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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8년 인민행동당(PAP)은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고 4세대 리더십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후계 구도 확정으

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해소

된 것은 아니다. 헹 장관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총리

직에 올라야 하며, 4세대 지도부의 대부분이 40대의 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헹 장관을 비롯

한 4세대 지도부는 자신들이 선대 지도부들에 버금가는 정치적 리더십과 능력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018년 인민행동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영

향을 미칠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하며, 심각한 사회 이슈로 공론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복지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아세안 의장국 수행은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지만, 마하

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양

국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온라인상의 정책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서 허위 사실 유포 방지법 도입과 정부 비판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집권당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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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싱가포르가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층 리더

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자리했기 때문이다(Hoong 2018a). 초대 

총리 리콴유(Lee Kuan Yew)를 필두로 한 건국세대 지도자들은 국가

의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싱가포르를 선진 국가 대열

에 합류시켰고, 소국의 한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

며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선진 경제, 질 높은 공공

서비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성, 우수한 사회안전망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차별화된 예외적 우수성(exceptional)은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정치적 정당성을 창출하는 근원이었다(Barr 

2016).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연성 권

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지만(Means 1996; Nasir and Turner 2013),1) 

정부가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 싱가포르 사회계약의 핵심

이었다(Yeoh et al. 2016: 65). 

1) 싱가포르는 2018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평가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66위를 기록하였다. http://www.eiu.com/Handlers/WhitepaperHandler.ashx?fi= 
Democracy_Index_2018.pdf&mode=wp&campaignid=Democracy2018, p. 24. (검색
일: 2019.02.21)

적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리셴룽 총리는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을 시

사했으며, 차기 총선은 4세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과 더불어 인민행

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제어: 싱가포르, 인민행동당(PAP), 정당 쇄신, 4세대 리더십, 정치적 정당성, 

리셴룽, 헹 스위 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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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력의 대거 유입은 저소득층의 

임금 하락, 주택난, 공공인프라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와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Yeoh 

et al. 2016). 또한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해 선택한 고부가가치 산업 

증진과 고연봉의 외국 인재 유입은 싱가포르 사회의 불평등을 촉진

시켰다(Rodan 2016). 인민행동당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던 ‘예

외주의(exceptionalism)’ 담론은 그 효력을 잃어갔으며(Barr 2016), 

국민들이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시민적 자유를 타협하던 사회계약

도 약화되어 갔다(Yeoh et al. 2016).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은 여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물음표를 남긴 해였다. 리셴룽(Lee Hsein 

Loong) 총리가 2022년 은퇴를 예고한 이래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은 

차기 지도층 리더십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왔다. 인민행동당은 11월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을 총리 후계자로 확정짓고 

4세대 리더십 출범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4세대 지도부는 소수의 50대 인사를 제

외하면 대부분이 싱가포르 독립 이후에 태어난 40대 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대내외적 난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정치 경력

이 짧은 젊은 지도부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Lai 2018a). 차기 총리로 지목된 헹 장관은 관료로서의 능

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정치 지도력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Barr 2018). 헹 장관은 선대 총리들에 비해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총리직에 올라야하며, 당장 차기 총선에

서 4세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부총리를 비

롯해 3세대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핵심 지도부에

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젊은 인사로 구성된 현 지도부가 글로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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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 불평등 문제, 증세 부담, 동남아 내 테러위협 증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하티르 모

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도 풀어나가야 하며, 강대국 패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미국

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2018년 싱가포르의 주요 정치, 경제, 외교 이슈들을 검

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지를 살펴볼 것이다.

Ⅱ. 국내 정치

1. 4세  지도부로의 환 고

최근 몇 년 간 싱가포르 정계의 최대 관심은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에 쏠려 있었다. 리셴룽 총리가 70세가 되는 2022년 전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이래, 총리직 승계 구도의 불확실

성은 소위 4세대(4G, Fourth Generation)라 불리는 차기 지도부에 대

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냈다. 헹 스위 킷 재무부 장관, 찬춘

싱(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 장관과 옹예쿵(Ong Ye Kung) 교육

부 장관이 최종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셋 중 누가 총리직을 이어 

받을 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과거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치 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 왔

다. 따라서 차기 총리 선임 지연은 4세대 지도부 구성에 대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특히 연초에 고촉통

(Goh Chok Tong) 명예선임장관과 리셴룽 총리가 차기 총리 선임 

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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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가중되었다.2)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는 점 또한 4세대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행동당 중앙집행위원회(CEC, Central 

Executive Committee)는 11월 23일 회의를 갖고 헹 스위 킷 재무부 

장관을 제1사무총장보로 선출하며 헹 장관의 차기 총리 승계를 기정

사실화 하였다.4) 제1사무총장보직은 사무총장인 리셴룽 총리를 보

좌하는 당내 2인자 자리이다. 헹 장관의 강력한 대항마로 하마평에 

올랐던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은 제2사무총장보로 지명되었다(Sim 

2018a). 헹 장관은 경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

제학 학사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

트로서, 1997년 귀국 후 통상산업부 사무차관, 무역개발청(現 국제

개발청) CEO, 리콴유(Lee Kuan Yew) 초대 총리의 수석 비서, 통화

청 총재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총선에서 템피니스

(Tampines) 집단선거구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같

은 해 교육부 장관에 입각하고 2015년에 재무장관직에 올랐다. 헹 

2) 2017년 12월 31일 고촉통 명예선임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차세대 
지도부 구성이 매우 긴급한 과제임을 지적하며 향후 6~9개월 사이에 차기 총리가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리셴룽 총리는 “명예선임장관은 차기 총리 선임 
건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특혜를 갖고 이야기 한다
(speaking with the privilege of watching things)”며, 차기 총리 선임이 고 명예선임장
관의 바람보다는 길게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Stolarchuk 2018). 매사에 유기
적으로 소통하며 통일된 의견을 내놓았던 집권당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차기 총리 
선임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 2대 총리였던 고촉동 명예선임장관과 그 뒤를 이은 리셴룽 총리의 경우, 총리 승계
가 예정된 시점에서 각각 5년 330일, 13년 258일 부총리직을 수행하며 지도자 수업
을 받았다.

   https://mothership.sg/2018/01/dpm-singapore/ (검색일: 2019.02.18)  
4) 인민행동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EC는 사무총장인 총리를 필두로 총 18명으로 구

성되며, CEC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기 위한 초석으로 
여겨진다. 인민행동당은 격년 주기로 CEC 위원을 선출한다(Abdullah 20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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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2005~2011년 중앙은행격인 통화청(MAS)의 총재직을 맡으

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2016년에는 싱가포르 미래 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는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의 공동의

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믿을맨(a safe pair of hands)’으로 

평가받아 왔다(Xinghui 2018).

헹 장관은 2016년 5월 각료회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건강상

의 문제로 차기 총리 후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였으나, 수술 후 복

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헹 장관은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Our Singapore Conversation’ 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한 바 있으며, 협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다. 헹 장관은 차기 

총리로 지명된 직후 ‘개방적이고 잘 경청하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이를 빠르고 단

호하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Au-Yong 2018a). 헹 장관은 기존 

관례에 따라 2019년 부총리직에 오른 후 4세대 지도부의 수장으로서 

차기 총선을 이끌 예정이다.

