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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와 아세안 규범의 지속과 변화
김 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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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국가폭력 사태에 대한 일련의 아세안
대응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주요 회원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내
정불간섭 원칙의 적용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선호하는 상황에
서 아세안 회원국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
인다. 아세안은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의 참석을 배제해 국제사회 승인을 지
연시키는 동시에 제한된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 압력을 군부에 전
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글은 아세안 대응의 규범적 측면을 고찰
하고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 확대는 아세안 규범의 변화에 달려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다층적 협력과 압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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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지속
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불복종 운동을 군부가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며 최소 1,300여 명이 살해당하고 1만여 명이
구속되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지만
유엔과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세안은 2015년 정치안보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기에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은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당면 사안뿐 아니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있어서도 중대한 도전이
다. 아세안은 그간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역내 주요 인권과
민주주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얀마 사태
에 대한 대응에서 아세안은 다소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
년 4월 아세안 정상은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이 참
석한 가운데 5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후로도 미얀마 군부의 시
민학살이 멈추지 않자 10월 아세안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의 참석
을 배제했다. 그러나 5개 합의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
얀마 군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학살을 지속하고 있어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국가폭력 사태에 대한 일련의 아세안 대
응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주요 회원국의 권위주의 정
권이 내정불간섭 원칙의 적용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 차원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결정을 통해 국제적 인정은 지연시키
면서도 제한된 대화채널을 통해 군부에 국제 사회 압력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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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
의 건설적 역할 확대가 아세안 규범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대응의 규범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얀마 유혈사태 종식과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관해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아세안의 대응은 과거 행보와 어떤
점에서 차별되는가?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규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안의 미얀마 대응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아세안 대응의 규범적 측면을 고찰하고 향후 아세안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Ⅱ. 아세안 규범과 민주주의
1967년 설립된 아세안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지
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협력과 지역 통합을
도모하는 아세안 공동체로의 전환은 긍정적 성과이다(Achaya 2009;
Snitwongse 1998). 반면, 부정적 평가는 주로 정치적 측면에 집중된
다. 아세안의 무조건적 내정불간섭 원칙과 만장일치 의사결정방식으
로 대표되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은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처에 있어 비효율성을 상징한다(Yukawa 2018;
Davies 2016).
아세안에 대한 평가는 아세안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
각과 관련이 있다. 아세안 규범을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인권
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능력과 역할
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으로 귀결된다. 반면 아세안 규
범이 회원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과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
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변화로 인해 아세안 규범의 변화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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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아세안의 내정불간섭원칙은 하나의 규
범으로서 민감한 정치 이슈를 가진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 규합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하나의 외교 및 안보 문화로 변화했다(Haacke
2005). 반면 현실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내정불간섭원칙은 아세안의
유일한 ‘제도적 원칙’으로 남아있으며 다양한 역내외 도전 속에 끊
임없는 탄력적 적용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왔다(Jones 2008).
역사적으로 아세안 내정불간섭 원칙의 무조건적 적용은 회원국의
권위주의 정부 간 암묵적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아세안 설립 이후
초기 발전단계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권위주의 통치와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의 제한적 민주주의가 큰 갈등 없이 공존했다. 필리핀의
1986년 민중혁명, 1988~ 1992년 태국 민주화, 1998년 수하르또 체제
의 붕괴 이후 몇몇 회원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역내 민주화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여건을 조성했다. 아세안 규범이 국가 및 정권
