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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얀마는 코로나19의 첫 진원지였던 중국을 비롯하여 다섯 개 국가들과 국
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최대의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라는 사회경
제적 특성까지 겹쳐 외부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았던 곳이다. 더
큰 문제는 50여 년 동안 장기 지속된 군부 통치 아래 보건의료체계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해외 유입 사례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이어 다
시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주가 되는 해외 유입 사례로 선명히 구분되어 순차적
으로 이동해가는 미얀마의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방역 역량의 한계 안에서 선
택된 미얀마 정부의 방역 전략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미얀마에서의 코로나19 발병 현황과 국가 방역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미얀마
정부의 대응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같은 발병 전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다. 아울러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미얀마에 열어놓은 새로운 기회의 장에 대해
서도 주목한다. ‘코로나19 연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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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이해주체들의 공조가 그것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하여 고찰한다.
주제어: 미얀마, 코로나19,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체계, 소수민족보건기구
(EHOs), 소수민족무장단체(EAOs), 평화협상, 총선

Ⅰ. 들어가며
2008년 5월 3일 미얀마 남서부의 에야와디 델타 일대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후 변화 위기에 가
장 취약한 국가 순위에서 미얀마가 여전히 2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Eckstein et al. 2020).
강풍과 해일은 14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250만여 명의 사람들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이클론의 직접 영향권에 속해 있던 지역의 전체 가옥 중
82%가 완전히 부서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고, 사람들은 극심
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사이클론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
던 대도시 양곤에서까지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부서지고 나무
와 전신주가 뽑히는 등 피해는 광범위하여,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로
전달된 미얀마의 참상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Stover and
Vinck 2008).
그런데, 나르기스가 몰고 온 것은 단지 바람과 해일의 형태를 취한
폭풍만은 아니었다. 피해지역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
여 쇄도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의 폭풍도 그에 못지않았다. 피해
상황을 접하자마자 즉각 미얀마로 향한 수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여러 국가들에서 파견된 사람들과 구호물자를 실은 선박들이
미얀마 정부의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태국에서 발이 묶인 채 대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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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던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신속한 구호와 치료, 복구 지원이
핵심인 재난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가 재빨리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
고 진두지휘하기는커녕 구호를 위해 달려온 이들이 피해지역에 접
근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급기야 유엔 사무
총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미얀마로 가 딴쉐 의장을 만난 후에
야 국제 지원 인력과 물자를 실은 배는 미얀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르기스가 상륙한 지 3주가 훌쩍 지난 시점이었다(Stover and Vinck
2008; Taylor 2015; Tin Maung Maung Than 2009).
늑장대응이라는 거센 비난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는 “대응이 늦었
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주된 여론은 미얀마 당국의 구호활동보다는 정
부의 늑장대응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미얀마의 힘없는 국민들이 처
해 있는 비인도적 상황에 대한 염려와 군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Taylor 2013). 나르기스가 상륙하기 직전 해인
2007년 이 나라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프란 혁명의 충격이 사
그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이클론의 상흔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군부 주도 하에 제정된 신헌법 가결을 위한 국민투표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주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강행된 데 대한 분노도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부정의혹에도 불구하고 98.12%라는 놀라운
투표율에 92.48%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이 헌법을 통해 군부는
합법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고, 반대세력의 수장인 아
웅산수찌는 국민의 지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Tin Maung Maung Than 2009).
“구호와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고맙게 받겠지만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정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당시 총리로서 국가재난대응중앙위원
회를 이끌었던 떼인세인 전 대통령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재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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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상황이 국내 및 국제정치 환경 아래서 쉽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정당성의 근본 바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
르기스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로서 빠르게 정치적 에너지로 충전될 가능성은 크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재난 구호와 정치가 분리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구호와 복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역
량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얀마 정부는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나
르기스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가 재난 사태를 지휘할
주역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재난의 성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나르기스는 한 번의 타격으로 큰 피해를 입혔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정부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재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불안정성은 커졌고,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가중되었다. 더욱 중요한 변수는 나르기
스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
이다. 11월 8일로 다가온 총선이 그것으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어떤 태도로 재난 대응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러 모로 나르기스 사태
당시 미얀마가 처해 있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미얀마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과 그러한 과정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얀마에서 코로나19가 어떠한 전개 양상
을 보였는지, 그 결과는 미얀마 정부의 방역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움

위기와 기회: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특징과 정치적 함의 109

직임들이 갖는 몇 가지 함의―일부는 탈정치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갖는―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얀마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미얀마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것은 2020년 3월 23
일로,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감염 확산
이 시작된 사례로 꼽힌다. 3월 27일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기록된
8번째 사례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얀마의 초기 확진 사례는 모두 외
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것이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 출발하여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여 입국한 이들이 초기 확진 사례의
주를 이루었다. 이후 외국인을 동반하여 유명 관광지를 안내해온 미
얀마인 가이드가 첫 국내 감염 사례로 기록을 올리고 종교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감염 확산 초기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 건수는 하루
10~20건 내외로, 첫 확진 사례가 나타날 즈음 주변 국가들에서 확진
건수가 급증하였던 데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 확산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
에서 확진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은 미얀마에 큰 부담을 안겼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외 이주자들의 대규모 귀환이 예상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입국자들을 검사하고 격리 수용
할 방역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얀마 전체로 퍼