후임 총리가 정해지긴 하였지만, 4세대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감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총리 선임에 대한 합의

가 늦게 이뤄지고 막판까지 두 후보의 경합이 치열했었던 만큼 당 

내부의 결속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자

키르 후세인(Zakir Hussain)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 뉴스 

편집장은 인민행동당이 총리 선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단결된

(united)’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논평하였다. 후세인 편집장은 모든 정당들은 분열을 겪게 마련이고 

인민행동당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단결’에 대한 강조는 국민들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을 겨냥한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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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적하였다(Hussain 2018a).

한편 지도부가 차기 총리 선임에 난항을 겪은 것은 헹 장관이나 

찬 장관 모두 압도적으로 완벽한 후보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

다.5) 헹 장관은 관료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 받았으나 정치적 능력

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Barr 2018). 이를 방증하듯

이 리셴룽 총리는 헹 장관과 찬 장관이 서로를 보완할 장점을 가진 

강력한 짝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지도부는 팀으로 움직이게 될 것임

을 강조하였다(Lim 2018a). 리셴룽 총리는 전당대회 직후 인민행동

당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젊은 각료들이 헹 장관을 리더로 선택했

으며, 헹 장관은 자신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찬 장관에게 부총리직을 

제안하고 이를 찬 장관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이제는 당 전체가 단

합해 차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6)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

로 2011년 정치계에 입문한 찬춘싱 장관 또한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사회가족개발부 장관, 전국노동조합(NTUC) 사무총장, 총리실 장관 

등 정부 요직을 거친 4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재이며 당내 입지도 

매우 탄탄하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팀의 결속력을 중시하는 

인민행동당의 특성상 찬 장관은 헹 장관을 도와 4세대 리더십을 성

공적으로 이끄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찬 장관은 노동

조합(NTUC)과 인민협회(People’s Association) 등과 긴 히 일한 경

험이 있어 지역 당원들의 동원을 유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

다.

5) CEC 위원 선출이 있었던 11월 11일 전당대회 직후에도 누가 차기 총리가 될 것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했다(Hoong 2018b). 인민행동당 소속 전 국회의원 인더짓 
싱(Inderjit Singh)은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찬 창관이 유력하다는 인식이 
컸으나 당내 원로들이 헹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Banji 
2018). 반면 고촉통 명예선임장관은 2016년 헹 장관의 건강 악화 문제만 아니었다면 
차기 총리 선임이 6~9개월 더욱 빨라졌을 수도 있다고 평하였다(Ho 2018). 

6) https://www.facebook.com/pap.sg/posts/following-the-party-conference-on-11-novemb 
er-the-new-central-executive-committe/2302324019778985/ (검색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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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은 집권당이 차기 총리 선임을 중심으로 지도부 세대교체의 전

환점을 마련한 해였다. 리셴룽 총리를 도와 3세대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샨무가라트남 부총리, 테오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가 

CEC 위원직에서 물러났으며, 응치멍(Ng Chee Meng) 총리실 장관, 인

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 총리실 장관이 새롭게 CEC 위원직에 이름

을 올렸다(Au-Yong 2018b). 인민행동당은 2017년 전당대회를 기점으

로 기존 인사를 차세대 지도자들로 대거 교체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리셴룽 총리, 응엥헨(Ng Eng Hen) 국방부 장관, K. 샨무감(K. 

Shanmugam) 내무ㆍ법무부 장관 등 일부 3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4세대 지도부의 주축 인사로 공들여 키워

진 40대의 젊은 인재들이다. 

4세대 지도부의 윤곽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조기 총선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리셴룽 총리는 2018년 전당대회가 차기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민

행동당이 새로운 CEC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총

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하였다(Kim 2018). 싱가포르 의회의 임기는 

5년이지만 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의회 해산 3개월 전 총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현 의회는 2015년 9월 실시된 15대 총선 결과에 따라 2016

년 1월 구성되었는 바, 차기 총선 시행 마감일은 2021년 1월이다. 

그러나 조기 총선을 자주 실시하였던 과거 관례를 고려할 때 2019년 

총선 실시가 유력시된다.7) 인민행동당은 조기 총선을 통해 4세대 지

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과 신임을 얻고자 할 것이다. 한편, 2019

년은 싱가포르의 창건자로 평가받는 스탬포드 래플즈(Stamford 

7) 1988년 이후 실시된 모든 총선이 5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치러졌으며 1991년 총선
은 의회 임기가 만료되기 2년 7개월 전 실시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선거관리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ld.gov.sg/elections_past_parliamentary.html (검색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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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fles) 경이 싱가포르에 동인도회사의 첫 교역소를 설립해 근대 싱

가포르의 역사가 시작 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이자 국부(國父) 리콴유 전 총리가 서거했던 

2015년에도 조기 총선을 실시해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 따라서 근

대 싱가포르의 기반을 닦은 래플즈경의 싱가포르 상륙 20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를 총선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총선은 4세대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헹 

장관은 전문 관료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자신이 선대 총리들에 버금

가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헹 장관뿐만 

아니라 4세대 지도부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2011년 이후 정계에 입문

한 인물들로서 정치 경력이 짧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선견지명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1류 국가로 도약시킨 1~2 세

대 지도자,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충분한 훈련을 받고 한 발 앞선 

개혁으로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킨 3세대 지도자들에 비교할 때, 이

들이 선대 지도자들처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Hoong 2018a). 총리 선임 발표 직후 

헹 장관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언론의 분석 보도가 쏟아진 것도 헹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8) 

싱가포르의 엘리트 집단을 연구해온 마이클 바(Michael Barr)는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엘리트주

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를 꼽았다(Barr 2016). 리콴유는 부존

자원이 없는 싱가포르가 기댈 곳은 인적자원 밖에 없다며 우수 인재 

양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는 초대 총리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 대학 진학자들 중 최고의 인재를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해 세계 

명문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지원한다(Ye and Nylander 2015). 이들 

국가 장학생들은 유학을 마친 후 고위공무원(Administrative Service) 

8) Chia and Yusof(2018) 참조 



124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그룹에 편입되어 각 정부 부처 혹은 군 요직에 배정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상대적으로 당선이 유리한 집단

선거구(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출마로 정계에 입

문하여 각 부처 장관에 임명된다(Mauzy and Milne 2002: 114-127). 