안보를 위한 엘리트 간 사회화 과정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원국의 민주화 진전은 규범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세안이 주도한 역내 지역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혁적 요구
들은 이른바 ‘참여적 지역주의’(participatory regionalism)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Acharya에 따르면 참여적 지역주의는 국
가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내 문제와 관
련해서 비정부 행위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Acharya 2003).
1990년대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전통적인 내정불간섭원칙에서 벗
어나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 및 ‘유연한 관여’
(flexible engagement)가 논의된 바 있다.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의 아
이디어는 1990년대 초 태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통한 강제적 정권교체가 아닌 아세안 엘리트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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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여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추구되었
다. 당시 서구가 주도하는 경제 제재 속에 미얀마의 고립이 강화된다
면 그 영향은 군부가 아닌 시민의 삶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 미얀마와 대화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 관여는 태국과 필리핀이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며 구체화 되었다. 1992년 필리핀이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제안했으며 태국은 1994년 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 미얀마를
게스트(guest)로 초대했다.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각각 아세안에 가입하였다. 아세안 회원국의 확
대는 탈냉전 국제질서의 전개 속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라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안보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
다(Amer 1999).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는 로힝자 사태로 미얀마
의 아세안 가입을 반대했으나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아
‘아세안10’ 건설을 목표로 미얀마 가입을 추진했다. 한편으로 이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었다. 당시
미얀마 군부(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LORC)의 입장
에서는 아세안 가입은 건설적 개입에 따른 내정간섭의 부담을 최소
화하며 군부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Haacke
2006: 42).
그러나 신규 회원국의 가입으로 역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더
욱 가중되었다. 1997년 경제 위기로 인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의 국내 정치적 변동이 촉발되었다. 태국의 외교장관 수린 피추
안(Surin Pitsuwan)은 ‘유연한 관여’를 제안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치
는 중대한 국내적 사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의 건설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정불간섭원칙이 수정되어야한다
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미얀마 사태 등에 있어 아세안이
건설적인 관여를 해온바 사실상 ‘유연한 관여’와 차이가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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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한편 명칭상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상호작용’
(enhanced interaction)을 제안했다. 태국이 주도한 미얀마에 대한 ‘당
근과 채찍’ 정책은 회원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아세안 차원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2000년 초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와 외
교장관은 미얀마를 잇달아 방문하고 군부(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와 점진적 민주화 이행을 통한 국제사
회 편입을 논의했다.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유엔에서 아세안 회원국은 개별 국가차원 또는 집단적으로
미얀마의 점진적 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Jones 2008: 278).
아세안의 대응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의미하지 않았다. 2003년 디
페인(Depayin)사건과 아웅산수찌에 대한 가택연금에 대해 비판을 제
기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즉각적인 아웅산수찌의
석방을 요구했다.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의 국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세안의 유연한 개입이 미얀마 군부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다시 대두되었으며 미국과 EU가 미얀마가 참
가하는 아세안과의 다자회의를 거부하는 등 아세안의 국제적 역할
에 대한 부정적 국제 여론도 확산되었다. 2003년 아세안공동체 건설
에 대한 합의는 아세안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공동체
건설에 합의하는 시점에서 미얀마 사태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
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얀마에 특사를 파견하며 군부에게 변
화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아세안은 유엔 등 역외 기구가 아세안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아세
안에 특정 행위를 압박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
은 내정불간섭 원칙 속에 추진된 제한된 관여에서 유엔 등의 국제사
회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는 비관여 정책으로 선회
하게 되었다(Jones 2008: 280~281). 특히 2007년 이른바 ‘샤프론 혁
명’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해 아세안은 ‘극도의 충격’(revuls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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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며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Singapor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07). 그러나 2008년 미얀마를 강타한 나르기스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모든 형태의 외부 지원을 거
부함에 따라 인도적 위기는 심화되었다. 이때 아세안이 서구와 군부
를 중재하여 비정치적 구호 활동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2008년 군부가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한적인 개혁과 경제
