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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유용성 향상을 위한 인간안보 실천모델의 재구성
: COVID-19 상황을 중심으로

Restructuring of human security practice model to improve practical 
utility: Focusing on the COVID-19 situation 

이성록

Sung-Rok, Lee

요 약 최근 COVID-19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안보는 다시 소환되었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와 권위주의 통제모델에 의해 역설적으

로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먼저 COVID-19를 중심으로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을

제고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된 인간안보 이슈들을 반영한 실천모델을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이 자연재해가 아닌 국제사회의 부도덕과 분열에 기인한 인위적

대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시에 인간안보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과 현실적 과제인 방역을 균형적으로 실현하

기 위하여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관점을 반영한 다자주의 거버넌스모델(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

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인간안보, 인권, 주권, 거버넌스, NGO, COVID-19, 다자주의 거버넌스모델

Abstract The recent COVID-19 pandemic is threatening human life and well-being, causing pai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before. Human security was summoned again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it is paradoxically a threat to human security due to its inherent limitations and authoritarian control 
model. This paper first raises the analytical rigor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focusing on COVID-19. 
Based on this, the practical usefulness of human security is improved by constructing a practical model that 
reflects the human security issues raised in reality. In particular, we approach the COVID-19 pandemic not from 
a natural disaster,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n artificial catastrophe caused by immorality and divis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we propose a 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 that reflects the 
perspective of emerging security in order to realize human rights, the fundamental value of human security, and 
quarantine, a practical task in a balanced way.

Key words : Human security, human rights, sovereignty, governance, NGO, COVID-19, 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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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지금 인류사회는 초유의 대재난을 직면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인류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 및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대재난이다. 특히 COVID-19

는 AI혁명, 인구변동, 기후변화와 함께 미중 패권충돌,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문명전환의 요구

가 분출하는 특이시점에 창궐했고 기존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COVID-19 사태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현대에서,

초이동성과 초연결성으로 인해 COVID-19가 단기간 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2020년 10월27일 현재 세계

216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동시에 일

상생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공포와 불안감, 고립감 등

에 따른 우울증(corona blue)이 확산됨으로써 자해․자

살 증가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선진국들

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가 발생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

이다. 당시 국제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

였고 감염병은 국제공중보건 차원의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OVID-19는 보건의료체계 수준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이었고, 전통적인 선후진국 간의 수

직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이전의 국제적 감염병 사태와는 달리

COVID-19에 대해서 G7 등 주요 국가들은 뒤늦은 대처

와 각자도생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중국은 IHR2005

의 의무를 회피하고 발현초기 정보를 은폐하였고,

WHO는 이를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팬데믹을

초래했다. 공조보다 은폐, 봉쇄 및 통제, 백신 및 치료

제 독점경쟁과 미중 패권경쟁은 COVID-19 대응에 있

어서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COVID-19 방역을 위한 각각 정부의 조치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한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인권과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을 빌미로 이동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재앙마저 일어나

고 있다.

다섯째,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NPO와 NGO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통제되고 다른 한편

으로는 포기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재난재해가 발생하

면 자원봉사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COVID-19

경우에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실상 셧다운 됨으로써, 사

회보장권이 침해되고 차별이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민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저항이 나

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기할 현상이다.

이러한 COVID-19 사태의 특이점들은 이전에 발생

했던 감염병 사태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차

원의 이슈가 아니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 차원의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 [1].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명과 인권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안보는 그 이상적 가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

고 현실적으로는 주권국가들에 의해 국제레짐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인간안보는 전통적 안보만큼

절박한 국가이익 사안이 아닐뿐더러, 특히 개념적으로

국가 그 자체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서 가해자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속성은 인

권을 빌미로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야기할 수 있

다는 개연성으로 국제레짐으로 기피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인간안보는 인권과 국가주권의 선

차성 문제를 둘러싼 담론수준에 정체되고 있다. 다만

인간안보에 대한 실천적 관심은, 국가 행위자가 아닌

국제NGO, 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사회에 영

향 미치는 개인 등 개별국가 이익보다는 인류공동체 이

익을 고려하는 집단들이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 지구적 COVID-19 대유행은 인간안보를

소환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인간

안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

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인간안보의 개념적 모호성과,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고,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인간안

보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

어 왔다. 그러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

천적 모델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

태이다. 그런데 COVID-19 대유행 사태는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실천적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COVID-19를 중심으로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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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분석적 엄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

으로 제기된 인간안보 이슈들을 반영한 실천모델을 구

성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이 자연재해가 아닌 국제

사회의 부도덕과 분열에 기인한 인위적 대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인간안보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과 현실적 과제인 방역을 균형적으로 실현하는 창

발적 안보(emerging security)의 관점을 반영한 다자주

의 거버넌스모델(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

을 제안할 것이다.