이들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고연봉과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해 최고의 국정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이러한 능력주의는 

국민들이 엘리트주의를 용인하는 이유이자 여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탱하는 근원이었다(Barr 2016: 2). 따라서 헹 장관을 위시한 4세대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츄아 무이 훙(Chua Mui 

Hoong) 스트레이츠 타임즈 논설위원은 능력면에서 일반인들과 현격

한 차이를 보인 1~3세대 지도자들과 달리 4세대 지도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일반 싱가포르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

고, 이는 집권당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범접할 

수 없는 엘리트로서가 아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은 4세대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민생 요구에 더 잘 대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정치적 권위성을 약화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다(Hoong 

2018a).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엘리트주의’의 정당성이 설득력을 잃

게 될 경우 집권당의 권력 유지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2. 허  사실 유포  집권당 비 에 한 강경 응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과 관련해, 인민행동당은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대응 방식을 취해왔으며 2018년에도 유사한 행보를 보였

다. 1월 11일 싱가포르 의회는 가짜 뉴스 대응에 대한 현행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에 따라 ‘온라인상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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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Deliberate Online Falsehoods)’

를 설립하고 9월 20일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권고안은 

거짓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가짜 뉴스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확산, 팩트 체킹 문화의 생활화, 거짓 정보 유포 

차단을 위한 사회적 결속력 강화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거짓 정보 확

산 차단을 위한 정부 통제 권한 강화와 허위사실 유포자의 형사 처벌 

등을 명시한 새 법안 채택을 촉구하였다(Sim 2018b). 해당 권고안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법안화시

킬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 기업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9) 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라도 허위사실 유포 

방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거짓 정보 유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의 경중을 따져 처벌 수위를 차별화 할 예정이며, 공공선을 위한 

정부 통제 강화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을 것이라 

부연하였다(Yi 2018b).

정부는 고위 관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경 대응하는 모

습을 보였다. 11월 5일 호주에 거주 중인 싱가포르 정치활동가 알렉

스 탄(Alex Tan)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 매체 ‘스테이츠 타임즈 리

뷰(States Times Review: STR)’에 말레이시아의 1MDB 부패 스캔들

에 싱가포르 은행이 연루되었으며 리셴룽 총리와 나집 라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전 총리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10) 해당 기사는 말레이시아 온라인 매체 ‘커버리지(The 

 9) 이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3월에 열린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들 중 그 어떠한 단일 주체도 진실을 판단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의 자체 규제를 명시하는 법안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Yi 2018a).

10) 알렉스 탄은 ‘Lee Hsein Loong becomes 1MDB’s key investigation targ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말레이시아 언론매체인 ‘사라왁 리포트(Sarawak Report)’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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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에 게시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11) 11월 9일 샨무감 싱가

포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사가 제기한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

라 일축하며, 거짓이 분명한 기사가 어떻게 말레이시아 주류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CNA 2018a). 같은 날 싱가포

르 통화청은 STR의 기사가 통화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알렉스 

탄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하였고(CNA 2018b), 정보통신미디어개

발청(IMDA)은 STR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CNA 2018c).12) 사

이트 접속 차단 이후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기사의 접근이 가능하

자 싱가포르 정부는 페이스북측에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하였

으나 페이스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기사 철회 요

청 거부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정부 통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싱가

포르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선별 능력을 신

뢰할 수 없음이 판명된 바, 가짜 뉴스 방지법이 조속히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CNA 2018d).

한편 리셴룽 총리는 12월 4일 금융설계사이자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리엉 쓰 햔(Leong Sze Hian)이 리 총리의 1MDB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커버리지’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리엉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동안 리 총리 일가는 자신들의 

과의 인터뷰를 빌어 나집 총리가 1MBD의 수십억을 세탁하는데 싱가포르 은행들
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싱-말 고속철 건설 등 말레이시아에 불리한 협정을 맺었
다고 주장하였다.

    http://statestimesreview.com/2018/11/05/lee-hsien-loong-becomes-1mdbs-key-investi 
gation-target/ (검색일 2018.12.21) 

11) 논란이 불거지자 알렉스 탄의 기사에 인터뷰 소스를 제공했던 클레어 레우캐슬
(Clare Rewcastle) 사라왁 리포트 편집장은 STR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STR측
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매체 커버리지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12) 알렉스 탄은 싱가포르 정부의 기사 철회 요청을 거부하면서, 리셴룽 총리가 해당 
기사로 곤혹에 처했다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호주 법원에 고소하라며 맞불을 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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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의혹을 제기한 외국 언론과 국민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

해왔다. 그러나 부패 의혹 기사를 단순히 ‘공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Lai 2018b). 리엉 쓰 햔은 

해당 기사를 공유 할 때 자신은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았으며 게시

글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의 요청에도 순순히 응했던 

바, 명예훼손 혐의는 부당하다며 리셴룽 총리를 맞고소 하였다(Lai 

2018c; 2018d).

이 외에도 12월 3일 독립 미디어 ‘온라인 시티즌(The Online 

Citizen)’ 테리 쑤(Terry Xu) 편집장이 정부 고위급 인사의 부패 연루

를 제기한 기사를 게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

다(Lam 2018). 과거에 온라인 시티즌이 정부 비판 기사를 게재했을 

때 정부는 해당 기사를 철회하라는 경고문을 먼저 발송했지만, 이번

에는 경고문 없이 쑤 편집장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국제인권감시기

구(Human Rights Watch)는 ‘온라인 시티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테리 쑤 편집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HRW 2018), 기자

재를 압수당했던 쑤 편집장은 대중 모금을 통해 언론 활동을 재개하

였다(Lim 2018b).

고위층 부패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론 조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

지로 해석된다. 특히 의혹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거를 고소한 사례는 정부 비판 기사 공유 시 명예훼손 피소를 

당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2018년 발

표된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총선 전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

포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해당 

법이 공공선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적

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공선을 해친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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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정보의 진위 여부 판단 

권한을 오롯이 정부가 갖게 될 경우, 정부가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여부를 판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싱가포르는 

언론 통제와 검열이 강하기로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

를 유지하고 있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 통제도 강한 편이다. 이

렇듯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방지법이 도

입된다면 대중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함에 있어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정책 토론이 활발해지고 표현의 자유와 민

주적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

르 정부는 소통과 개혁이 아닌 반정부 목소리를 억압하는 대응 방식

을 지속하고 있다.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겠다는 헹 장관의 포부

가 반정부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펼쳐온 현 정부 방침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Ⅲ. 경제: 불확실성 증 와 불평등 문제의 부각

2018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3.2%로서 전년 대비 0.7%의 하

락세를 보였다. 2017년(3.9%)에 이어 준수한 성장세를 보이긴 하였

지만 글로벌 무역 긴장과 제조업 수요 둔화로 4/4분기 성장률이 연 

최저인 1.9%를 기록하며 2019년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MTI 

2019: 6). 제조업은 전자제품, 교통공학제품,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에 

힘입어 7.2% 성장하였으며, 서비스산업은 총 3.0%의 성장률을 보였

다.13) 반면 건설업은 공공부문 건설의 약세로 -3.4%의 성장을 기록

13) 서비스산업 세부 산업별 실질 성장률: 도소매업(1.5%), 운송ㆍ저장업(1.5%), 숙박
ㆍ요식업(2.7%), 정보ㆍ통신업(6.0%), 금융ㆍ보험업(5.9%), 비즈니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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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2017년(-10.2%)에 이어 수축세를 지속하였다(MTI 2019: 7-8).