개방을 추진하자 아세안은 이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개혁 지속을
위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2011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선
임을 확정함에 따라 미얀마는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
다. 이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서는 인도네시아의 중재적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역내 실질적
인 리더십을 발휘해 온 인도네시아는 군부 통치 이후 성공적인 민주
화 전환과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얀마에게 중요한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Renshaw 2013).
아세안헌장의 제정은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관
련 규범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했다. 아세안헌장은 아세안선언(1967),
우호협력조약(1976) 등 주요 협정과 다양한 역내 협력 프로그램 및
관련 규범을 체계적으로 규합하여 공동체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였다. 아세안헌장 초안 과정에서 논의된
2006년 ‘아세안현자그룹보고서’(Report of Eminent Persons’ Group)
는 아세안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이 민주적 가치와 굿 거버넌스, 비헌
법적 또는 비민주적 정부 교체에 대한 거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ASEAN Secretariat 2006). 이를 위해서 아세안의 전원합의
제 의사결정방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장일치
합의가 각 회원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지만 아세안
의 단결과 효율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인식하여 이 보고서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아세안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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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세안헌장 제정은 역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확대를 의미한다.
아세안헌장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부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외교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헌장을 마무리하며 다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최
종적으로 채택된 아세안헌장은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와 법치의 강
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명시하였지만 전원합의에
기반 한 의사결정제도, 국가 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원칙을 유지했
다. 규칙과 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
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최종안은 당시 회원국 간 이견
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충적으로 타협한 결과이다. 인도네시아, 필리
핀, 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향한 아세안의 변화를 환영했던
것과 달리 다른 국가들,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아세안 규범의 변화가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아세안의 무조건적인 내정불간
섭 원칙을 자국 내 권위주의 통치를 방어하는 기제로 활용했다. 인도
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아세안 헌장의 비준을 연기했었다.
아세안헌장은 한계와 함께 점진적 발전 가능성도 동시에 포함하
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세안헌장에 모호하게 명시된 인권 메커니즘
은 2012년 ‘아세안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
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로 구체화되었다. 회원국 간 이질성으로 인해 일괄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을 선택했지만 아세안공동체 추진은 점진적
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Ryu and
Ortuoste 2014).
아세안의 경험과 회원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아세안 헌장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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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규범 간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인 내정불간섭 원칙을 유지하는 것과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촉진한다는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 상충 가능성이 높
다.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발전의 격차와 정치체제 및 민주주의 차이
는 이들 규범의 동시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 간 이견
을 부각시키고 공동체로의 전환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
다.
주요 회원국의 민주화 진전을 통해 지역 내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
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적 장치들을 갖추지 못했고 AICHR도 ‘정부 간’ 기구의 한계를 갖는
다. 민주화의 진전이 특정 국가에 한정된 상황에서 태국의 탁신 축출
과정에서 나타난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얀마의 로힝자 사태와 인권탄압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과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아세안의 비효율성, 나아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이후 주요 회원국의 재권위주의화 경
향은 아세안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
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과 태국 군부의 집권은 아세안 회원국
의 권위주의화를 심화시켰다. 역내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하여
권위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Ⅲ. 미얀마 사태와 아세안 대응
아세안 회원국의 재권위주의 강화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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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감행했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민(Win Myint) 대통령, 민주주의민족동맹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관계자 등을 체포했다. 군부
의 탄압에도 시민의 불복종운동은 확산되었고 연방의회대표위원회
(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는 국민통합정
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를 출범시키며 저
항했다.