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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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국경 폐쇄를 선언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는데, 동남아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태국의 전체 이주노동자 가운데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긴장의 배경이다(2014년 미얀마 인구센서스 자료 기준; ILO 홈페이
지 참조). 미등록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300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얀마 이주자 가운데 최소 십만 여명이 실직으로 인해 귀
국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미얀마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하지만 4월이 다 되도록 미얀마는 이들 이주자들의 주된 유입 지
점이 될 육로 관문 검역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
다. 아웅산수찌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해외에 나가 있는
미얀마 국민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외 이주자들에 대한 무
조건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검사는 고사하고 이들을 수용할 만한
격리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태국
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에게 당분간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
는 한편 태국 정부에도 격리시설 마련을 위해 4월 15일까지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Zaw Zaw Htwe 2020). 이후 이 기한은 4월 30
일까지 미루어졌고, 이윽고 5월이 되자 태국으로부터 귀환 노동자의
대규모 입국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하 ‘IOM’)의 집계에 따
르면 3월 이래 미얀마로 입국한 해외 이주노동자의 수는 총 142,000
명에 이르며, 이 중 97,342명이 태국으로부터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다(OCHA 2020/08/10). 비공식 경로를 통한 입국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IOM 2020/08/26).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는 매우
높았지만, 이 기간 중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 건수는 이전과 큰 차
이 없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귀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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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건수가 보고되는 사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
았다는 사실이다.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한 날짜부터 미얀마 보건체육
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 이하 ‘MoHS’)가 매일 상세하게 공
개해오고 있는 코로나19 현황보고서를 놓고 보면 미얀마는 지역사
회 감염을 거의 성공적으로 통제한 가운데 해외 이주노동자들을 받
아들였고, 이들 가운데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많지 않았던 것처
럼 보인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미얀마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
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얀마 코로나19 발병 현황(2020.10.03. 기준)

출처: 미얀마 보건체육부(MoHS, https://mohs.gov.mm/page/9575)

하지만 8월 16일부터 상황은 급반전을 이루어 지역사회 확산 사례
가 해외 유입에 의한 전파 사례를 순식간에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무더기로 감염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여카잉주
(Rakhine State)의 시뜨웨(Sittwe)에서부터 시작된 이 두 번째 확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양곤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로 퍼져나가 연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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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확진 건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외 이주노동자 귀환에 따른
감염 확산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난 후 재개된 지역사회 전파 속도
는 매우 빨라,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3월 23일 이후 8월 15일까지
374건에 불과하던 누적 확진 건수는 10월 20일 기준 37,196건을 기
록하였다. 두 달여 만에 100배 가까이 그 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
중 36,850건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전체 확진 사례의 99%가량을
차지한다. 이후로도 확진 건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4월 3일
첫 사례가 보고된 이래 9월 3일까지 5개월 동안 6건으로 유지되었던
사망 건수도 9월 4일부터 급증하여 10월 20일 기준 913건을 기록하
였다(MoHS 2020/08/16, 2020/10/20 및 <그림 2> 참조).
<그림 2> 미얀마 코로나19 확진 사례 발생 추이(2020.10.26. 기준)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8월 16일 미얀마의 서북부로부터 시작되어 양곤과 만달레이 등의
주요 도시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물결이 최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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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로 시작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외 체류 이력이
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시작되어 곧 동시
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유사한 발병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지역사회 내에 널리 퍼져 있다가 뒤늦게 포착된 것일 가능성이 커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한 달 동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던 사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어느덧 발
병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가 있던 터라 앞으로도 확진 사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 시민들을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전
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포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꼽아야 할 것이다. 10월 5일까지도 미얀마의 총 검사 건수는
291,484건에 불과하고 검사 정책 역시 감염 확산 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확진자와의 접촉사례와 의심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다시 귀환노동자들의 사례로 주요 감염집단의 범주가 이동해가는
발병 전개는 이 같은 방역 역량의 한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
주요 감염원으로 인지된 집단 범주에 방역 역량이 총동원되는 사이
지역사회 방역은 소홀해진 데 다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역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가 어떠한 방역 전략을 채택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선택과 집중: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략
해외 입국자가 주가 되는 초기 감염 사례에서 지역사회 전파 사례
로, 이후 귀환 이주노동자들 사례로 이행하는 감염 전개가 아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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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다. 상당수 국가들이 이와 흡사한 전개를 보여준바 있
다. 미얀마 사례에서 특이점이란 주요한 노동력 송출국가로서 코로
나19 사태를 맞아 이들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아졌다
는 정도다. 하지만 미얀마에서의 감염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한 점은 다른 경로의 감염 사례가 들어설 여지없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끔하게 단일범주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체 감염 건수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감염 사례가 95%
가량을 차지한 싱가포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집단 발병이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봉쇄한 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
는 데 총력을 집중시킨 싱가포르 정부 특유의 이원적 방역전략에 따
른 결과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지역
사회 감염이 억제되었던 것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
자 기숙사를 철저히 고립ㆍ봉쇄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때 방역의
우선순위는 시민과 영주권자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에 있었으며, 단
지 강화된 서킷브레이커에 따른 거리두기뿐 아니라 방역 자원도 우
선적으로 배분하였던 점도 지역사회 감염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다(김희숙ㆍ양영란 2020). 미얀마의 경우는 이와 달리
표적 집단이 된 귀환 노동자들에 대한 검역 관리에 방역 역량을 집중
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부족한 방역 역량을 지역사회
에까지 할당할 만한 여력은 없었고, 이에 따라 검사의 주요 대상이
된 귀환 노동자들의 확진 사례가 전체 확진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
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의 감염 확산
사태는, 이런 점에서 방역 역량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채택한 ‘선
택과 집중’ 전략이 초래한 위기라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역량을 갖추
게 된 것은 2월부터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PCR 분
석기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시약이 없어 검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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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국의 WHO 실험실로 보내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후
태국과 미국, 일본에서 시약을 지원해주긴 했지만, 장비와 시약만 있
다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건체육부는 미국의 질병통
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보내준 기술자들로부터 검사 교육을 받고 난 2월 말부터서야 본격적
으로 자체 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시행 초기에는
착오를 줄이기 위해 방콕의 WHO 실험실에도 샘플을 보내 이중으로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애드쇼파르 2020/02/12).