Ⅱ. COVID-19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안보의 쟁점

1. 인간안보의 행위주체의 딜레마

COVID-19가 전 지구적 대재난으로 확산되면서 인

간안보 패러다임이 팬데믹만큼이나 주목받으며 강력하

게 소환되고 있다. 실제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보건의

료적 솔루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순히 보건의료차

원의 대응을 넘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 등 포괄적이고 전면

적인 자유와 인권을 담보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인간안

보를 요구한다 [2].

그런데 문제는 인간안보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안보는 탈

냉전 이후 시대조류에 따라 1994년 UNDP에 의해 제안

되었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고 UN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함께 국제질서로 축을 이루지 못하고 담론 수준에 머물

렀다.

인간안보 개념을 둘러싼 주요쟁점은 국가주권과 인

권의 선차성과 관계된다. 1994년 UNDP가 제시한 인간

안보 개념은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국가행위

자를 안보제공자로 묘사하기 보다는 자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주권국가 체제하

에서는 인간안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3].

1990년대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개

입을 정당화해야 했고 주권의 절대성을 약화시켜야 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UNDP가 제시한 인간안보개념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실천적 유용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안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서 국가를 배제하고 커뮤니티, NGO 및 개인을 상정함

으로써 실천적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어떠

한 수단으로 이러한 위협요소로부터 인간안보를 가능

하게 할 것인가? 주체가 국가인 경우 외교활동이나 경

제활동과, 최종적으로는 무력행사라는 것이 되지만, 주

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무엇인가?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 안전이나 평화를 호소할

수는 있어도 위협에 대응하여 최종적 위협을 배제하는

시스템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시스템을 배제하고 인간안보를 외치는 것은 단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주체가 국

가 이외의 주체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

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도대체 국가에 대해 인간안보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가가 주

체가 된다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될 경우, 인간

안보는 국가에 의해 위협될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을 제약하고 부정․억압함으로써 국가가

인간안보의 위협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인간안

보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만, 한편 경우에 따라 국가차원의 접근은 오히려 시

민․주민의 인간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딜레마는 인간안보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 준다.

결국 국가의존 없이 정책적 이행이 곤란하고 국가에

의존하면 인간안보의 이행이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안보의 태생적 한

계인 동시에 국가의 야누스적 성격 때문이다. 물론 전

염병 팬테믹은 인간안보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중심 방역과 공중보건 메

커니즘이 반드시 국민의 안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측면을 유의해야 한다.

2. COVID-19 방역과 인간안보 딜레마

COVID-19는 일각에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일컫는

전 지구적 규모의 재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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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COVID-19 방역

에서 권위주의 통제방식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

는 판단에서 자유주의적 개방방식을 선호했던 서구국

가들도, 점차 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COVID-19

방역에서 인권침해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이 예외적 조치의 시행은 거침이 없다. 그리고 이

학대적 정책은 언론에서도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 질문을 해야만 한다. 왜 공중

보건이 아니라 인간안보인가? 팬데믹의 규모가 크기 때

문인가? 아니면 심각하기 때문인가? COVID-19 팬데믹

에서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팬데믹

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방역도 인간안보와 과제이지만 인권옹호도 인간안보와

과제이다. 방역과정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인간안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딜레마가 야기된다.

그러나 이 딜레마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

서 국제사회에서는 방역과 인권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둘러싼 인간안보의 선차성보다 상보성 이슈가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방역에 성공

하면 인권에 실패하고 인권에 성공하면 방역에 실패한

다는 이원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보

여주는 발상 중 하나가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다룰 수

없다(Democracies cannot handle pandemics)”는 중국

의 권위주의 통제방식이다 [4].

불행하게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상적으로는 균형과 조화를 제안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방역을 구실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점

점 더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창궐상황에서

인권침해문제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5-7].

