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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의 1기: 네위
사회주의 계획당 (BSPP)

❑ 1962년~1988년까지 군사독재 체제

❑ 1949년부터 중앙정부와 소수민족간의 대립 및 내전

시작

❑ 1962년 총 사령관인 네위에 의해 쿠데타 발생

❑ 네위는 버마식사회주의계획당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조직하여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화

❑ 사유재산 폐지를 통해 모든 토지와 민간 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대한 국유화 진행

❑ 버마식 사회주의 이념을 적용하여 수입대체전략과 등

폐쇄적이고 내수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중앙통제를

통해 실시 및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 (자급자족적

고립경제)

1962년~1988년까지



북한과의 관계: 1983년
북한과의 외교 및 아웅산폭파

❑ 북한과 미얀마

❑ 북한과의 외교 시작

❑ 1983년 10월9 일에 전두환 대통령 미얀마 첫 공식 방문

및 양곤 소재 아웅산 장군 묘소 방문하는 과정에서 북한

테러로 한국 각료 17명 순직 및 북한과 단교

❑ 다만, 1995년에 미얀마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기관총, 

함대함 마사일 구입 및 북한으로 쌀, 고무와 금 수출 등

비공식 관계 지속

❑ 2000년대 중반에 북한은 미얀마에서 800개 달하는 터널

건설 등 총 90억 달러에 달한 터널 장비와 건설

❑ 2007년에 4월에도 북한의 무기를 실린 것으로 추정된 Kang Nam 

1 선박 띨라와 항구에 정박

❑ 2007년부터 5월 25일 북한과 재수교

1983년 10월 5일
(아웅산 장군 묘소 폭파 사건 현장) 



BSPP의 무능: 네위

❑ 최빈국
❑ 미얀마 국채는 1955년 62 백만 달러에서 1975년에

3.19억 달러, 1984년에 34억 달러와 1989년 43억
달러로 급증. 

❑ 1987년 9월 5일에 통용지폐 회수 정책 실시로 무능한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억압된 자유에 대한
항의가 시작

❑ 지하경제의 규모 확대와 군부의 비효율적인 생산으로
대부분의 소비재는 암시장 거래 확산

❑ 1987년 12월에 UN에 의해 최빈국가로 지정되면서
국제통화기구로부터 외채. 외환 문제 해결을 위한
ODA (공적원조기금) 신청

1988년 8월 8일 (8888)



군부독재에 대한 반항:
민주항쟁

❑ 대규모 시위 확산
❑ 1988년 3월에 12일에 BSPP의 당원의 아들이 찻집에서

양곤기술대학교의 학생을 다치게 하였으나 풀려난
것을 분노한 대학생들이 지역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학생 한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대규모 민주화 항쟁으로 확산

❑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규탄과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요구

❑ 양곤에서 집계된 시위 참가자는 약 100만명 및
만달레이는 10만명 추정

❑ 군.경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최소 3,000여명의 무고한
시민 사망

❑ 군인들에 쫓긴 학생, 청년들 약 1만명이 태국, 중국과
인도 국경지역으로 도망

1988년 8월 8일 (8888)



군부독재의 2기: 소마웅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9Y)

❑ 1989년~1992년까지 군사독재 체제
❑ 다만, 당해 9월에 소마운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전원

군인으로 이루어진 국가법질서회복평위회 (SLORC)를
창설한 다음 군사정부가 모든 권력 장악
❑ 법질서 회복, 인권 개선과 다당제 총선 실시 등에

대한 목표 설정
❑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폐지 및 다당제 민주주의

채택 후 1990년 총선 실시

❑ 1990년 총선의 민주민족동맹 (NLD) 압승 (5월 27일)

❑ 연방의회에서 NLD는 총 492석 가운데 392석을
차지하여 대승

❑ 다만, 군부는 약속과 달리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가택 연금 시킨 후 소마웅 장군이
1992년까지 SLROC의 의장과 총리의 역할을 하였음. 