<그림 1> 실질 GDP  산업별      <그림 2> 실질 GDP 성장에 한

         성장률(2018년)                    산업별 기여도(%p) (2018년)

(출처: MTI 2019: 8)

2018년 총 상품 교역량은 1조1천억SGD를 기록하며 전년(9,670억

SGD) 대비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상품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

비 각각 7.9%, 10.6% 증가하였다(MTI 2019: 49)

< 2015-2018 싱가포르 상품 교역량 (명목 기 ) (SGD Bn) >14)

2015 2016 2017 2018

액 증감률 액 증감률 액 증감률 액 증감률

총 상품 교역 915 -8.9% 870 -4.9% 967 11.1% 1,056 9.2%
상품 수입 423 -11.5% 403 -4.7% 452 12.1% 500 10.6%
상품 수출 492 -6.5% 467 -5.1% 515 10.3% 556 7.9%
 국내 수출 238 -11.9% 224 -5.8% 260 15.8% 281 8.4%
 - 석유 73 -32.2% 63 -12.5% 85 33.4% 99 17.1%
 - 비석유 165 1.5% 161 -2.8% 175 8.8% 182 4.2%
재수출 254 -0.9% 243 -4.4% 256 5.2% 275 7.4%

(3.0%), 기타 서비스(1.7%) (MTI 2019: 62).
14) MTI(2019)의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18’의 Appendix 중 ‘Merchandise 

Trade’ 표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https://www.mti.gov.sg/-/media/MTI/Resources/ 
Economic-Survey-of-Singapore/2018/Economic-Survey-of-Singapore-2018/SA_AES
2018.pdf (p. 29) (검색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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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국내 경기를 반영하는 실질적 수출 통계인 비석유류

제품 수출액(NOD, XNon-Oil Domestic Exports)은 비전자제품의 수

출 증가(8.2%)에 힘입어 4.2% 증가하였다. 반면 전자제품 수출은 

5.5%의 감소율을 보였다(MTI 2019: 50). 2018년 싱가포르의 5대 상

품 교역국은 중국(12.8%), 말레이시아(11.2%), 유럽연합(10.9%), 미

국(9.3%), 홍콩(6.7%)으로 나타났다(MTI 2019: 3). 2018년 싱가포르

의 총 서비스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4.1%, 0.5%의 증가세를 

기록하며,15) 전년 대비 총 2.3%의 증가율을 보였다(MTI 2019: 52). 

5대 서비스 수출 품목으로는 교통 서비스(28%), 금융 서비스(15%), 

여행 서비스(11%), 텔레콤, 컴퓨터, 정보서비스(7%),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26%)가 차지했다(MTI 2019: 3).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2019년 성장 전망폭을 1.5~3.5%로 예상하였다.16) 정부가 경제 성장 

예상치의 하한선을 낮게 잡은 것은 2019년에도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중국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

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저성장은 수입 수요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

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지역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이 크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도 대외의

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로서는 미-

중 무역 협상이 성과를 거두어 무역 긴장이 해소되고 중국이 대동남

아 교역ㆍ투자를 확대해 국내 경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Straits Times 2019).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 또한 개방 경제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RCEP 진전에 힘쓰는 한편, 

15) 2018년 총 서비스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248,2억SGD, 252,2억SGD를 기록하였
다(MTI 2019: 3).

16) https://www.mti.gov.sg/-/media/MTI/Newsroom/Press-Releases/2019/02/PR__AES 
2018.pdf (검색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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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

하고 11월 중국과 FTA 업그레이드 버전을 체결하였다(Siong 2018). 

싱가포르는 2019년에도 RCEP 타결과 양자 FTA 강화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불리한 대외경제 여건 외에도 신성장 동력 창출, 불평

등 문제 해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의 내부 과제

들을 안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

슈로 부각되었다. 2017년 OECD 측정 기준 싱가포르의 시장소득 기

준 지니계수는 0.437이며,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81로 나타났다.17)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는 2012년 이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CIA의 World Factbook 기준으로

는 156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18)

< 싱가포르 지니계수 (2007～2017) (OECD 측정 기 ) >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19) 

17) OECD 측정 기준 수치로서, 싱가포르 통계청의 자체 계산법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59, 가처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401이다. https://www. 
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households/pp-s24.pdf (검색일: 2019.01.14) 

1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72rank.html 
(검색일: 2019.01.14)

19) “Key Household Income Trends, 2017”의 Chart 8-9 (p. 13) 중 ‘Modified O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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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2017년 보고서도 싱가포르를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가 낮은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WEF 

2017: 51). 

사실 싱가포르의 소득불평등은 2000년대 들어와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저임금 외국인 노동

자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내국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고연봉의 외국 인재 유입은 빈부격

차를 심화시켰다(Rodan 2016; Yeoh et al. 2016). 불평등 심화, 물가

상승, 공공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는 2006년과 2011년 인민행동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바(Tan and Lee 2011), 정부는 2010년

대 들어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 주요 선진국의 GDP 비 사회안 망 지출 비율 (%/GDP)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2015

미국 15.1 14.3 15.6 19.3 19.1 18.8 18.8 2015년 19.0
캐나다 18.4 15.8 16.1 17.5 17.0 17.1 16.9 2015년 17.2
독일 25.2 25.4 26.3 25.9 24.7 24.6 24.8 2015년 25.0
영국 18.3 17.7 19.4 22.8 22.4 22.5 21.9 2015년 21.5
프랑스 28.3 27.5 28.7 30.7 30.5 31.0 31.5 2015년 31.7

핀란드 28.9 22.6 23.9 27.4 27.1 28.4 29.5 2015년 30.6
일본 14.1 16.3 18.2 22.1 23.1 22.9 23.1 -

싱가포르 1.9 1.6 1.1 2.3 2.7 3.1 3.0 2015년 4.2
한국 3.1 4.5 6.1 8.3 8.2 8.8 9.3 2015년 10.1

호주 16.9 18.2 16.7 16.7 17.2 17.5 18.1 2015년 18.8

(출처: ILO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20)

Scale’ 지표만 따로 추출하여 저자 정리.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households/pp-s24.pdf(검색일: 

2019.01.03)
20)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 

publication/wcms_604882.pdf pp, 397-404. (검색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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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존재해왔으나, 2018년

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해였다. 2017년 

말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 IPS)는 ‘싱가포

르의 사회적 자본 연구(Study on Social Capital in Singapore)’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PS 보고서는 출신 학교(명문 대 비명문)와 거

주지(콘도 대 공공주택) 구분에 따른 계층 간 사회적 단절이 나타나

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

언하였다(IPS 2017). 주요 정부 인사 및 정치인들도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연초 간 티암 포(Gan 

Thiam Poh) 의원은 의회 대정부 질문에서 계층 간 통합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에 대해 리셴룽 총리는 각 부처가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긴 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위원회 설립은 

따로 필요치 않으나, 소득 불평등과 사회계층 이동 문제는 싱가포르 

사회를 균열시킬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였다(Sen 2018). 빈부

격차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듯이 싱가포르 사회의 불평

등 문제를 다룬 테오 유 옌(Teo You Yenn) 난양공대(NTU) 교수의 

책 ‘이것이 불평등이다(This is what inequality looks like)’가 학술서

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Jagdish 2018). 싱가포르 주요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도 빈부격차와 계층 단절 문제를 상시적

으로 보도하였다. 싱가포르 주요 뉴스 채널인 채널뉴스아시아

(Channel News Asia)는 ‘계층에 상관없이(Regardless of Class)’ 제하

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계층 간 보이지 않는 선을 집중적으로 다

루기도 했다(CNA 2018e). 