UN, WHO 및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분석기와
진단키트, 시약을 지원 받고 민간부문으로부터도 의료진을 위한 개
인보호구와 마스크를 지원 받아 미얀마의 검사 및 의료역량은 점차
증강되었다. 양곤의 국립보건연구소 외에도 만달레이와 몰라먀잉 등
에도 추가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설립하여 군 시설
을 포함, 총 7개의 실험실이 확충되었다(OCHA 2020). 공공시설과
전국 각지의 학교, 사원 등을 동원하여 귀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의심환자를 수용할 격리시설도 확보해가는 등 정부의 방역역량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전무하던 상태에서 조
금 나아진 정도지 충분한 수준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험실을 확
충하여 검사능력은 높아졌지만 시약 부족 현상은 여전하여 현재까
지도 검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확진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할 의료시설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환자 수를 늘
리게 될 검사를 능력껏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것이다.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본격화된 4월부터 7월까지 검사 건
수 대비 확진 건수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6월의 검사 규모조차 하루 1,000
명에서 2,000명을 오가는 수준이었다. 8월 초순까지 미얀마에 설립
되어 있는 5개 실험실을 모두 가동했을 때 하루에 2,000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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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 전체 기간 평균은 1,000건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OCHA 2020). 미얀마 정부가 태국 정부에
육로 입국자를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로부터
도 모든 입국자를 검사할 만한 역량을 갖추진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한 보건체육부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
된 기사에서도 제한된 검사 역량으로 인해 입국자의 5~10%만이 검
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Nyan Hlaing Lin 2020). 8월 중순
이후 확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검사역량을 더욱 보강하여 10월
3일 기준 하루 3,200~3,700건 정도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OCHA 2020), 감염환자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충분치는 않
다.
지속적으로 격리시설을 확충해가긴 했지만 국경 관문에 모든 인
원을 수용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터라 당국은 증상이 없는 이들은
출신지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보냈고, 그곳에서 21일 동안의 격리 의
무기간을 채운 후 집으로 돌아가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검사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임시 격리시설로 동
원된 전국 각지의 사원이나 학교 시설에서 격리 기간을 채운 후 증상
발현 없이 집으로 돌아간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8월 16일부터 급속
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이런 점에서 미얀마 내에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기우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더욱 확증해주는 것은 검사 건수 대
비 확진 건수 비율이다. 9월 초까지 1%를 넘지 않았던 이 비율은
10월 5일 현재 6.1%대로 높이 치솟아 있는 상태다. 검사 역량이 높아
지는 속도보다 발병 확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확진 환자의 접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검사의 결과가 이
정도고, 그 중 상당수는 증상이 없는 이들이라고 하니 실제 검사 대
상으로 포착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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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차 어렵다.
미국 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미얀마의 보건역량은 오랜 군부통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2006년 이후 미얀마는 심각한 의료인
력 부족 위험에 직면한 57개 위기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Brennan 2017, Lintner 2020). 군부통치 하 미얀마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보건지출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변의 태국(6.1%),
중국(5.6%), 인도(6.1%), 캄보디아(12%) 등과 비교하기조차 무색한
수준이다. 무려 40%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 비율과 비교하면 그 불균
형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Stover et al. 2006: 1). 국가 안보 수호를
존립명분으로 강조해온 군부의 안보의식 안에 국민의 건강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개혁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보건 부문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
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0.2%로 전 세계에서 최하
위를 기록하였던 미얀마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은 2014년 가까스
로 1%를 넘기는 수준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MoHS 2016). 보건비 지출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
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도 없다. 2016년 보건체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 관할 하에 있는 전국의 1,134개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6,292명, 간호사 수는 36,054명이고, 그나마도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장시간 근무와 업무 과중,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이 공공의료 부
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민간부문 및 해외로의 두뇌
유출이 늘고 있어 공중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더욱 큰
형편이다(Yu Mon Saw et al. 2018). 사정이 이러하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
나 사스 등 아시아지역을 휩쓴 주요 감염병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탓에 감염병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더 문제다. 당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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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로부터의 오랜 고립이 가져다 준 거의 유일한 이점이었을
것이나 현재로선 그러한 경험의 부재조차 아쉬운 형편이다.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자원, 즉 의료 인력과 물자, 시설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처지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은 예방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편을 의식하여 미얀마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전달하는 캠페인에 힘을 쏟았는데,
아웅산수찌가 직접 나서 손 씻는 방법을 시연하고 마스크 만들기 경
연대회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도
잇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곳곳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가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도왔다.