2월 1일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는 성명을 통해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헌장의 민주주의, 법치, 굿 거버넌스,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라는 목표와 원칙을 강조했다. 2월 24일 인도네시
아 외무장관은 태국에서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외무장관과 회동하
며 사전 조율에 나섰고, 3월 2일 비공식 아세안장관회의에서는 미얀
마 내 모든 당사자 간 폭력 금지와 대화를 촉구했다. 아세안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도 아세안 규범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역
내 비정부 기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얀마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을
규탄했다. 2월 15일 AICHR 전대표 8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구속자 석방과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 중단을 촉구했다.
3월 5일에는 말레이시아 현직 의원 59명이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중단될 때까지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아
세안 회원국에 요구했다(Malaysiakini 2021). 아세안인권의원연합
(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은 미얀마 사태
에 관한 국제의원연합(IPAM: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Alliance
for Myanmar)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아세안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3월 19일 인도네시아 조꼬위 대통령
은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사태를 규탄하며 아세안 의장에게 특별정
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이를 지
지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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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국가의 요청으로 4월 24일에 지도자 회의(leaders‘ meeting)
가 개최되었다.
지도자 회의를 전후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
남, 캄보디아, 태국도 폭력사용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NUG는 아세안 정상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
으나 결과적으로 민아웅흘라잉이 참석했다. 4월 24일 회의에서 미얀
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당사자 간의 건설적 대화, 아세안 사무총장
의 지원을 통한 아세안 특사의 대화 중재 촉진, 인도적 지원 제공,
모든 관계자 면담을 위한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이 포함된 5
개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쿠데타 이후 유혈진압으로 국제사회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군부로
부터 사태 진정을 위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국제사
회는 아세안의 5개 합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EEAS 2021). 당초
민아웅흘라잉의 참석이 국제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아세안 의장성명에는 민아웅흘라잉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아세안의 접근은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아세안을
‘가족’으로 언급하며 최근의 사태를 쿠데타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논란과 관련한 판단을 유보했다. 아울러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군부의 일방적 폭력행사라는 현실과
달리 기계적 중립을 고수하려는 아세안의 접근이 반영된 것이다.
군부는 미얀마 헌법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는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선 당시
선거관리와 관련된 총 280여 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다. 군부는
선관위에 총 유권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헌법상 그러한 권한
이 군부에 없다. 선관위 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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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2021년 1월에 연방 상하원합동의회의 특별 회의 소집을 요구
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이 정년 65세에 임
박함에 따라 민간정부가 군총사령관의 임명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시점이었다. 아울러 군부는 선관위 위원과 대통령에 대한 재
량권 이탈 심사를 연방최고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그 대상은 선
거를 통한 당선자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연방최고법원장이 군부 출
신이었으나 군부는 이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Crouch 2021).
쿠데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군부가 입법한 결
함 있는 2008년 헌법에도 어긋난다. 미얀마 헌법 417조와 418조에
따르면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할 수 있으며 군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군부 출신 부통
령 민 쉐(Myint Swe)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부통령의 대
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사망 또는 유고시에만 가능하다. 문민통
치에 대한 군부의 책임은 법치의 핵심 사안으로 군부의 집권은 이에
위반된다. 비록 미얀마 2008년 헌법이 결사 및 표현의 자유, 구속적
부심 청구 권리 등 인권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국제법상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국가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로
국한하고 있다. 특히 사법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군부의 임의적
구금과 체포권의 행사에 대해 면책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ICJ 2021).
5개 합의사항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 정상과의 회의 참석이
아세안으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
정부, 시민단체 및 국제사회는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지만 군부는 정작 합의사항을 ‘제안’으로 칭하며 미얀마 상황
이 안정된 후에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시위
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진압도 계속되었다. 아세안의 후속 대응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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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었다. 6월 4일 브루나이 대표가 민아웅흘라잉과 미얀마 선거관
리위원장을 면담하고 차기 선거와 관련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논
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국 브루나이의 접근에 문제가 드러났다. 미
