈 환자 당

사자들, 에이즈 운동가, 자생적 NGO들의 경우 ARV 약물 접근권 

문제에 관여하게 된 데에는 에이즈 퇴치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구체적이면서 즉각적인 목표가 동기로 작용하였지만 이를 추구하

는 과정은 네트워크적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제약 

산업에 특허권 보호를 적용, 의약품 접근권을 무역 이슈로 다루고

자 하는 상업적 이익 집단에 대항하여 이 이슈를 공중보건과 인권

이라는 권리 담론으로 옮기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초국적 네트워

크를 형성하였다. 특히 세계 여론을 ‘설득’하여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남아공 정부에게는 국제체제 내 

자신의 위치 재설정이 계속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었는데, 2000년

대 초반 음베키 정부는 에이즈 정책을 통해 서구세력에 반대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 행위주체성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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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따라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잔재에 대한 투쟁과 남

아공 및 아프리카의 부흥(African Renaissance)이라는 더 큰 이데올

로기적 맥락에서 에이즈 부정론의 시각을 수용하였고, 에이즈 문

제는 남아공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셰켈스는 이러한 음베키 정부의 접근 방식을 에이즈 약

물치료 사용을 권하는 서방 진영이나 전문가 단체들을 적으로 만들

어 아프리카 사람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려는 전가(scapegoating) 

전략이라고 설명한다(Sheckels 2004).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아공의 

입장에서 서구권 국가들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경제, 개

발의 측면에서는 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더

해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와 보편적 인권 사이에서 다양한 국내 행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남아공 및 글로벌 에이즈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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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남아공의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정

책은 일관성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에이즈 치료정책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의 정치화는 자원 및 시간의 불필

요한 낭비를 불러 에이즈 사태를 훨씬 악화시키고 남아공이 오히

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003년의 보고에 

따르면 산전(産前) HIV 유병률이 27.9%로 상승하였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사례는 1997년의 317,132건에서 556,779건으로 증가했

다(Statistics South Africa 2006). <그림 3>은 1990년대 초기에는 유

사한 전염 패턴의 에이즈 문제를 겪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현

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 남아공과 브라질의 에이즈 유병률 비교를 

통해 남아공 에이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음베키 정

부의 전가 전략은 남아공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해 갖고 있는 경각

심과 HIV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부터 책임감 있는 행동

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실패로 

남아공의 에이즈 및 의약품 접근권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어리석은 

고집의 대명사로 통하게 되었다(Cameron 2003).

VI 결론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급증한 에이즈 감염률은 아파르트헤이

트 정권의 철폐 이후 남아공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 형성과 국가 발

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였다. 1982년 국내에서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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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견되었던 에이즈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는 가운데 남아공의 

에이즈 환자들, 보건 종사자, 사회운동가 등은 에이즈를 인권과 직

결된 이슈로 인식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HIV 

감염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게 지속적

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 경제, 사회복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기반으로 에이즈 퇴치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펼치겠다

던 초기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와 민간 부문 간 그리고 남아공과 

국제사회 간의 제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나면서 남아공에

서는 에이즈 전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더해 에이즈 치료정책의 실패를 야기한 결정적인 요인

은 남아공 정부가 국제체제 내 남아공의 자주성 증가 및 위치 재설

정이라는 목표와 대외적인 에이즈 전략을 결합시킨 전술 선택이었

다. 신속하게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남아공은 모든 산업 및 제

조 상품에 지재권 보호를 적용하는 TRIPS 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그림 3. 남아공과 브라질의 HIV 유병률(15~49세) 비교 

브라질 

남아공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9
90

19
91

19
92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19
94

19
93

19
95

시간(연도)

유
병
률
(%)



281글로벌 보건 안보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하였는데, 이는 ARV 약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가 

보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동

시에 제약회사와 미국이 상업적 압력을 가하자 만델라 정부는 자

국의 에이즈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인

권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의약품 접근권을 다루고자 하는 글로벌 

움직임에 가담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음베키 정부는 반식

민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자국과 아프리카 대륙 

고유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그

리하여 에이즈 이슈에 있어서도 HIV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부정하

고 이 질병을 서구의 음모론의 일부로 보는 불찬성론자들의 시각

을 수용한 나머지 국내의 비정부 세력과 큰 마찰을 빚고 글로벌 에

이즈 거버넌스 내에서 고립되었다. 결국 에이즈 부정론이라는 전

략은 에이즈 사태 악화라는 치명적이고도 자기제한적인 결과를 초

래하였다. 

남아공 에이즈 전략의 착오는 같은 시기 유사한 에이즈 문제

를 겪었던 다른 개도국의 접근 방식과 비교해볼 때 더욱 잘 드러난

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다양한 다자주의적 세팅을 활용하고 

세계 여론을 동원하여 균등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글로벌 규범

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개자의 역할을 자

처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에이즈 치료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

보하였다. 태국 또한 ARV 약물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실시권 사용

으로 인해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았지만 민관협

력이 바탕이 되어 전국적으로 에이즈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대폭

적인 에이즈 감소에 성공하였다. 남아공은 2009년에 출범한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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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a) 행정부가 이전과 달리 개방적인 에이즈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고 치료 프로그램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에이즈 사태를 차츰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책과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례연구

는 국제정치학적 논의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미국

을 위시한 선진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한 의약산업이나 개도국 및 

에이즈 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였던 시민사회의 활약은 세계정치

의 장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 혹은 국

제 행위자들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합된 보건 정책을 실시하고 ARV 약

물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각 국가의 고

유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

한 글로벌 차원의 표준, 규칙, 규범 등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

는 행위자 노드들의 수와 종류 그리고 이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사례는 비전통(non-traditional) 안보위협을 중심으

로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도 관련성을 갖

는다. 보건, 환경, 사이버공간과 같은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

와 부정적인 요소 혹은 접근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브

라질이 연방 및 주 정부, 보건 종사자 집단, 현지 NGO, 미디어, 에

이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에이즈 사태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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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분열 및 자기고립형 거버넌스가 국가정책의 후퇴로 이

어지는 실패의 사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TRIPS 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사이에서 남아공이 겪은 갈등은 신흥 

국가,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21

세기 세계질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의 일면을 

보여 준다. 탈근대 세계정치의 무대에서는 국가의 물질적 혹은 자

원적 능력과 별개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구도를 어떻게 본인

에게 유리한 구도로 구성하는지, 그 관계적 위치를 얼마나 잘 활용

하는지가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힘의 정치를 넘어서 

설득과 협력의 방식이 권력을 강화시키기에 유리한 선택지일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탈근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외전략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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