하지만 방역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미
얀마 정부의 대응은 시종일관 지역 봉쇄(lockdown)와 이동 제한과
같은 통제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초기부터 미얀마 정부는 항공편 및 육로를 통한 입국 제한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한편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봉쇄령과 통행금지령을 내려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하였다. 봉쇄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직장 출근과 필수
품 구입, 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면 집밖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고, 차량을 이용할 때도 운전사 외에 허용된 인원 이상
이 탑승할 수 없게 하였다. 부득이하게 허용된 것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해야 할 경우엔 거주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령도 내려졌다. 이후 통
금 시간은 자정부터로 조금 완화되었지만 종교행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 사례가 출현할 때마다 지역 봉쇄령과 함께 통행금지령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Kyaw Soe Htet 2020; Mckenzie 2020).
국내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강도로 보면
미얀마는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강도의 통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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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 정부
가 내놓은 대응 조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국가별 비교를 가능케 해주
고 있는 옥스퍼드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정부 대응강
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의 환산 수치는 86.11(최고=100)로, 초
기 국면이었던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중의 조치 내용을 보면 전체 휴교, 필수업종 외
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10명 미만으로 대중모임 제한, 대중교통
운행 중단, 재택 명령, 출입국 제한, 국내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으로,
통제조치와 관련한 모든 항목들이 강도 높게 실시되었음이 확인된
다(OxCGRT 사이트 참조).1) 대규모 종교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경험한데다 태국과 중국 등지로부터 자국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역사회 방
역 전략은 이처럼 강도 높은 통제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
만 광범위한 검사와 방역을 위한 자원 할당 없이 통제조치에만 의존
해서는 방역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민들은 통제조치
가 초래한 여러 형태의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도 높은 통제조치에 의존한 방역 관리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와 안전에 미치는 충격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보
고되고 있다. 빈곤지수가 높은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감염 확산 초기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이 봉
1) 옥스퍼드 연구팀에서 정부 대응강도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항목은 세 가지로, 각종
통제조치(C), 경제정책(E), 보건정책(H)이다. 각 항목들은 다시 세부지표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통제조치의 경우 8개 지표(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대중
모임 제한, 대중교통수단 운행 중지, 재택 명령, 국내 이동제한, 출입국 제한)로, 경
제정책은 4개 지표(소득지원, 채무 경감, 재정조치, 국제 원조)로, 보건정책은 6개
지표(공공홍보 캠페인, 진단검사 정책, 밀접 추적, 보건부문 긴급투자, 백신투자, 안
면보호구 착용 의무)로 세분되어 있다. 미얀마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이 투입된 것과 보건정책에서 5월 14일부터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C와 E 항목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대응강도 변화는 거의 전적으로 통제조치와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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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조치를 내림에 따라 미얀마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제조
업과 관광업 부문에 대한 타격이 크다.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 전
부터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봉제업 등 주요 산
업부문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팬데믹 전개 속에서 유럽 등지로부터
의 주문 자체가 급감하자 상당수 공장들이 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
고 미얀마로부터 빠져나갔다. ILO 보고에 따르면 2020년 5월 18일
기준 공식 등록된 제조업체들 가운데 5,100개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에 들어가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 129,000여
명이 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ILO 2020). 몇 달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일부 공장들은 이 사태를 틈타 하룻밤 사이 공장 문을 닫고
야반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 가구의 생
계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에 노동자들이 정부당국에 휴업이
나 폐업 신청을 하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원자재 부족과 주문량 급감이라는 현
실적 어려움이 자리하는 만큼 제조업체들의 휴ㆍ폐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노동자 가구의 생계
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음은 주요 발병지역의 분포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양곤의 흘라잉따야(Hlaingthayar), 쉐비따
(Shwepyithar), 인세인(Insein), 띤간준(Thinganzun) 등이 그러한 지역
들로,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면부터 미얀마 정부가 실시
한 부분 봉쇄의 대상 지역으로 줄곧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장 노동
자들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밀집 거주지역이기도 한 이
들 지역의 거주환경은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실업과 휴교, 통제조치로 인해
가구원 전원이 임시 가건물에 가까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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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은 더욱 커졌다. 9월 들어서는 주요 제조업
부문의 조업 중단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라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가
이들 취약계층의 생계와 안전에 미칠 타격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에 미친 타격도 제조업 부문 못지않다. 팬데믹 사태를 맞아
국제 관광이 전반적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어서 미얀마 정부의 출
입국 제한 조치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충격이
주로 양곤지역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관광업에 대한 타격은 경제 여
파가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관광지가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별다른 생계 원천
없이 관광수익에 의존해온 소수민족 거주지 지역민들에 대한 타격
은 더욱 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생계 위협에 직면하여 미
얀마 정부는 4월 27일, 코로나19경제구호계획(CERP: COVID-19
Economic Relief Plan)을 수립하여 공중보건 및 경제 구호 조치에
나섰다(MoPFI 2020/04/27). 거시경제 환경 개선, 투자 및 교역, 금융
부문의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에 대한 타격 완화, 노동자 가구 및 시
민들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목표와
10대 전략, 36개 실행계획과 76개의 조치로 구성된 이 계획을 위해
정부는 세계은행(IBRD/IDA)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
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금융기구와 일본 등으로부터 12억 5천만 달