싱가포르 갑부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 ‘크레이지 리

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이 개봉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

욱 커져갔으며(Bengali 2018), 특히 10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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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am International)의 ‘불평등 개선 노력 지수(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CRI)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

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싱가포르의 CRI 지수가 방글라데시(148

위) 보다 낮은 149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21) 해당 보고서는 선진

국 중 빈부격차 해소에 가장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로 싱가포르

를 지목하며, 싱가포르의 고소득자 세율(22%)이 매우 낮고 사회 복

지에 대한 정부 지출 비율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였

다(Oxfam 2018). 옥스팜 보고서 발표 직후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보

고서의 CRI 지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

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반박하였

다. 데스몬드 리(Desmond Lee) 사회가족개발부(MSF) 장관은 싱가

포르의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90%라는 점과 싱가포르 보건의료체

계의 효율성이 전 세계 6위(WHO 보고서 기준)임을 강조하며, 불평

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단순히 과세율과 정부지출 비중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Yahya 2018a).

불평등 문제의 공론화는 한동안 잠잠했던 최저임금제 도입 논쟁

에도 불을 붙였다.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급증으로 

내국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목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여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

신 구직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복

지 소득 보조금 제도(Workfare Income Supplement: WIS)’와 특정 산

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초봉 하한선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에 따라 임금을 단계별로 인상하는 ‘점진적 임금 개선 

21) 옥스팜이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과 개발한 ‘불평등 개선 
노력 지수(CRI)’는 공공 부문 지출, 조세 정책, 노동권 보장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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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Progressive Wage Model: PWM)’을 시행해왔다. 특히 PWM은 

정부가 초기 급여의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제의 ‘제한적’ 도입으로 해석되나,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제도가 최저

임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커리

어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제보다 더 앞선(more 

than a minimum wage model)”제도임을 강조했다(Chan 2013).22) 최

저임금제 도입 목소리는 2015년 PMW 시행으로 한 풀 꺾이는 듯 

보였으나, 2018년 불평등 문제가 공론화되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가 10월 25~26일 주최한 학회에서 최저

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조세핀 테오

(Josephine Teo) 인력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안겨 

저소득층의 고용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

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테오 장관은 WIS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PWM는 노동자의 기술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보다 더 나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Yusof 2018a). 반면 해당 세션에서 최저임금제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토미 고(Tommy Koh) 본부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스트레이츠 타임즈가 테오 장관의 입장만 비중 있게 다룸

으로써 최저임금제 문제를 편향되게 보도 했다고 비판하였다. 토미 

고 대사는 PWM가 적용되는 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싱가포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 임금(living wage)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

하며,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Heng 2018). 정

22) 정부는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만 보장할 뿐, 숙련도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WM이 최저임금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Chan 2013). 그러나 환경미화와 경비 산업 등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한 
PWM의 선택적 적용은 기업 친화적 환경을 추구하는 싱가포르가 ‘저소득층 근로
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우려하
는 기업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고안해 낸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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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기존 제도들이 최저임금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지만, 토미 고 대사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최저임금제 필요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고용 수입을 바탕으로 주거, 의료, 교육, 노후를 

책임지는 ‘자립형 사회보장’을 실시해 왔다. 초대 총리 리콴유의 ‘반

(反) 복지’ 철학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공적 부조는 경제

적 자립이 불가능한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작용되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다시 자립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최인아 2018: 171-179). 그러나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

었다. 고령화로 인한 싱가포르 정부의 의료보건비 지출은 2011년 39

억SGD에서 2018년 102억SGD로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종합ㆍ지역 병원, 외래진료소, 양로원 및 노인전문센터 등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23) 또한 정부는 1949년 이전 출생자들에

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국세대 지원 제도’(Pioneer Generation 

Package, 2014년 도입), 저소득층 노년층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

령자 지원 제도’(Silver Support Package, 2016년 도입)에 이어 ‘독립

세대 지원 제도’(Merdeka Generation Package)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독립세대 지원제도는 1950~1959에 출생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약 50만명의 국민들이 해당 제도의 혜

택을 받을 예정이다(Khalik 2018).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도 불가피해졌다. 싱가포르 정부

는 2017년 처음으로 증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과제임을 

인정하였으며(Seow 2017), 2018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증세안을 포

23)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8/BudgetSpeech/pe (검색일: 2019. 
02.28.)



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137

함시켰다. 정부는 세수 강화를 위해 2021~25년 사이 현 7%의 소비

세를 9%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서

비스에도 소비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공

받는 컨설팅ㆍ마케팅 서비스, 휴대폰 앱, 음악 다운로드, 넷플릭스 

이용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2월 19일자로 담배세도 10% 

인상되었다(Kwang 2018a). 고령화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증

세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소비세 증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소비세 

인상 시점을 총선 이후로 잡은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정

부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싱가포르 경제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불평등 해소와 계층 

간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집권당의 최대 도전과제로 

꼽힌다. 특히 빈부격차는 교육 수준과 직결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약화시킴으로써 싱가포르 지도층에게 권위를 부여하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싱가포르는 초등학

교 졸업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 결과에 따

라 상급 학교 진학 예정자와 직업학교 진학자를 구분하고, 입시 경쟁

이 한국만큼이나 치열하다. 명문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의 힘

을 빌어야하며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명문 학교 진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Yeoh et al. 2016: 71).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몇 년 간 싱가포르 정부는 PSLE 개정 등을 포함해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

으며(강윤희ㆍ최인아 2018: 105-106), 옹예쿵 교육부 장관은 4세대 

지도부와 긴 히 협력하여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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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Wong 2019).

Ⅳ. 외교

1. 국제  상 제고와 실속 외교 추진

2018년은 싱가포르의 외교적 위상이 빛을 발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싱가포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경쟁력과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기의 회담’으로 일컬어진 북미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뿐만 아니라 개최지가 어디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스위스, 스웨덴, 몽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했으

나 미국과 북한의 선택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선정

된 배경에는 중립적 이미지와 더불어 싱가포르가 북미 양측과 우호

적 관계를 지속해왔던 점이 가장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는 북한 대사관이 설치된 47개국 중 하나이며 유엔 대북 제재 이전에

는 북한의 7대 교역국이었다(Mellen and Hickey 2017; Reuter 2017). 