얀마 방문은 아세안 회원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사후에 통
보되었다. 더구나 아세안 특사 임명과 관련하여 군부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결과 성명서에서 민아웅흘라잉을 의장으로
공식 언급했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특사 자격이 아니었
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웅산수찌 및 NUG 관계자의 면
담이 절실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 1일 민아웅흘라잉이 아세
안 특사가 임명되면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후 8월 4일에서야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를 아세안 특사
로 확정했다.
브루나이의 더디고 소극적인 대응의 배경에는 브루나이 국영 석
유기업과 미얀마 군부의 석유가스 개발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한 브루나이에너지미얀마는 2014년부터 미얀
마 내 3개의 석유 및 가스전의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Justice for
Myanmar 2021).
특사 임명 이후 아세안의 대응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었다. 군부는 초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구호가 필요
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8월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
에서 영국이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인도적 정전을 요
구한 직후 아세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9백만 달
러 상당의 원조를 약속했으며 양곤에 아세안조정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8월 31일에는 아세안 특사가 원조 활동을 위한 4개월간의
정전을 제안했다. NUG측은 정전 제안 이전에 군부의 민간인 구속
중지와 아웅산수찌 면담을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아세
안 특사의 제안을 비판했다(Irrawaddy 2021). 결국 9월 15일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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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백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이 미얀마 적십자를 통해 전달되었다.
아세안 인도적 지원과 재해 관리를 위한 조정센터(AHA Centr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를 통해 전달되고 최종 배분은 미얀마 적십자가 맡았다.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의
대응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군부가 수
감된 일부 시위대를 석방하는 등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10월 초 아세안특사 파견이 추진되었으나 수감 중인 아웅산수찌의
면담이 불허됨에 따라 성사되지 않았다. 5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증가하고 있었다.
미얀마가 참석할 때 아세안 회원국 내 반발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관련 정상회의의 보이콧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10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브루나이는 5개 합의
안의 이행 미흡을 이유로 비정치적 대표자를 정상회의에 초대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비정치적 대표자의 참석을 요청했고 미
얀마측은 이를 거부했다. 군부는 아세안의 결정이 외부의 개입에 따
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도 아세안과의 대화에 군부가 참여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부와의
공식 접촉을 피하려고 아세안 장관들과의 전화 대화를 연기했다
(Hutt 2021). NUG도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
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세안은 10월 29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 11월 아세안-중국 정상회의, 12월 아시아-유럽정
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 미얀마 군부 참석을 배제
했다.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배제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먼저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제도의 예외라는 점이다. 전
원합의제도는 특정 국가에 제재적 조처를 할 경우도 대상국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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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했다. 2004년 미얀마가 의장직 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국제적 압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
로, 당시 미얀마 군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번 결
정은 군부와 합의 없이 ‘배제’한 것이다. 규범과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정상회의가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결정 불가능
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군부의 참석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세안 회원국
간 합의가 불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모두가 동의한 ‘배
제’라기보다는 군부의 참석에 대해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배제
가 결정된 일종의 ‘역만장일치’가 적용된 셈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 수준에서의 합의를 선호해왔던 아세안의 전통에 비춰볼 때 이
번 결정은 무조건적인 아세안 방식의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X’ 원칙이 경제 문제에 국한되어 모든 회원국의
선제적 동의를 전제로 허용되었으나 향후 비경제적 분야에서도 적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미얀마 군부 처지에서 본다면 국제적인 정권 인정이 좌절된
것이다. 태국 군부가 집권 과정 중에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여했다는
점은 미얀마 군부에도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이 대외적 인정의 중요
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부는 4월 회의 참석을 아
세안의 공식적 인정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아세안의 결정으로
이러한 희망에 제동이 걸렸다. 정상회의 이전 아세안의 기능적 협력
과 관련하여 다수의 회의에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대표들이 선택적
으로 참석해왔다. 기능적으로는 군사와 합동 순찰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미얀마 사태가 역내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운영에 대
한 전반적 논의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미얀마 군부에 대한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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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관현 회의 참석 현황
일자