러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기금을 편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봉제업,
호텔관광업, 중소기업에 대한 1% 대출이자 제공 상환기한 연기, 면
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최하위 소득그룹을 우선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약 1만 5천에서 2만 원 상당의 특별재난지원금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경제 활동 전반이 중단되고 기업이나 시민들에
대한 타격이 장기화되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지원책이 위기 극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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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Gan et al. 2020; Nwet Kay Khine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당
근’이 보잘 것 없었던 데 반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휘두른 ‘채찍’
은 지나치게 가혹했다. 지역 봉쇄와 통행금지 조치, 마스크 착용 의
무 규정을 위반하는 데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커서 감염병 대응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Article 19 2020; Human Rights Watch 2020; Nwet Kay Khine
2020).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부터 미얀마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 500명이 1개월
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마스크 착용 위반혐의로 벌
금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국제인권법에서
는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일부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이러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근거
하여 합법적으로, 그리고 범위와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며 자의적이
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난관
리법(National Disaster Management Law),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
한 법(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Law) 등 다
양한 형법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차별적으로 부과
된 처벌 내용은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있다(Human Rights Watch
2020). 엄격한 처벌이 불러온 방역의 역효과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
은 봉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시민들이 수감이나 벌
금형 등으로 인해 한층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점일 것이
다.
미얀마 정부의 통제조치는 가짜뉴스가 유발할 공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4월에는 휴대
전화의 심(SIM) 카드를 일제히 재등록케 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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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속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어가
는 상황이다. 이에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비상시의 통제되지 않
는 권력의 활용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시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Nwet
Kay Khine 2020).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는 미얀마 정부가 2019년 6월부터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여카잉주와 친주의 9개 타운십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미얀마와 같이
방역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이들 지역을 근거지
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군들에게 정보가 입수되는 것을 차단하
고 허위정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
다. 외부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릇된 정보들이 더욱
활개를 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이클론이 지나치는 섬에 유폐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격리시설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국제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촉구에 따라 5월부터 인터넷 차단은 해
제되었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린 2G, 3G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불편은 여전하다(ICJ 2020/04/30; Kyaw Hsan Hlaing and Fishbein
2020).

Ⅳ. 방역관리 거버넌스의 수렴: 위기가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
의료 인력과 시설, 물자, 검사능력과 격리시설 등 방역 관련 자원
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대규모 확산의 우려
가 있다고 인지한 집단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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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이 중단되어 생계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특히 군과 반군의 무장충돌로 인해 고향을 잃은 채 임시정착지
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실향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가 보건의료역량의 약화가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대
하고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미얀마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마냥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미얀마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에 나
서고 있는 점은 분명 희망의 전조로 볼 만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와 소수민족단체, 그리고 군부가 공조의 첫걸음을 뗀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군과 소수민족무장단체의
교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얀마 국내는 물론 국
제사회로부터도 큰 우려가 제기되어왔던 터다. 분쟁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극심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를 우려하여 안토니우 구테흐
스 유엔 사무총장은 3월 23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진정한 싸움에
모두 집중하라”며 전 지구적 휴전을 호소하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된 날이기도 한 이 날의 호소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군과 교전상태에 있던 소수민족무장단체들
이었다. 먼저 3월 26일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이 코로
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이고 전국적
인 휴전을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친민족전선(Chin National
Front)과 까레니민족진보당(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도 성
명을 발표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형제단동맹’(Brotherhood Alliance)
으로도 알려져 있는, 최근까지도 미얀마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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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칸군(Arakan Army)과 땅민족해방군(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의 연합체 역시 구테흐스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
며 4월 말까지로 일방휴전 기간을 연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
하여 4월 1일 미얀마 주재 18명의 외국 대사들 역시 모든 분쟁 당사
자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ICG 2020/05/19; Kyaw San Hlaing and
Fishbein 2020; Weng 2020).
미얀마군은 이러한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며 거부했지만 5월 9일,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압박에 결국 8월 31일까지 휴전을 선포하였다.