일부국가에서는 팬데믹을 빌미로 감영공포감을 조장

하여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고 심지어 정치적 반대자들

을 탄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UN은 이

를 인권재앙이라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통제조치를

하더라도 인권을 우선 전제하고 합법적 조치를 요구하

고 있다[8]. 또한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방

역과 인권의 동시 실현 촉구하며 6가지 핵심 과제를 담

은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9]. 그러나 UN의 권면이

나 인권단체들의 감시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국가들은 COVID-19 위

협을 관리하기위한 특별한 조치를 채택하면서 수많은

예외적인 법적 대응을 촉발했다 [10]. 통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감염확산을 효율적으로 통

제한 것을 기준으로 권위주의 통제방식을 취한 나라들

의 방역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방

역을 위한 효율적 통제의 이면에 숨어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심화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권위주의 통제모델을 선택한 우리나라 역시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그 성

공은 절반의 성공이다.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성공적 방

역 이면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가 지적되고 있으며[4]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코로나19 인권대응네

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통제중심의 한국정부 방역방

식이 방역엔 성공적이지만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절반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다.

절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COVID-19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

이러스는 무차별적이지만 차별적이다 [9]. 즉 바이러스

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차별적이란 의미

이다.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이

다. 특히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동제

한과 물리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은 삶의 지장을 초

해할 뿐 만 아니라 건강 및 생명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COVID-19 방역대책으로 휴관을 거

듭하면서 서비스는 사실상 셧다운 되었다.

노인들의 경우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이다. 고립상태가 길어지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

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

도 COVID-19 방역대책으로 2020년 9월 기준 전국 노

인복지관의 97.5%가 휴관상태이다. 경로당 운영율도

23.5%에 그치고 있다.

한편 COVID-19는 2차 피해를 수반한다. 특히 일상

생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공포와 불안감, 고립감 등에

따른 우울증(corona blue)이 확산됨으로써 자해․자살

증가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사연구에 따르

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COVID-19 방역의 여파로

우울증(corona blue)에 노출된 대학생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청년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한겨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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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 9. 1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로서 하

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런데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2]. 우울증 증가현상은 바이러스

감염 이상으로 위험한 인간안보 위협요소인 것이다. 결

국 방역을 이유로 사회활동이 통제되고 고립됨으로써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로 이어질 개연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세계 30개 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의

식 통계조사를 실시한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정부의 방역방식이 호평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 개

인의 자유, 사생활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의견을 내는

것조차 금기로 여기며 국가통제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20. 9. 14).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중심의 COVID-19 방역에 매몰되어버린 시

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인간안보의 행위주체의 역할 재구성

인간안보 실천모델을 구성 혹은 재구성하는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행위주체들의 위상과 역할에 관

한 것이다. 먼저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개인들에게 안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

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 안보를 위협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13].

이러한 이중적 속성은 국가주권의 파워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국가주권과 인간안

보가 충돌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UNDP의 인간안보 제안에서는 국가주권의 제약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인간안보의 대상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며 주체는 개인 및 지역사회, NGO가 되어야 한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와 인간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안보 행위주체들은 목적을 수

행할 수단과 자원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03년 UN인간안보위원회

는 1994년 UNDP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국가를 인간안

보의 행위자로 포함하고 국가주권의 위상을 복원하였

으며, 급기야 2010년 UN사무총장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국가주권에 복속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혼돈에 빠졌고 와중에 COVID-19팬데믹이 전 지구를

덮쳤다. 인간안보레짐이 작동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제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함

으로써 대재난으로 확산일로를 겪고 있다. COVID-19

방역은 국가주의를 강화시켰고 국가통제 앞에 인권과

기본권은 속수무책 침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은 매우 강력하

다.

현실적으로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키려

면 무엇보다 국가를 인간안보의 행위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이중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안보를 증진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

다고 해도 인간안보 행위자로서 국가는 그에 알맞은 성

격과 위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안보

논의에서 국가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안보 행

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국가를 인간안보의 행위주체로서 인정하되, 국

가주의를 경계하고, 국가의 존재를 인권과 기본권을 보

호하는 “의무 수행자”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주의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를 유일의 행위자 혹은 권력체가 아니라 다양한 행

위주체 집단과 상호 견제하며 협력하고, 경쟁하는 다자

관계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셋째, 만약 국가가 대내적

으로 인간안보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역차원

의 인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제공동체가 대신

인간안보를 이행할 수 있는 국제레짐를 형성해야 한다.