회의

3월 18일

아세안 군총사령관 회의

4월 24일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ASEAN High-level Summit)

6월 4일

브루나이 대표의 미얀마 선관위원장 면담

6월 22일

106차 메콩강 합동 순찰
54차 아세안외교장관회의
23차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협의회 회의

8월2일

아세안외교장관-AICHR회의간 회의
29차 아세안조장협의회
메콩-미국 파트너십행동계획회의

8월 22일

42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9월10일

53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

9월11일

13차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경제장관회의

출처: Forum-Asia 2021: 9.

2022년 1월에도 아세안의 공식사이트 내 회원국 소개 자료는 미얀
마 정부 수반으로 윈민을 소개하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22).
나아가 NUG가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사실을 아세안이 공식적으
로 언급했다는 점은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군부에 대한 압박의 하
나로 풀이된다(Ben Bland 2021).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거리
두기를 통해 국제 여론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군부와의 협상에 더 유리
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 인정 여부는
유엔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다. 12월 7일 유엔 총회는 자격심사위원회
의 권고를 승인하여 쪼모뚠(Kyaw Moe Tun) 유엔대사 자격을 유지
하며 군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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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유보하는 동시에 정부가 아닌
‘국가’로서의 미얀마에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군부를 인정하
지 않고 있지만, 한편으로 군부와의 공식 채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4월 당시 회의는 군부를 정부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정치적 안정과 민간정부 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 대상자로
군부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정상회담을 제외한 기타 다양한
수준의 아세안 회의에 여전히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정부 대표자들
이 참석하고 있다.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서에는 아세안을 ‘가족’으로 묘사
하고 있다. 가족의 개념은 아세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치
적 상황과는 분리하여 모든 회원국을 아세안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세안의 발전과 회원국 확대는 동남아시아의 지역 정체성 형
성에 이바지했는데 만약 미얀마가 제외될 경우 아세안 정체성이 훼
손되고 공동체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세안은 공동체 건설과
정에서 경제발전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현실 과제에 집중하는 한편
미얀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입장에서는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는 결정이었다.
군부가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아세안이 무력하
게 비친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아세안 회원국 간 이
견 심화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
면 아세안의 국제 신뢰도와 아세안 중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세
안 역할에 대한 한계가 예상된 시점에서 군부의 참석 배제는 아세안
이 국제사회 압력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지난 4월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세안과 협력할 것
을 요청했다. 5월에는 미얀마 군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아세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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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강하게 행동할 것과 국제사회가 아세안을 지지하여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2021). 아세안 5개 합의사항에
따른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향후 유엔과 공동 특사 파견도 모색된
바 있다. 아세안은 여전히 미얀마에 유의미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지역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Ⅳ. 아세안 대응의 한계와 가능성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 아세안 규범의 변화 가능성
을 보였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적
상황과 아세안 규범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아세안의 접근은 쿠데
타에 대한 거부가 아닌 유혈사태 중단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
다. 유엔의 논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부는 여전히 미얀마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1년 6월 19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119-1)은 폭력 중단,
2020년 선거에서 표출된 시민의 민주주의 의지 존중, 정치범 석방,
비상사태 종료 및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과 중국은 기
권했다. 심지어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미얀마로의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Forum-Asia 2021: 9).
협의를 중시하는 아세안의 전통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 규범 촉진자로서 의장국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2021년 의장
직을 수행한 브루나이의 경우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샤리
아법 도입과 함께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석유와 천연
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 특사 임명의 지연 과정에서 브루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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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대응으로 아세안이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적 압박을
취할 적기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군부의 정상회의 참여 배제도
브루나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 합의 실패에 따른 절충안
의 성격이 짙다.
차기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행보를 고려할
때 미얀마 군부와 타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원국
내 이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미얀마를
아세안 가족의 일원으로 지칭하며 미얀마를 고립시키기는 것은 도
움이 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군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밝혔다(Aljazeera 2021).
문제는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원국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보
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훈센 총리는 12월 7일에 미얀마 군부가 임명
한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2022년 1월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아
웅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를 만났다. 민아웅흘라잉과의 회담에
서 군부가 미얀마 군부가 2022년 2월까지의 한시적 정전을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The Phnom Penh Post 2022/01/
08).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테러리스트’에 대
한 공격을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The Irrawaddy 2022/01/
18).
캄보디아는 외교부장관 쁘락 속혼(Prak Sokhonn)을 미얀마 특사
로 임명했으나 아세안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캄보디아측
은 2022년 3월 예정된 19차 아세안 군사령관회의에 민아웅흘라잉을
초대했다. 2012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남중국해 이슈와 관
련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하면서 유례없이 공동성명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더욱 심화된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할
때 캄보디아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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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비판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사안이
다. 이들 국가의 역할이 침체될 경우 아세안의 대응에도 한계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군부 통치에서 민주화로의 성공적
인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역내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가장 적