1988년~1997년까지(SLORC)



군부독재 3기: 딴쉐이
국가평화발전위원회 (13Y)

❑ 딴쉐이 (Than Shwe) 장군이 이끈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 출범 (1997년~2011년)

❑ 딴쉐이 장군이 1992년에 4월 23일에 소마웅 장군을
제치고 기존의 SLORC의 의장이 되었음. 

❑ 1988년 (외국인투자법); 1989년 (국영기업법); 1993년
(미얀마보험법); 1994년 (미얀마광업법); 1994년
(미얀마국민투자법); 1996년 (보험업법) 등 일련의 법률
제정 및 분권화

❑ 1995년 민영화위원회 (Privatization Commission) 설치를
통해 민영화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딴쉐이 최고사령관이 1997년에 기존의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SLROC)를 폐지하고
국가평화발전위원회 (SPDC)를 발족하여 의장이 되었음. 

1997년~2010년까지 (SPDC)



아웅산 수찌 여사와 SPDC: 
가택연금을 통해 통제

❑ 1988년
민족민주주의동맹
(NLD) 공동 창설

❑ 1989년 가택연금

❑ 1990년 NLD 압승

❑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

❑ 1995년 가택연금 석방

❑ 2000년 만달레이 방문
시도에 따른 가택연금

1988년~2000년



군부의 자금줄: 
국영기업 1

❑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UMEHL)

❑ 소속 체: 40% - (Directorate of Defense 
Procurement) + 60 %( Defense Personnel)

❑ 설립일 : 1988

❑ 투자금 : 1.6 십억 달러

❑ 계얄사와의 관계 : 합작 및 파타나

❑ 계열사: 54 개

❑ 계열사의 주요업 : 은행업, 제조업, 농림업, 무역
및 유통업; 운송업, 식품업; 철강업; 제약업

❑ 주요업 : 제조업, 무역 및 서비스업; 



군부의 자금줄: 
국영기업 2

❑ MEC (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 

❑ 체제 : 미얀아 국방부 사업부 소속

❑ 설립일: 1997 

❑ 주요 목적: 시멘트 및 고무 등 미얀마 군수

산업에 필요한 재료 공급 받기 위해서

❑ 계열사 : 34 개

❑ 미얀마 공업부에 소속이었던 중공업들도

민영화의 형태로 MEC로 편입.



주요 재벌기업



군부독재의 개방정책: 킨뉸
민주주의 로드맵

❑ 군복무 후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이후 양곤으로 복귀
명령 및 1988년 항쟁에서 군의 참모총장이었음. 

❑ 항쟁 이후 정보부 사령관 임명

❑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 제1 서기 (First Secretary)로 2003년
8월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역할을 수행

❑ 킨뉸 총리는 2003년 8월 민주화 7단계 로드맵 발표 후
2004년 5월 1일 국민회의 개최

❑ 각 민족 및 계층의 참석자 1,00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정부에 의해 지명

❑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혜택

❑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등

1983년~2004년



SPDC와 중국: 
중국과의 긴밀한관계형성

❑ 2005년 12월 국영석유공사 (CNPC) 와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MOGE 
간의 천연가스 수입 계약 체결

❑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는 사업에는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MOGE)
(49.1%)와 중국 국영석유공사 (CNPC) (50.9%)의 지분 소유

❑ 국영석유회사가 송유관의 건설과 운영을 맡아 생산된 천연가스의
80%를 소유하고, 20%는 미얀마국영석유회사에서 차지

❑ 2009년 3월에 약 15억 달러에 해당되는 석유송유관과 약
10억달러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관 구축 시작

❑ 천연가스관 공사는 2013년 6월 12일에 완료되어 2014년 10월부터
송출 시작

❑ 석유송유관은 2014년 5월에 완공되어 2015년 1월부터 원유 송출
시작

❑ 천연가스 송유관의 길이는 총 2380 Km이며 그 중 700 Km는
라카인의 짜육퓨에서 출발해 제2의 수도인 만달레이를 거쳐 미얀마
국경도시인 무세를 지나고 있음. 