미국과는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미군의 아시아 주둔과 대테러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일본에 이어 미

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아시아 국가이다(Ghosh 2017).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독립 직후부터 비동맹노선을 견지하며 모든 국가와 우

호관계를 유지해왔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원칙에 기

반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해왔다. 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도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2015년 첫 양안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 대테

러 역량을 갖추고 있어 철통 보안이 가능하고, 마이스(MICE)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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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아시아안보회의 등 여러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

도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선정된 주요 요인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인구 560만 명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CNN, BBC 등 유수의 언론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스카이라인과 유명 관광명소들을 비롯해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는 곳곳이 전 세계

에 생중계 되었다. 싱가포르는 보안 강화, 미디어 비용, 북측의 숙박

비 등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1,630만SGD를 쓴 것으로 알려졌으나

(Huiwen 2018), 미디어 분석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이번 정상회담 

개최로 7억SGD 이상의 홍보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Au-Yong 2018c).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소국 싱가포르가 짧은 준비 기간

에도 역사적인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역량을 지녔다는 점을 국

제사회에 알리고 중립 지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에는 매우 복잡한 준비가 요구되는 만

큼, 싱가포르의 안보 역량, 효율적 운영,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능력 등 자국의 경쟁력을 국제무대에 보여 줄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싱가포르의 중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으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싱가포르가 세계 평화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

혔다(Cheong 2018a). 샨무감 내무ㆍ법무부 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

최는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명하는 계기였다며 싱가포

르가 나라는 작지만 국제 사회의 중요한(serious)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Mei 2018). 실제로 싱가포르는 중립적 외교노선 고수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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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해왔다. 홍콩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제네바’로 언급하였듯이

(Jaipragas 2018a), 첫 양안 정상회담(2015년)에 이은 이번 북미 정상

회담 개최는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 파트너’로서의 소프

트파워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해 역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해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각종 난제가 부

상하는 까다로운 시기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싱가포르와 함

께 아세안 리더십의 주축이 되어왔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 내부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의장국 수임은 아세안이 역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도모할 최적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배긍찬 2017: 20). 실제로 싱

가포르는 ‘복원력’(resilience)과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내외 경

제통합 강화를 비롯해 남중국해,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극

적으로 주도하였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경제통합을 위해 혁신과 전자상거래 촉진, 무

역 활성화, 서비스ㆍ투자 통합, 규제 환경 개선, 역외 통합 진전 등의 

5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아세안 싱글 윈도우 구축, 아세안 서비

스 무역 협정 강화,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 강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에 노력을 기울였다(ASEAN 

2018).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본 RCEP의 연내 타결은 무산되었지

만, 2019년에는 RCEP을 최종 타결한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세안은 싱가포르 주도 하에 첫 아세안 전자 상거

래 협정을 체결하고 아세안 금융 혁신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한편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와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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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추진하여 아세안 회원국 및 주요 

역외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ASCN 주도는 현재 

스마트네이션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을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자국의 스마트 시티 산업을 주변국에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

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초안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COC 

협상에 진전을 이루었다(Wong and Lo 2018). 10월에는 양측이 남중

국해 해상에서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아세안 합동

군사 훈련은 중국이 상호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 중-아세

안 국방장관 비공식 회의(ACDMIM)에서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로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중-아세안 합동군

사 훈련은 최근 중-필리핀 관계 개선에 따른 남중국해 긴장 완화 분

위기와 함께 의장국 임기 내에 첫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싱가포

르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Parameswaran 

2018a). 또한 싱가포르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CUES)’을 영공의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바, 10

월 19일 아세안국방장관회의에서 ‘군용기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GAME)’이 채택되었다(Mahmud 2018).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

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졌다. 2017년 마라위(Marawi) 사태 이후 동남

아에서의 IS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되었으며 싱가포르

는 역내 테러리즘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 전 부터 테러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에 따라 7월 3~5일 

첫 ‘아세안 군 정보공유 워크숍(AAISW, ASEAN Armies Information 

Sharing Workshop)’을 개최하고 역내 테러리즘 및 화생방 위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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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Liew 2018). 이 외에도 아세안회원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보안센터

(ASCCE)’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는 3천만SGD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여 향후 5년간 ASCCE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으

며,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미국, 호주, EU 한국 등의 

협력을 촉구하였다(Parameswaran 2018b). 남중국해 긴장완화, 테러

리즘 방지, 사이버안보 강화는 싱가포르 국가 안보의 최우선적 과제

이다. 따라서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기회 삼아 자국의 

이해 사안을 아세안 의제에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상기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2. 다시 불편해진 이웃: 싱-말 계 악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성과와 달리 최인접국인 말레이시아의 관

계는 순탄치 않았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을 탈퇴 한 후 양국

은 견원지관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마하티르 총리 재임 시절

(1981~2003)에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었다(Jaipragas 2018b). 양국 

관계는 나집 전 총리의 재임 시절 상당히 호전되는 모양새를 보였으

나,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 이후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양국의 

냉각 국면은 5월 28일 마하티르 총리가 일방적으로 싱가포르-말레이

시아 고속철 사업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리셴룽 총리와 

나집 전 총리가 2016년 체결한 싱-말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시아의 

첫 국가간 고속철도 사업이자 양국의 협력 관계가 진일보했음을 보

여주는 상징적인 예였다. 마하티르 총리는 싱-말 고속철 사업에 280

억USD의 거액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 말레이시아 측이 얻는 수익은 

없다며,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물 수는 있겠으나 국가 부채 문제 해

결을 위해서 사업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CNA 2018f). 싱가포



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143

르는 이미 고속철 사업에 2억5천만 SGD를 썼다며 말레이시아에 일

방적인 사업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말

레이시아는 취소가 아닌 연기를 택하였다(Kwang 2018b). 결국 양국

은 9월 5일 위약금 없이 고속철 사업을 2년간 연기한다는 새 협정을 

체결하였다. 새 협정은 2020년 5월 31일까지 고속철 사업이 재개가 

되지 않을 시 말레이시아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

고 있다(Yong 2018a). 새 협정으로 말레이시아는 5억RM의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싱가포르로서는 사업의 전면 취소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 지역이 싱가포르에 제공하는 물 

값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싱가포르는 현재 1962년에 체결된 

양국 간 용수협정에 의거해 매일 2억 5천만 갤런의 생활용수를 조호

르에서 1,000 갤런 당 3센(약 8원)에 제공받고 있으며, 이 조건은 

2061년까지 유효하다.24) 양국이 물 값을 두고 갈등을 겪은 것은 처

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의 전 재임 시절에도 싱가

포르에 물 값 인상을 요구해 양국이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결

렬되었다. 2003년 마하티르 총리가 퇴임하면서 양국 간 물 값 분쟁

은 소강기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1월 리셴룽 총리와 나집 총리는 

1962년 용수 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CNA 

2018g).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은 물을 둘러싼 양국 갈등을 

재점화시켰다. 