합한 회원국이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
작성과 이행과정에서 조언자 구실을 했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주도한 것도 인도네시아이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 인도네시아 역할은 미얀마와 서구를 잇는 다리
역할로 강압보다는 설득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민
주주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국내 민주주의 공고화와 성숙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자연적 외교 정책화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중간적 역할
에 부응할 필요성과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결부된 성격이
짙다(Karim 2017). 2021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의 비
판적 대응을 주도했다. 4월 지도자 회담을 개최하여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제는 조꼬위 정부의 권
위주의 통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조꼬위 후보는 과거 인도네시아 정
부의 인권 침해 사안들로부터 상대 후보에 비해 자유로운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2019
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이슬람의 탈세속화 경향 속에서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옴니버스법안의 통과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이에 반
대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강압적 대응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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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옴니버스법안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왔으나 절차적 투명성을 결여한
채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반대 시위에 대해 약 1만 명의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더구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실패는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Panimbang 2020).
말레이시아 또한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말레이
시아 외교부 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먼저 강도 높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
장관은 군부가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NUG를 상대로 공
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군부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정상회의 참석 배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의 정국의 불안정은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독립 이후 최초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희망연합(Pakatan Harapan)정부는 2020년 이른
바 ‘의회 쿠데타’로 불리는 민심과 괴리된 의원들의 이합집산으로
붕괴하고 국민동맹(Perikatan Nasional)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정부가 들어섰다. 2021년 내부 분열로 구 집권세력(UMNO)
의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ri)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코로나 팬데
믹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오히려 방역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
여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쿠데타 이전 로힝자 사태에
대해서도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로힝자 사태에 대한 대응은 순수한 인권 보호 차원보다는 국내 정치
적으로 이슬람 탈세속화에 따른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말레이시아의 다종족사회 구성의 특수성은 전통적으로 외교정책
에 영향을 미쳤다. 외교정책은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Alatas 2021). 당시 말레이시아 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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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ib) 총리는 대규모 금융 스캔들로 정권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
었다. 실질적인 로힝자 난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황
에서 로힝자 사태에 대한 비판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외교의
수단화의 측면이 강했다.
아세안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규범은 중립성 원칙이다.
아세안은 냉전 시기 강대국 정치에서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중립성
을 통해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화자유중립선언
(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이후 중립성 확
보는 아세안의 주요 원칙이자 규범으로 발전했다. 현재 중미 갈등에
서 아세안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립성은 단지 세력 다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및 서방과 쿠데타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세안의 대응
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미국은 쿠데타 직후 군부의 해외자산 동결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으며 국가안보고문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은 10월 25일
NUG측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으며 내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NLD
집권 시기에 추진된 일대일로 협력사업의 지속을 위해 군부와 협력
을 원하고 있다. 이들 상임이사국의 견해 차이로 유엔 안보리도 미얀
마 관련 대응에 의미 있는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9월 기준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은 애초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UN News 2021).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규범 주창자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아세안에 정착시키는 역할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의 역할은 국제사회와 미얀마를 잇는
가교 구실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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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아세안의 평판과 신뢰도를 유지는 아세안
의 미얀마 사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중립성의 규범화는 기계적 중립과 중재라는 이름으로 아세안
의 적극적 개입과 규범의 변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의
갈등 및 견해차와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기계
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그치면 미얀마 사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아세안이 중립성에 기초한 대응이 미얀마의 유혈사태를 중지시키
고 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범 선택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만드
는 대내외적 국제 여론의 형성이 필요하다. 2021년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역내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형성된 국제 여론은 아세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하는 데 이바지했다. 미얀마 시민
의 불복종 운동의 전개는 군부를 당혹하게 했으며 국제 여론을 형성
하는데 기여했다. 현재 군부의 조직적인 탄압과 물가상승, 인프라 훼
손 등으로 시민의 저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자발적으로 다수 집단이
참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SNS등을 활용하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
유하며 지속되고 있다. 제한되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한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는 아세안의 정부 간 인권협의체인
AICHR가 여전히 미얀마 사태에 대해 논의 수준에 머무는 것과 대비
된다. 2021년 4월 지도자 회담에 즈음하여 역내 시민사회는 민중정
상회의(Peoples’ Summit on Myanmar)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미얀
마 인권상황을 조명하고 아세안의 책임 있는 행동을 구했다. 한편
5월 4일 아세안 대화 상대국에 대한 공개서한을 통해 5개 합의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군부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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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해 제도
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 조치 촉구, 유엔인권이사회의 즉각적인 대응 촉구, 세계선
거기관협의회(A-Web)의 미얀마 선관위의 회원자격 박탈 촉구 등 20
여 개 이상의 역내외 시민단체가 꾸준히 미얀마 사태와 관련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1).