2004년~200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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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혁명: 
2007년 9월

❑ 2006년에 쌀, 계란, 식용유 가격이 40%까지
인상

❑ 2007년 8월에 기름가격이 1.40$에서 2.80$로
인상 및 물가 폭등

❑ 8월 19일부터 민꼬나인 민주화 운동가, 
꼬지만 등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가 13명 체포

❑ 9월에 빠코욱꾸에서 비폭력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명의 승려 사망

❑ 다만, 군사정권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결국 9월 24일 기준 양곤에서
100,000명의 이상의 승려와 일반시민들에
의해 반정부 시위 (샤프란 혁명) 발생

❑ 공식통계는 사망자 (10명, 단 200명 추정), 
구속자는 무려 6000명 정도 (그 중 1,400명의
승려)

❑ 군인의 총에 맞아 Kenji Nagai 일본 기자 사망

❑ 10월 소윈 총리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떼인
세인 (Thein Sein) SPDC 제 1서기 총리 취임



2008년 4월~5월
나르기스 강풍과 국민투표

❑ 13만명 사망자, 150만명 이재민
발생

❑ 2008년 신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

❑ 헌법상 군부 개입을 공식화를
위해 권력 유지에만 집중.

❑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적으로 치른
국민대표가 아니라고 일제히
비판

http://jaredknowshisdisasters.blogspot.com/2016/03/cyclone-nargis-7.html



군부의 정치참여합법화: 
2008년 헌법

❑ 군부의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역할 참여
규정

❑ 국가비상 사태가 생기면 대통령이 행정, 
입법과 사법권을 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하도록 규정

❑ 군총사령관이 국방장권, 안보내무장관, 
국경장관 등 3대 장관 후보 지명

❑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이
보유

❑ 연방의회에서 선거없이 군부는 25% 확정

❑ 개헌의 조건으로 연방의회 의원의 75%의
사전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2010년 11월 7일
NLD 없는 총선

❑ 2009년 5월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찌 자택에
침입한 미국인 남성을 재워준 혐의로 애초 석방
예정일인 27일에서 18개월의 추가 가택연금
명령

❑ 2010년 3월 8일 선거위원회법, 정당등록법 등
선거법 승인 및 발표

❑ 당원 최소 1,000명 및 6월 6일까지 등록 필요

❑ 2010년 6월 8일에 통합단결당 (USDP) 정당 등록

❑ 2010년 10월에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명칭
변경

❑ 2010년 11월에 총선 실시로 의회 구성

https://www.mmtimes.com/in-depth/5743-a-dramatic-year-in-myanmar-
politics.html

https://www.mmtimes.com/in-depth/5743-a-dramatic-year-in-myanmar-
politics.html



아웅산수찌 국가고문: 
SPDC의 가택연금

❑ 2002년 석방

❑ 2003년 군수지지세력과
NLD 충돌 후 감속행 및
가택 연금

❑ 2010년 11월 7일 총선

❑ 2010년 11월 13일 석방

❑ 2015년 11월 8일 총선에
NLD 압승

❑ 2016년 국가고문; 
외교부장관, 전력 및
에너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 2021년 2월 1일 체포 및
구금 후 가택 연금

2002년~2021년까지



민주주의의 씨앗
2015년 11월 8일

❑ 민주주의민족동맹 (NLD)이 전체 657 석
가운데 390석 (59.4%) 과반수를 차지하여
압승

❑ 군부는 선거없이 166석 (25.2%)과
통합단결발전당은 42석 (6.4%)을 차지

❑ 2015년부터~2020년까지 6년동안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은 60년 동안 방치했던
정치.사회.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