6월 25일 마하티르 총리는 50년 전에 책정된 물 값이 터무니없이 

싸며 2,510억USD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물 값 상승이 불가

피하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다음날 

성명을 통해 “1962년에 체결된 용수 협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24) 양국은 1961년과 1962년 계약기간이 각각 50년과 100년인 용수 공급 협정을 맺었
으며, 1961년 협정은 2011년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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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분리 협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서 양국은 상기 협정을 충

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Naidu 2018). 1962년 용수 협정은 

1987년에 물 값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말레

이시아가 1987년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현 물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싱가포르측의 입장이다(Yahya 2018b). 그

러나 마하티르 총리는 8월 14일 물 값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Straits Times 2018a). 조호르에서 공급되는 물은 싱가포르 하루 물 

사용량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양으로 말레이시아의 물 값 분쟁은 싱

가포르에게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민감한 사안이다. 싱가포르는 재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물 값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물 값으로 점화된 양국 갈등은 12월에 불거진 영공 갈등과 영해 

분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11월 29일 앤소니 로케(Anthony Loke)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의회에서 싱가포르 셀레타르(Seletar)에 

새로 적용되는 계기착륙장치(Instrument Landing System: ILS)가 자

국 영공인 조호르 지역을 저공 비행 하도록 유도해 해당 지역의 인프

라 건설을 저해시킨다며 1973년 싱가포르에 위임했던 조호르 주의 

공역 통제권을 반환 받겠다고 발표하였다.25) 이에 콰분완(Kwa Boon 

Wan)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ILS 설치는 셀리타르 공항을 이용하

는 항공기들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조치일 뿐, 공역 관리는 영유권

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역 통제권

은 주변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에게 부여되고 국제민간항공

기구에 의해 승인된 것임을 강조하였다(Teoh 2018). 이후 양측은 

ILS 시스템이 비행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설전을 벌였다. 로케 말레시

25) 싱가포르 셀레타르 공항은 2019년 1월 3일부터 새 ILS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며, 
말레이시아는 해당 비행 경로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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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통부 장관은 셀레타르 공항의 ILS로 인한 고도 제한이 파시르 

구당 항구(Pasir Gudang Port)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으며, 

콰분완 장관은 ILS 도입이 파시르 구당 항구 운영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며 말레이시아 측이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항공 협정을 

바꾸려 한다며 반박했다(Yusof 2018b).

셀레타르 공항의 ILS를 둘러싼 갈등은 말레이시아 선박의 싱가포

르 영해 침입 이슈화로도 번졌다. 12월 4일 콰분완 교통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공역 통제권 반환 요청에 대한 반박과 별도로 말레이

시아 정부가 조호르 바루(Johor Bahru) 항의 항구 경계(port limits)를 

일방적으로 확장해 말레이시아 선박이 싱가포르 투아스(Tuas) 해역

을 침범하게 했다면서 영유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

표하였다. 콰분완 장관은 이 날 성명에서 말레이시아측에 두 차례의 

외교 문서를 보내 이 문제에 항의했으나 말레이시아 선박이 지속적

으로 자국 해역을 침범해왔다고 밝혔다(CNA 2018h).26) 이후 말레이

시아가 언론 성명을 통해 확장된 항구 경계는 말레이시아 영해 안에 

있다고 반박하자 12월 6일 싱가포르도 투아스 항의 항구 경계를 확

장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측은 12월 8일부터 일시적으로 해당 해역

에 양국 선박 출입을 자제시키자고 제안하였으나 싱가포르는 말레

이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traits Times 2018b). 12월 10

일 마하티르 총리가 나서 싱가포르와 영유권 문제에 대해 협상하겠

다고 밝혔으나 싱가포르 해역에 위치한 자국 선박들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싱가포르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측의 

결정에 실망을 표한다며 말레이시아 지속적인 자국 해역 침해로 예

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말레이시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이

26) 콰분완 장관은 싱가포르는 11월 5일과 11월 9일 말레이시아측에 구술서(Third 
Person Note)를 보내 이 문제를 항의한 바 있으며, 리셴룽 총리는 아세안정상회의
에서 마하티르 총리에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
다고 부연했다(CNA 20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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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고했다(CNA 2018i). 한편 싱가포르는 12월 13일 유엔해양법협

약(UNCLOS) 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확정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 배

제를 선언하고 이러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믿는다고 밝혔다(Hussain 2018b). 리셴룽 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 장

관들은 양국 문제를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으며 2019년 싱-말 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ai 2018e).

3.  계 정상화, 미 안보 력 지속, 한-싱 력 강화

2016~2017년 남중국해 문제로 악화되었던 대중국 관계는 2017년 

9월 리셴룽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회복 기미를 보였으며(강윤

희ㆍ최인아 2018: 96-98), 2018년 싱-중은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하며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했음을 알렸다. 양국 정상은 4월 보아

오(Boao) 포럼에서 개방적 교역 질서 확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어떠한 무역 분쟁도 WTO 체제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

다. 양국 정상은 쑤저우(Suzhou) 공업 원구, 텐진(Tianjin) 에코 시티, 

충칭(Chongqing) 연계성 이니셔티브 등 정부간(G2G) 협력 프로젝트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현재 광저우개발구와 싱가포르 싱브릿지

(Singbridge)사가 추진하고 있는 싱-중 광저우 지식도시 건설 프로젝

트를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

다(Cheong 2018b). 이와 더불어 양국은 리커창 총리의 11월 싱가포

르 방문 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싱-중 협력의 핵심 축으로 

지정하고 인프라 및 금융 연계성 개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리셴룽 총리의 보아오 포럼 참석 시 일대일로 협력 각서를 

체결한데 이어(CNA 2018j),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 육해 

무역 회랑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Siong 201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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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서명하고,27)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간 프로젝트 개발의 지속과 새 프로젝트 발굴을 약속하였다(Siong 

2018). 안보 분야에서도 샹그릴라 대화와 샹산 포럼에서 고위급 관

계자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2019년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

였다(Wei 2018). 한편 중국은 중국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 개

혁개방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중국 개혁 우의상’ 수

상자에 리콴유 전 총리를 포함시켰다(Straits Times 2018c). 리콴유 

전 총리의 우의상 수상은 덩샤오핑의 싱가포르 첫 방문 40주년 기념

과 함께 리콴유 시대부터 다져온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우방국인 미국과 안보 협력 강화를 지속하였다. 싱가

포르와 미국은 4월, 9월, 10월 세 차례 미국에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Parameswaran 2018c), 리셴룽 총리는 11월 마이크 펜

스(Mike Pence)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매우 긴 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다(Garekar 2018). 리셴룽 총리

는 공동 성명에서 싱가포르가 미 공ㆍ해군의 순환 배치를 포함한 역

내 주둔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국이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긴 히 협조해왔음을 강조하였다. 펜스 부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협력

하여 인도ㆍ태평양 전역의 하늘과 바다의 자유를 수호할 것임을 강

조하고, 특히 남중국해는 어느 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항해와 비

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리 총리와 펜스 부통

령은 미국의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는 싱-미 사이버안보 기술 원조 프로그램의 출범을 선

27) 기존 협정의 원산지 규칙, 해관(세관)절차와 무역편리화, 무역구제,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3가지 영역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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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고, 매년 3차례의 사이버안보 교육 워크숍을 싱가포르 혹은 아

세안 회원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CNA 2018k).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역내 관여를 지원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싱가

포르는 이러한 헤징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

해 서로와의 전면 대결을 피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

이다. 사실 2018년 싱가포르의 대중, 대미 관계는 양국 관계 차원에

서만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였을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잠시 소원

했던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펜스 

부통령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을 구체화하며 미국의 대아시아 관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예전 같

으면 싱가포르가 환영했을 시나리오겠지만, 미-중 관계 악화는 싱가

포르의 전통적 외교 노선에도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출범 이래 공동 성명 채택이 처음으로 

불발되었으며, 미-중 간 무역 긴장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

다.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며 항상 중립

적인 발언을 해왔던 리셴룽 총리도 아세안이 “어느 한 쪽 편에 서기

를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 국제 정세에 대한 강한 우려

를 나타냈다(Yi 2018c).