한편 인간안보의 주요한 행위주체로서 시민과 NGO

의 역할 역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COVID-19는 사실상 국가주의를 발동시켰다. 민주주의

가 발전한 국가들조차 통제와 봉쇄조치를 반복하고 한

국처럼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

를 확인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만 불가피

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가

속화되고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인권과 기본권 침해

는 “일상적” 조치가 되고,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국가

주의적 정치가들은 자유제한과 감시체제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이런 풍조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인간

안보 위협 요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안보의 주요 행위주체인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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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역할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을 장려하고 보호하라는

UN사무총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NGO의 역할은 통

제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포기되었다. 역사적

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기여는 현저히 증

가되었다. 그런데 COVID-19 대재난에서는 시민과

NGO의 활동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호주는 2020년 5월

현재, 자원봉사자의 65.9%가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발표

했지만 일부국가에서는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14].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조직

의 휴먼서비스가 국가의 통제정책에 의해 사실상 셧다

운 됨으로써, 사회보장권이 침해되고 차별은 더욱 심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 특히

서비스를 책임져 온 주체들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는 점도 특기할 현상으로, 차후 인간안보 행위주체의

진정성과 책무성 회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 사

안이다.

COVID-19 대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뿐만 아

니라 사회적 결속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자원봉사

자의 감소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물론 COVID-19는

NGO와 자원봉사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

안보의 행위주체로서 임무를 회피할 수도 없다. NGO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왜 NGO인가?

무엇보다 유연한 NGO는 경직된 정부조직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안보 위협에

대처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있다. 인간안보의 정치

적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질병정

보 제공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

다. 아울러 인간안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안보의 자원제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는

국가의 이중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

과 NGO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Ⅲ. 인간안보 실천모델 재구성

1. COVID-19와 재난개입모델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COVID-19 대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유례 없는 다층적인 전 지구적 피해양상

에 인류사회의 고심은 깊다. 방역과 인권을 조화시키면

서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는 곧 인간안보 실천모델 구성과 관련된 과제이다. 당

장의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모델은 크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통제모델과 미국을 중

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개방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거버넌스 결핍이라는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COVID-19팬데믹의 대재난을 자

초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분열, 연대와 공조의

실종이다. 물론 인류사회에는 이미 세계보건거버넌스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IHR2005 공중보건레짐이 존

재한다. 국제보건규약에 방역체제에 인권보호와 거버넌

스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IHR

개정은 SARS를 거쳐 2005년 완료되었다.

IHR2005 적용범위에는 인권원칙 수용이 포함되었

고.“인간의 존엄,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동 규정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32조). 다만 2004년 초안과는 달리 2005년 최종 개

정안에는 “급박한 공중보건 위협(imminent public

health threat)"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조건으

로, 당사국은 강제검사, 예방조처, 격리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HR2005는 공중보건체제의 참여범위를 규정하고 있

는데 이전의 고전체제에서는 국가 중심적이었다. 국가

중심주의란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양자 간에도 국가가 주

도하며, 국가가 보건체제의 운용방식을 통제하는 것이

다. 이러한 참여범위의 제한은 질병발생에 관한 감시정

보의 한계로 나타난다. 이전 IHR의 경우 WHO는 사건

발생의 영향을 받는 당사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만을 처

리하고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HR2005의 경우, NGO를 비롯한 다양한 비

국가행위주체들로부터 감시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시정보 확대는 세계보건거버넌스에

참여자 범위를 증가시켰다. NGO도 공식적으로 세계보

건거버넌스 체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국가는 감

염병 감시절차에서 유일한 주도자가 아니며 자의적으

로 통제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국가 간 국제공조 차원

을 넘어선 NGO를 포함한 다자간 거버넌스의 틀이 마

련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COVID-19사태는 오히려 거버넌

스를 전략으로 도입한 국제공중보건레짐 IHR2005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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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화하고 말았다. 팬데믹 초기단계에 일어난 가장 치명

적인 실책은 강대국들의 규약준수 불이행과 분열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IHR2005에 의거하여 전염성질병 발생

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이에 WHO가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분열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본건의료 여건이나 국제보건규범

(IHR2005)준수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낮으나,

WHO에 재정지원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

한 맥락은 강대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어떤 비극

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IHR2005의 거버넌스 전략은 깨지고 미국을 비

롯한 서방 강대국들은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패닉

상태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결과적으

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각국들은 권위주의 통

제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방역을 빌미로 인권과 기본권

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

다. 그리고 애당초 자유주의 개방모델을 선택했던 서방

국가들까지, 줄줄이 권위주의 통제모델로 전환하면서

인류사회는 인명과 인권을 동시에 위협받는 이중고에

빠졌고,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다룰 수 없다

(Democracies cannot handle pandemics)”는 조롱과 함

께 소위 중국의 체계우위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소한 G7국가를 위시한 주요 국가들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분열을 선택했