통합단결발전당 (USDP)

민주주의민족동맹 (NLD)



민주주의의 확신
2020년 11월 8일

❑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민족동맹(NLD) 압승

❑ NLD는 연방의회의에서 상원 정원 224석 가운데
138석과 하원 정원 440석 가운데 258석으로 총
396석 차지

❑ 미얀마군과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 (USDP)의 경우
상원에서 7석과 하원에서 26석으로 총33석만 차지

❑ 군부는 선거없이 상원에서 56석과 하원에서 110석
차지

❑ NLD가 개석의원 83%를 차지하고 압승

통합단결발전당 (USDP)

민주주의민족동맹 (N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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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는 부정선거 주장!

❑ 군분는 유권자 명부에 오류가 있다면서 860만명
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
❑ 다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게 선거를 치렀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정한 선거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

❑ 선거법에따르면유권자명단오류에대한조사촉구는
선거를치루기전에만할수있으며2020년9월과10월총
두번유권자명단들을공개하여확인할수있도록하였음. 

❑ 군부는총선거가끝났고 1월 28일에재검표와의회의
개회연기를요구

❑ 문민정부는의회개회를통해헌법개정계획

선거관리위원회 (UEC)



군부 쿠데타와 1년간
비상사태 선언

❑ 2021년 2월 1일에 아웅산 쑤지 국가고문과 대통령
우위민을 비롯해 정치지도자들을 체포 및 구금

❑ 부통령인우민쉐가서명하여 1년간국가비상사태
선포및 1년후새로운민주적선거를통해정권이양
약속

❑ 이후 총사령권에게 입법, 행정과 사법권이
이양되어 실질적인 국가 통수권자가 되었음. 

❑ 2008년 헌법에 따르면 총사령관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입법, 행정,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총사령관 민아웅르하인
(Min Aung Hlaing)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

❑ 국가비상 사태 선포에 대한 근거 부족

❑ 2008년 헌법에서 제417 및 418조에 따르면
부통령인 아닌 대통령만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규정
❑ 부통령이선포 가능하다는조항이 어디에도
없음. 

❑ 선포 후 대통령이 직접 총사령관에게
정권을 이양 가능. 

❑ 전문가들은 2008년 군부가 스스로 제정한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분석

State of
Emergency



우윈민 대통령과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에 대한 혐의

❑ 부정선거를 핑계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 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체포 및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임. 

❑ 쿠데타 당일 네피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자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수입된
미등록 휴대용 무전기 6개에 대한 혐의 제기

❑ 2월 16일에 구금 중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위반 혐의
추가 적용

❑ 대통령 우윈민을 국가재난법 위반 혐의로 기소

Imported 
Walkie-
Talkies

출처: Myanmar Times



2021년 2월 1일부터 시민불복종 운동 시작

(Civil Disobedience Movement)





미얀마산업은행 직원 의사



간호사 의사



교사 대학 교직원



국가철도직원 다양한 계층의 CDM 참여



군부는다양한
계층의공무원들의
CDM 참여로인해
국정운영중단및
체제지속불가능



군부쿠데타 후 비폭력 대규모시위 확산









민주화항쟁의 특징: XYZ
국민의 단합

❑ Z 세대는 정부를 투표로 선출한 경험과 디지털

기술로 군부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 Y 세대는 군부독재와 민간정부의 통치를 모두

경험하고, 외국경험과 외국어를 능숙 하기

때문에 민주화항쟁에 대한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 

❑ X 세대는 군부독재 체제에 대한 오래된 경험을

통해 군부의 진압전략과 행동 예측 가능



군부쿠데타 후 희생자 속출

March51days



마웅웨얀툰(17살)(만달레이)
꼬꼬우 (꼬나뽀아)(32살) 

(만달레이)
꼬찌소 (48살)(만달레이)