Ⅴ. 결론
미얀마 쿠데타는 불안전한 역내 민주주의 제도화와 이행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군부에 의해 촉발되었다. 역
내 국가들의 권위주의 강화 경향은 로힝자 사태 등 미얀마 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
았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가폭력 사태에 대한 아세안 대응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아세안의 주요 관심과 우려는 유혈사태
중단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5개 합의사항 이행과 특사 파견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상회의를 제외한 다양한 수준에서 미얀마 군
부 대표자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주요 회원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내정불간섭 원칙의 적용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 관여
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은 현
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한된 대화채널을 유지하되 군부의 국제사회 인정은 지
연시키며 정상회의 참석 배제 등 군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
의 압력을 전달하고 있다. 만장일치 규범의 무조건적 적용에서 다소
1) https://www.forum-asia.org/?p=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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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향후 아세안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 있어
긍정적 변화이다. 정상회의에 부여된 실질적 권한이 만장일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 만장일치를 활용하여 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대
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관여는 정치적 인정을 거부하며 미얀마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위로 국제 사회 연대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
다.
아세안의 향후 역할과 국제적 차원의 활용은 아세안 규범의 활용
에 있다. 아세안의 규범적 중립성은 고정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아세안은 특정 사안에 대한 규범 스펙트럼에서 중간적 위치
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때로는 기계적 중립을 선호했다.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이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은 아
세안 자체의 유용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었
다. 아세안의 내정불간섭원칙이 조건 없이 변함없이 군부에 면죄부
를 주었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다르게 아세안은 지속해서 미얀마 내
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규범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그러한 변화를 스스로 추
동하기도 했다. 아세안 규범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한 향후 아세안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사안이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인 목표
로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역 내외의 지속적인
민주화 요구와 군부에 대한 규탄 압력은 아세안이 선택할 수 있는
규범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이다. 이 경우 아세안의 중립적 지점은
보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가깝게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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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중심성은 규범 활용을 통한 국제 신뢰도를 향상하며 발
전할 수 있었기에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공동체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 국제연대를 통해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아세안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유엔, 아세안, 시민
사회, 아세안 대화 상대국 등 다층적 협력과 압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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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in Myanmar and the ASEAN Norms:
Continuity and Change
KIM Hyungjong
(Yonsei Univeristy Mirae Campus)
ASEAN’s responses to the humanitarian crisis in Myanmar since the
illegal military coup in February 2021 reveal both its limits and possible
roles.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ASEAN prefer to engage with the
military junta in line with ASEAN’s non-interference principle that
would further imperil the group’s coherence and unity. Meanwhile,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evelopments in ASEAN’s responses to the junta.
ASEAN has mobilized international pressures on the military junta
without recognizing it through limited dialogues channels. This paper
considers the normative aspects of ASEAN’s response to the crisis to
argue the extended advancement of ASEAN’s role in the possible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of its norms.
Key Words: ASEAN, norms, 2021 Myanmar coup d'état, human rights,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