9월 30일 미얀마군은 다시 이를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군의 휴전 범위
는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집단이 자리 잡는 곳을 제외한 모
든 지역”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3월 23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 및 불법 단체로 지정한 아라칸군과 이들의 활동 근거지인 여카
잉주와 친주의 일부 지역은 휴전 대상지역에서 빠진 불완전한 것에
그쳤다. 다른 소수민족무장단체와의 교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
는 상황에서 핵심 교전 상대를 배제한 것은 군의 휴전 선언이 분쟁
중단을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라기보다는 정치적 제스처
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Sai
Wanna 2020). 이후 형제단동맹은 일방휴전기간을 8월 31일로 연장
하는 한편 여카잉주를 휴전 대상 지역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얀마 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6월 세 단체가
제안한 평화협상 제안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Weng 2020; Radio Free Asia 2020/06/02).
미얀마군과 형제단동맹 간의 대치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소수민족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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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미얀마 정부가 소수
민족의료제공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력을 제안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4월 21일 발표된 보건체육부의 코로나19 대응계획 최종버전에는 3
월 발표된 초기버전에서 누락되었던 소수민족의료제공자를 도
(Regions) 및 주(States) 수준의 조정기관 안에 포함시켜 분쟁 피해
지역의 취약한 인구를 치료하기 위한 신속대응팀과 이동진료소 배
치 등에 관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4월 28일에는 코로
나19 예방과 통제, 치료를 위한 소수민족무장단체와의 공동대응 위
원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Crisis Group 2020/
05/19).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체화된 소수민족단체와의 공조는 당
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국가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별 편차는 매우 큰 편이지만
몇몇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은 잘 구축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
다. 카렌민족연합(KNU)이나 연합와군(United Wa State Army), 까친
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등이 그러한 단체들로,
특히 카렌민족연합의 카렌보건복지부(Karen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이하 KDHW)는 1956년 설립된 이래 미얀마 남동부 지
역의 카렌족(미얀마어로는 꺼잉족)에게 기초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1990년대 미얀마군의 압박 아래서 KDHW는
배낭의료팀(BPHWT, Backpack Health Worker Team), 버마의료협회
(Burma Medical Association, BMA), 태국의 메타오클리닉(Mae Tao
Clinic) 등의 의료단체 및 구호활동단체들과 함께 이동보건진료소 모
델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오늘날 KDHW는 61개 진료소, 700여 명의
의료 인력을 통해 미얀마 남동부 전역의 인구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Davis and Jolliffe 2016: 14; Si Tura and Schro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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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2에서 재인용).
카렌민족연합을 포함하여 네 개의 소수민족무장단체 보건부서와
세 개의 지역사회 기반 비정부기구(CBOs,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들의 연합체를 일컫는 소수민족보건기구(Ethnic Health
Organization, 이하 ‘EHOs’)는 원래부터도 부실한 미얀마 정부의 보
건서비스 전달체계에 분쟁으로 인한 차별까지 더해져 더욱 취약한
미얀마 남동부지역에서 일차 의료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미얀마군과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미얀마 보건체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왔
다. 이후 2012년 떼인세인 정부가 주도한 정전협정과 2015년의 평화
협상을 계기로 보건서비스 전달에 관한 협력관계가 논의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몇 개 단체가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불완전한 채로 종
료된 평화협상과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의미 있는 결실
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이때 이루어진 여러 시도들은 2016년 출범
한 NLD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ar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HOs 및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2016년 발표된 미얀마 국가보건계획
(Myanmar National Health Plan 2017-2021, 이하 ‘NHP’)은 그 결실
로, EHOs 대표로 KDHW가 이 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NHP는 소수민족보건기구를 중요한 보건서비스 공급자로서 인식하
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
는 내용을 공식화한 최초의 문서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Si Thura
and Schroeder 2018).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 보건당국과 EHOs가 공동대응 위원회
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특히 미얀마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최대 위험요인
으로 인식된 귀환 이주노동자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312,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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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실향민들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더할 수 없이 긴요한 것이
기도 하다. 2012년부터 시도된 정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보건
협력 논의가 그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좌초되었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도 쉽지 않은 노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협력관
계의 정치화가 자칫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Crisis Group 2020/05/19). 보건협력 논의
가 정부나 소수민족무장단체의 지도부 간 평화협상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못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건계획 수립을 계
기로 다시 시작되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구체화된 양자의
협력적 관계가 가져다줄 정치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의 협상의지를 불신하는 소수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는, 이런 점에
서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관계가 얼마간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소수민족집단 간에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미얀마 정부를 구심점으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연대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발생한 로힝자 사태를 계
기로 여카잉주 및 분쟁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게 된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고조되어왔다. 특히 2019년 유엔인권위원
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얀마군과
소수민족무장단체 모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가혹행
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어 크나큰 충격을 안긴바 있다(UNHRC
2019).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여카잉주 및 분쟁피해지역 실향민 캠
프의 안전문제는 더욱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제난민기구
(UNHCR)와 유니세프(UNICEF),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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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미
얀마의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향민 캠프에 대한 지원
활동과 함께, 이들은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대규모 귀환 행렬을 맞아
국경지대 방역에 적극 협력하여 격리 수용된 이주노동자에게 식량
과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을 나누어주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정부의 방역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제적 연대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미얀마에서의
코로나19 발병 현황이 투명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국제이주기구의 경우 방역 지원 외에도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수와 방역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집계하고
있어 미얀마의 코로나19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활동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미얀마의 확진 건수 수치는 검사
건수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지 은폐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아
도 좋을 듯하다.