꼬뗏나윈 (37살) (만달레이) 꼬야자아웅(24살) (만달레이) 마데시 (32살)(만달레이)



마쩨젠(19살)(만달레이) 꼬묘나인린 (39살) (만달레이)

꼬마웅마웅우 (40살)(만달레이)

꼬쪼텟카웅 (28살)(만달레이)

마웅씨뚜소 (17살) (브고) 마웅찌라인윈 (18살) (브고)



니니아웅텟나인 (23살) (르헤단) 더띤눼이 (59살)(찌민다인) 진린텟(20살) (르헤단)

꼬행툿아웅(23살) (띤간준) 꼬띤툿행(30살) (쉐삐따) 꼬텟쏘 (26살) (먀웃우깔라)



꼬딴윈 (36살)(다웨) 꼬바냐아웅 (39살) (다웨)꼬륀륀우(33살) (다웨)

꼬페이딴 (38살) (다웨) 꼬진묘뚜(21살) (모르미얀) 마웅텟웨이투 (19살) (모르미얀)



마쩌난다아웅 (25살)(몽유아) 꼬저떼인아웅 (20살)(몽유아)
더민민모 (36살) (몽유아)

꼬모아웅 (23살) (몽유아) 마웅민칸쪼 (17살) (몽유아) 꼬나인윈 (45살) (몽유아)



먀뙈뙈카인 (19살) (네피도) 마웅네이네이윙텟(18살)(미엣시)
꼬네묘우 (34살) (빠코욱꾸)

꼬진꼬저 (21살)(미인찬) 꼬아웅미인미엣 (20살) 
(사린)

마웅띠하조 (16살) (따뒨지)



군부쿠데타 후 희생자 속출



시.군.구별
희생자통계



시.군.구별
희생자통계



시.군.구별
희생자통계



군.경찰의 무차별 폭력











군.경찰의 무차별 체포







군.경찰의 지지세력 투입





군.경찰의 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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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은 전쟁터

이를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시민



R2P4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미얀마시민은 R2P 호소



군부독재의 4기를 저항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 NLD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2월
5일부터 임시정부의 성격을 띤
CRPH 결성

❑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국제관계사무소를 개설 후
국제사회에 공식정부로 인정할
것을 촉구

❑ 3월 초 9개의 부처의 장관 임명

❑ 소속민족인 친족 출신 사사
박사를 유엔특사로 임명 후
군부에 정치인 석방, 잔악한
군.경의 폭력과 살인 중단과
이에 대한 처벌 요구, 
시민저항권 부여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

❑ 군부는 사사 유엔특사를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상태

1962년~1988년까지



CRPH의

임시 부통령인

우만윈카인떼인



미얀마유엔특사
사사박사

미얀마유엔주재대사
우쩌모툰



향후 전망

❑ 많은 무고한 생명이 잃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확고한
인정이 필요

❑ 임시정부의 인정이 무장한
소수민족군들이 연합을 가속화

❑ 국제사회의 시민단체들의 조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CRPH의 조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금력, 식량과
의료를 지원 가능

❑ 소수민족군들의 의해 보호를 통해
국경무역을 통해 식량과 보호대 등
확보

❑ 군부는 인터넷과 전기를 끊어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는 움직임

❑ 군부는 화폐 유통을 어렵게 하여
식량과 정보를 차단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한국 내 시민단체들의 조직력 강화
후 CRPH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
(자금, 식량, 의료, 보호장치)을 제공
시스템 기획 필요

❑ 한국정부는 CRPH 임시정보로
인정하여 ODA (공적원조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임시 전환

❑ 미얀마 군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및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업 여부
파악

❑ ASEAN 국가들에게 군부에 맞선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

❑ 한국 내 거주 미얀마청년들을
군사훈련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내전을 위해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시

❑ 자금, 의료, 식량 등 필요한
자원을 기부

❑ 미얀마에 대한 소식과 진행상황이
한국 내 방송국이나 개인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