한편, 우호적 관계를 다져온 한-싱 관계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

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1~13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싱가포르의 지지를 확보

하였다. 문 대통령은 리셴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를 신

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하였다. 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의 필요성

을 공감하고 현재 약 200억USD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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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함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활성

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의 첨단 분

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양국이 우

위 기술을 살려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용해 

제3국 공동 진출을 도모하기로 합의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스마트시티 공동 진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외에

도 스마트 그리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

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싱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개도

국 물 산업 공동 진출, 기후변화ㆍ대기오염 대응, 폐기물 관리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공조를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의 상대국 상호진출 지원과 제3국 공동 진출 및 혁신 동력 공동 창출

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Yong 2018b).

싱가포르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자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였

던 만큼,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아

세안의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

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주최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역내 

경제적 번영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북한의 비핵화

에 싱가포르와 아세안의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8) 리셴룽 총리는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당사국 간의 건설

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싱가포르가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대화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언급하였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과 더불

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해양안보, 사이버

28)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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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Yong 

2018b). 한-싱 정상회담은 양국이 직면한 경제ㆍ안보 현안의 공통점

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중소기업ㆍ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모색은 양국의 상생 경제협력을 이끌 

대표적인 분야로서, 이들 분야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향후 망

차기 총리 선임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인민행동

당 지도부는 11월 헹 장관을 차기 총리로 확정 지으며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리셴룽 총리는 4세대 지도자들

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 선거제

도와 여당의 국정 장악력을 고려할 때 인민행동당의 집권은 앞으로

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부각된 여러 도전과제들은 집권

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초래할 

수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은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

은 아직 4세대 리더십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Hoong 

2018a), 인민행동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할 난제들에 

직면해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활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외 경제 

여건에 취약한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

며,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

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아세안 의장국 수행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마찰로 퇴색되었다. 특히, 양국 간 물 값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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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싱가포르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니 만큼 말레이시

아의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영해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현 

지도부가 이러한 도전과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면 4세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도 정부의 집권 강화를 위협하는 정보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민

주적 조치는 이미 약화된 집권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흔드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29)

리(Lee) 총리 일가의 불화 지속도 집권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7년 리셴룽 총리의 형제들은 리 총리의 권력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리 총리가 아버지의 자택을 ‘정치적 유산’으로 삼

아 아들 리홍위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Sim 

2017). 리셴룽 총리는 형제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였으며 양측이 

공개적인 논쟁은 삼가겠다고 밝히며 형제간의 불화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30) 그러나 최근 리 총리의 동생 리셴양(Lee Hsein Yang)

이 리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리 일가의 불

화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리셴양은 리 총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리엉 쓰 햔의 크라우딩 펀딩 계좌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Cheng 2018), 탄쳉복(Tan Cheng Bock) 전 인민

행동당 의원이 새 당을 창설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탄쳉

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Iwamoto 2019). 탄쳉복 전 의원은 

2011년 대선에서 토니 탄(Tony Tan) 후보에게 아깝게 패배한 인물로

서 2017년 대선에 재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29)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 약화에 대한 분석은 Barr(2016), Rodan(2016), Yeoh 
et al (2016)를 참조

30) 자세한 내용은 강윤희ㆍ최인아(2018: 8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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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계 후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다.31) 선

거법 개정이 탄쳉복 전 의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

이 돌았을 만큼 탄 전 의원의 총선 출마는 야권의 지지율 확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셴양은 탄 전 의원을 “싱가

포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리더(the leader Singapore deserves)”로 치

켜세우며 여당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였다(Iwamoto 2019). 인민행동

당 리더십의 핵심 축인 리 총리 일가의 균열이 집권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리셴룽 총리의 아들 리홍위(Lee Hongyi)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

도 거론되고 있다.(Yong 2019). 리홍위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의

사를 표명해왔으나(Yuen-C 2017), 리홍위가 정부 조직에 몸 담게 되

면서 향후 아버지와 유사한 코스를 밟게 될 것이라는 의혹은 끊임없

이 제기되어 왔다(Barr 2018; Vasagar 2017). 현재 리홍위는 총리실 

산하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 of Singapore)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근 야후 싱가포르(Yahoo Singapore)는 

리홍위의 정계 진출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

다.32) 리홍위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리(Lee) 일가의 총리직 3대 

징검다리 세습 가능성 의혹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며, 리홍위의 정계 

입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차기 총선의 주요 변

수가 될 것이다. 인민행동당의 재집권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4세

대 지도부에 대한 미확신, 리콴유 전 총리 서거 이후 실추된 총리 

일가의 명예, 엘리트주의에 대한 회의론,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 새

로운 야권 세력 등장 등은 여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기에 충

31) 탄쳉복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좌절 배경과 2017년 대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강윤희ㆍ최인아(2018: 85-89) 참조  

32) 블랙박스 리서치(Blackbox Research)가 916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
표 결과에 따르면, 리홍위의 정계 진출에 대해 응답자의 9%가 ‘매우 긍정적’, 41%
가 ‘긍정적’, 30%가 ‘부정적’, 20%가 ‘매우 부정적’으로 답하며 50:50의 팽팽한 
균형을 보였다(Yo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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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보인다. 따라서 차기 총선은 4세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

임뿐만 아니라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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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ingapore 2018: 

Making a Turning Point for Leadership Transition 

CHOI Ina
(KIEP)

At the end of 2018, the People’s Action Party(PAP) appointed Finance 

Minister Heng Swee Keat as the party’s first assistant secretary-general, 

hinting that he will succeed PM Lee Hsein Loong in the coming years. 

The party renewal has been also made as fourth generation leaders took a 

stronger hold of the party’s highest ruling body. The leadership renewal in 

2018 put an end to uncertainty over who will lead the country after PM 

Lee, but concerns about leadership transition have not entirely abated. 

Minister Heng will take over the reins of leadership from his predecessor 

with the shortest preparation period in Singapore’s history. It also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 are ready to address 

uneasy challenges  for Singapore and the party itself. In 2018, the PAP 

faced uncomfortable issues that may undermine its political legitimacy. 

Given the uncertainty of the global economy, it is uncertain if Singapore 

can sustain growth. The PAP is also under pressure to address public 

grievances over rising inequality. The aging population requires more 

public spending for the elderly. The prickly relationship with Mahatir-led 

Malaysia threatens water security and triggered maritim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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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ans have given up certain civil liberties in exchange for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better quality of life. Since this social 

compact has weaken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failure to address those 

challenges above will further shake the legitimacy of the ruling party. The 

next general election will be a test for both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 

and the legitimacy of the PAP.

Key Words: Singapore, People’s Action Party(PAP), leadership 

transition, 4G leadership, political legitimacy, Lee Hsein 

Loong, Heng Swee Ke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