전 세계 난민 및 분쟁피해지역 인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새
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얀마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지원이
대대적이고 눈에 띄게, 그리고 미얀마 정부와의 공조 아래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로힝자 사태 이후 미얀마에 쏟아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2019년 감비아가 로힝자족에 대한 집단학
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미
얀마를 제소하면서 더욱 거세졌고, 아웅산수찌가 대표 발언자로 나
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비난은 절정에 달했다. 이후 미얀마에서는 국
제사회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사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특히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대한 보건 지원 노력은 여러 차례 시도된바 있
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와 소수민족 간의 직접적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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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우려하여 이를 제약해 왔고, 그 결과 지원
이 철회되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Stover et al. 2007).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위기는 분명히 이러한 관계가 일대 진전을 이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소수민족단체와의 협력관계 구
축,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미얀마의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NLD 정부가 군부와 힘의 균
형을 이루어가는 데도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헌
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권력의 분점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군부에
국가 통치에 관한 대부분의 실권을 빼앗긴 NLD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선거 전 공약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과의 관계는 오히
려 역행하여 불신이 커져오기까지 했다. 소수민족들의 불만은 난립
해있던 소수민족 정당들이 연합하는 정치과정을 부추겼고, 그로 인
해 올해 11월 8일에 치러지게 될 총선의 판도도 크게 달라져 NLD의
압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어왔던 터다(김희
숙 2020).2)
2) 본 논문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8일, 미얀마에서는 총선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선거에서 여당인 NLD는 하원(Pyithu Hluttaw) 의석 총 330석 가운데
258석을, 상원(Amyotha Hluttaw)에서는 168석 중 138석을 차지하여 양원 전체 선출
의석의 61.7%를 점유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는 2015년 선거 때보다 더 높은 수치
로, 종교와 종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전과는 다른 결과
가 나올 수 있다는 외부 관측자들의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였다. 특히 소수민족지역
에서도 NLD가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심지어 NLD 후보로 나선 무슬림 후보들
까지도 당선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Beech and Saw Nang
2020). 이에 반해 미얀마군 측 정당인 USDP는 71석으로, 지난 2015년 선거 때의
10%보다 낮은 6.4%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로힝자족을 비롯하여 150만여 명에 이르는 소수민족들의 투표권을 배제한 채 이루
어진 선거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았다(ICG 2020). 이러한 문제를 포함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도 무척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이 논문에
서 분석 결과나 해석을 내놓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 적절한 때에 이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논의를 보완하겠다.

위기와 기회: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특징과 정치적 함의 131

코로나19 방역 관리는 이러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EHOs와의 코로나19 공동대응 노력은 평화협
상의 실질적 진전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수민족들의 신뢰
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
원 노력이 미얀마 정부의 지휘체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정부
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
러한 연대는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이라는 비상사태의 관리자로서
군부가 정부를 대신하여 통제 불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
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연대 움직임 속에서 군부 역시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Thiha Lwin 2020). 군이 쥐고 있
는 자원과 동원능력을 고려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더할 수
없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국내외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쳐 코로
나19 방역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시성이 크게 부각되는 군의 협력 행보는 선
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적 이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정
부와 군 모두가 힘을 겨루는 싸움이다. 어느 쪽이든 이기기 위해 모
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힘겨루기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성과를 두고 경주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은, 적어도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시급한 현재로서는 무척
다행한 일이다.

Ⅴ. 나가며
미얀마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것은 2020년 3월 23
일로, 동남아국가들 가운데서는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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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경우로 꼽힌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오랜 고립으로 인해 미
얀마는 그동안 주요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
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경제 개방이 본격화된 이래 지난 10년
간 미얀마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국제사회와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었고, 그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위협에 대해서도 안
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미얀마는
특히 바이러스 확산의 첫 진원지였던 중국을 비롯하여 다섯 개 국가
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까닭에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역내 최대
이주노동자 송출국인 까닭에 주변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실직한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입국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에 더하여 여카잉주를 비롯하여 미얀마군과 소수민
족무장단체의 교전이 활발한 분쟁지역 실향민들 사이에 감염이 확
산될 경우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8월 15일까지 미얀마는 확진 사례 374건, 사망자 수 6명
으로,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의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8
월 16일 로힝자족의 본거지였던 여카잉주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사
례를 시작으로 미얀마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 확산 사태를 맞아 미얀
마에는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얀마 사회가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군부독재로
인해 거의 붕괴되어있다시피 한 미얀마의 보건체계와 의료역량을
감안하면 의료체계가 순식간에 과부하에 걸릴 것은 불을 보듯 환하
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로서는 지역사회 전파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
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먼저 주된 감
염원을 식별하여 방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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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미얀마에서 최대의 감염원으로 식별된 것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과 국내 분쟁피해 지역의 실향민들이었고, 미얀마 정부는
이들 집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 확산을 막고자 했다. 검사
및 방역역량의 절대적 부족을 인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종의 ‘선택
과 집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해외입국자 사례에서 지역사
회 전파 사례로, 그리고 귀환 이주노동자 사례로, 주요 감염 집단의
범주가 말끔하게 이동해가는 미얀마의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이러
한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 주된 검사 대상 이외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범주에서는 감염 확진 사례가 나타나지 않
았던 것이다.