고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분열

을 극복하고 공조와 연대를 회복해야한다. 현재 세계로

확산되고 권위주의 통제모델은 심각한 후유증이 예견

되며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다. 당장 공조와 연대를 회

복하여 방역과 인권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모델은

IHR2005의 세계보건거버넌스 전략을 보완하고 하버마

스가 제안한 “세계사회시민법과 소위 대재난 상황에서

인간안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창발적 안보

(emerging security) 관점을 반영하여 ”다자주의거버너

스모델“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창발적 위험과 메타가버넌스

인간안보 실천모델을 재구성하려면 그렇다면 두 가

지 인류사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난은 공조

와 연대가 관건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서 재난에 대처

하는 양식에 관한 것이다. 둘째, 재난은 구조적 폭력을

동반한다는 경험으로서 재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COVID-19확산이 인간안보를 위협

하는 구조적 폭력의 원인이라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재난이 그 자체가 인명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극

한 상황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 인권과 기본권의

침해 등 인간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재난은 사회주류로부터 벗어나 있는 주변부 개인

과 집단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시킨다. 이런 점

에서 재난은 구조적 폭력의 매개체가 된다.

COVID-19와 같은 대재난은 단지 구조적 폭력을 매

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 태도, 상

징체계 등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다양한 다층적

요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직화하고

진화하며 특정한 계기를 만나면 초기와 전혀 다른 치명

적 위기를 창발(emerging)하여 인간안보를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통적인 국가단위에서 해결이 어

려운 “사악한 난제(wicked problems)”들의 빈번한 출현

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COVID-19팬데믹은 전례 없던 극

단적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위험인데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기도 하므로 보편적 해법마련이 더욱 어려운 사악한

난제이다. 국가단위의 고립적인 권위주의 통제모델로는

COVID-19와 같은 다층적이고 초국적 재난상황에는 제

대로 대처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초국적이고 지구적인 위

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거버넌스모델을 구조

화하되 대응방식은 창발성의 원리(emergent property

principal)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초국적 위험에

대처하는 실천방식으로 위험구성주의 관점과 창발성의

원리를 적용한 소위 “창발 안보(emerging security)”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의 안보위험

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창발적 양태이므로 emergence

를 “창발”이 아닌 “신흥”으로 번역하여 신흥안보를 주창

하고 있다 [15, 16].

신흥안보의 개념은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서

개발된 다양한 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창발성의 원리는

부분이 서로 결합하면 하위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초기의 미시적 사건

들이 상호작용하여 전례 없는 극단적인 거시적 사건으

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험의 발생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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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도 영역 간의 상호연계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 복합성과 상호연계성이 증폭한 현대사회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돌발적이고 비정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여 보편적 해법이 어렵

고, 특히 정형화되고 경직된 국가단위의 통제모델의 구

조와 발상으로는 안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

라서 신흥안보 주창자들은 창발적 안보위험에 대처하

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서 제솝 밥이 제시한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를 주목하고 있다 [17].

메타거버넌스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자

들의 거버넌스를 망라하여 조정하는 네트워크국가의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메타거버넌스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들이 창궐하는 상황에 적합한 거버넌스 양식이이

며, 초국적 위험에 대처하는 글로벌거버넌스 구축에 적

합한 모델이다 [15, 16].

한편 메타거버넌스를 창발적 신흥안보에 적절히 적

용하기 위하여 위험구성주의 관점에서 위험이슈를 구

분하고 이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에 허버트 키첼트(Kitschelt, Herbert, 1991)

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위험이슈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

누고, 각 유형의 위험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각각의 속성에 적합한 거버넌스 양식을 채택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15].

요컨대 제1영역의 국지적 자연재해 같은 돌발적 한

정형의 위험에는 정부주도모델로서 집중 및 역내 거버

넌스 조합이 적합하고, 제2영역의 원자력 위기 같은 돌

발적 무한형의 위험에는 정부 간 협력모델로서 집중 및

국제 거버넌스 조합이 적합하다. 제3의 영역의 난민문

제와 같은 점진적 한정형의 위험에는 지역참여모델로

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민간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분

산거버넌스 및 역내 거버넌스 조합이 적합하다. 제4영

역의 COVID-19와 같은 점진적 무한형의 위험에는 정

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국제NGO, 국제기구가 참여하

는 초국적 참여모델로서 분산 및 국제 거버넌스 조합이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가 작금 직면한 COVID-19와 같이 점진

적이고 연쇄적인 동시에 초국적으로 발현되는 위험의

경우에는 재난의 피해규모와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다

자주의 거버넌스 혹은 메타거버넌스의 구성이 적합하다.