주요 감염원으로 인지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방역역량을 집중하는
미얀마 정부의 방역 전략의 이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지역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나타났다. 봉쇄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예상하면서도 지역사회 방역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여력
이 없었던 탓에 통제 조치에 의존하여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밖에
없게 된 미얀마 정부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 역량의 절대적 부족에서 나온 이 같은 전략도 공중보
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방에 필수적인 거리두
기가 불가능한 미얀마 대다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외부적
위험변수,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전파력 앞에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8월 16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급증 현상은,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미얀마에서 예측 가능했던 전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미얀마 사회 전반에 안긴 타격은 대규모 실업과 생계
난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엄격한 통제조치는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
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전개가 미얀마에 보여준
희망의 전조는 찾을 수 있다. ‘거버넌스의 수렴’이라고 할 만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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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주체들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는 점이
다. 미얀마군에 가장 적대적인 교전상대인 아라칸군 등의 몇몇 무장
단체들과 그들의 활동지역이 제외된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군과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휴전 선언이 이루어진 점을 먼저 꼽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가 손을 잡고 코
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선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코로나
19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이루어진 이러한 공조가 평화협상에까
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엔 여러 험난한 장애들이 자리하
고 있긴 하나(Aung Naing Oo 2020), 적어도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신뢰 구축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모은다.
미얀마 정부를 구심점으로 한 국제사회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대는,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사태를 맡아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군부를 견제하여 NLD 정부의 지휘권에 힘을 실어주는 부가적 효과
도 생산해내고 있다. 통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군부의 기세에 눌려 개혁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불만과 불신까지 증대되어 어려움에 처한 정
부가 이를 계기로 힘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가져온 또 한 차례의 위기
는 이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넘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
만 더 큰 위기는 그 다음에 올 것이다.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미친 충격 못지않게 우려할 일은 사회경제적 영향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및 관광업 부문이 크게 타격을 입음에 따라
생계 위기가 극대화된 노동자 가구 등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위한 장기적인 회생 지원 전략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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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이동의 제한, 교역 중단, 그리고 글
로벌 공급망의 기능 장애가 불러온 경제적 충격은 도시에 집중된 제
조업 부문뿐 아니라 관광업, 농수산업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발전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취약성을 재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
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경제 중심의 회생 전략이 모든 과제의 우선순위일 수는 없
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미얀마의 취약한 보건역량이 얼마나 심대
하고 광범위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다. 2016년
수립한 국가보건계획을 통해 미얀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이 참여하는 포괄적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정부의 보건계획이 구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그 광범위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회의 미래를 다시 한 번 그려볼 수 있
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기
회,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다.

136 동남아시아연구 30권 4호

<참고문헌>
김희숙. 2020. “미얀마 2019: 로힝자 위기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와
총선을 향한 정치과정.” 동남아시아연구 30(2): 1-37.
김희숙ㆍ양영란. 2020. “싱가포르의 이원적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그 함의.” 동아연구 39(2): 45-82.
애드쇼파르. 2020/02/12. “미얀마 코로나바이러스 자체 검사 가능.”
https://news.myantrade.com/archives/6397(검색일: 2020.09.
01.)
Aung Naing Oo. 2020. “The Dire Consequences of Frozen Conflicts.”
Frontier Myanmar. July 4.
https://www.frontiermyanmar.net/en/the-dire-consequences-of
-frozen-conflicts/(검색일: 2020.11.16.)
Beech, Hannah and Saw Nang. 2020. “Myanmar Election Delivers
Another Decisive Win for Aung San Suu Kyi.”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1.
https://www.nytimes.com/2020/11/11/world/asia/myanmar-ele
ction-aung-san-suu-kyi-results.html(검색일: 2020.11.20.)
Davis, Bill and Jolliffe, Kim. 2016. “Achieving Health Equity in
Contested Areas of Southeast Myanmar.” The Asia
Foundation.
https://asia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16/07/Achiev
ing-health-equity-in-contested-corner-of-southeast-myanmar_
ENG.pdf(검색일: 2020.09.11.)
Eckstein, David, Vera K̈ünzel, Laura Schäfer, Maik Wing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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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sis and Opportunities: Characteristics of
Myanmar’s COVID-19 Response Strateg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KIM Heesu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yanmar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expected to have a
high risk of spreading COVID-19 infections from outside, not only
because it is bordered by five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 first
epicenter of the COVID-19, but also it has been the Southeast Asia’s
largest migrant labour sending country.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health care system has almost reached the level of collapse under the
military rule of more than 50 years. The characteristic of the spread of
COVID-19 in Myanmar is that the categories of major infected groups are
very distinct in each period, which is likely to be the result of the strategy
that government of Myanmar have deployed within the limits of
infectious disease containment capacities and resources. This paper
attempt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yanmar government’s the
COVID-19 responses, focusing on the national preventive capabilities to
the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new
opportunities COVID-19 has brought to Myanmar. It is about some signs
of positive changes that have emerged as various stakeholders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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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for prevention of COVID-19 spreading.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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