결국 위험이슈에 따라 거버넌스를 조합하는 모델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지역 및 국제 기구 등 다층적인

수준의 행위자들 위험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구성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누구와 어느 수

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조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

고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3. 다자주의거버넌스모델과 NGO역할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으며 이

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행위주체들의 활동

과 관련된 규범과 관례가 존재한다. 통치(government)와

는 달리 거버넌스는 유연성과 적응성을 위한 권위의 분

산이 중요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자생적 역량으로서 커뮤

니티 자아탄력성(community self-elasticity)이 긴요하다.

커뮤니티 탄력성은 위기상황에서 발현되는 개별구성

원들의 자원과 능력을 통합하는 역량인 동시에 통합된

집단대처능력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탄력성은 개

인들의 자원과 능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인간안보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사

회의 역량, 커뮤니티 탄력성(community self-elasticity)

으로 실현 가능하다.

COVID-19사태가 복합적이며 초국적인 것처럼 재난

에 대응하는 거버넌스도 다층적이며 초국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다층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주

의모델(multilateralism model)이 바람직하다. 특히

COVID-19 사태와 같은 초국적 재난의 경우, 강대국이

나 약소국 모두가 피해자이므로 수평적 다자주의 거버

넌스가 긴요하다.

수평적 거버넌스모델은 “무중심(centerless)” 혹은

“다중심(polycentric)”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

주체들이 동등한 관계를 전제하지만 거버넌스의 일원

인 강대국 혹은 국가의 속성은 수직적인 위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며 거버넌스의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종속적 관계를

야기하거나 거버넌스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행위자들이 사안별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중심 혹은 다중심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안보는 대상과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고 동

시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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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인간안보가 보편적으로 실천

되기 위해서는 단일한 인간안보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

지만,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들이 반영된 다양한 인간안

보 개념이 확산되어 상황에 따라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시민과

NGO는 규범의 주창자(norm entrepreneu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규범주창자란, 이상적 가치, 이타

심, 동정, 도덕적 의무감 등에 의해 새로운 규범을 제안

하고 조직화하여 정부나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18].

그러나 규범의 확산 단계에서 주장과 현실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변형전달자(message entrepreneur)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형전달자란, 행위자들이 새로운 규

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처하거나 또는 새로운 규범개념을 자신들의 이익

이나 입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

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일컫는다 [19].

한편 하버마스는 의사소통모델과 함께 세계사회시민

개념을 제안한다. 지구화 시대가 제기하는 국내적, 국제

적, 지구적 문제들을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세계시

민적 상태에로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하버마스가 제

안하는 의사소통모델은 유엔체제의 개혁과 “세계정부

없는 세계내정”에 관한 구상을 통해 대답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상 역시 매우 추상적 수준이어서 당장의

실천적 유용성은 없지만 다자주의거버넌스모델을 구성

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Ⅳ. 결언

이 논문은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복합성과 상호연

계성이 폭증한 현대사회에서 COVID-19와 같은 대재난

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천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통제모델이 야기하는 인권

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비록 방역

을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차

별이 심화되는 상황은 후일 바이러스 이상의 심각한 후

유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도 인권만큼 소중한 인간안보 과제이므로

모두를 균형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모델을 탐색하기 위

해 현상들을 진단하고 개념적 논점들을 정리하여 엄격

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COVID-19와 같은 대재난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창발성 원리에 입각한 신흥안보

(emerging security)의 관점을 반영하고 위험구성주의

관점과 결합한 메타거버넌스를 검토하면서 다자주의거

버넌스모델(Multilateralism Governance Model)의 실천

조건들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인간안보 실천모델을, COVID-19 팬데믹

에 집중하여 모색하였다. 그러나 인간안보는 또 다른

위협요소들을 내포하고 실천적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모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상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간안보 위협요인은 자살이

다. 자살은 우울증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COVID-19로

인하여 우울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요소를 반영한

인간안보 실천모델 모색을 제안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사회, 특

히 자원봉사자들의 기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선 크게 감소하였다.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셧다운되어 사회

보장권 침해가 일어고 장애인, 노인, 고용불안 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민단

체나 관련 조직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들도 침묵하고 있다. 한편 UN은 COVID-19를 이유로

NGO 활동을 통제하지 말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나

사실상 간과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인간안보

의 실천에 있어서 NGO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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