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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전쟁은 인류 문명사에 중요하다.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늘 존재해 왔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타협과 협상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갈등과 분쟁은 무력분쟁으로 확대되고 수많은 인명손실과 더불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
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현재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제분쟁의 환경 또한 변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분쟁관리
및 해결의 주요 메커니즘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간 상호 협력은
물론 유엔 중심의 국제평화활동은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에 중요하다.
1948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시작된 이래 유엔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왔다. 즉 유엔은 활동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전통적 평화활동에서 확장된 평화활동으로 확대함으로서 평화유지, 평화구현, 평화 구축
을 위한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하에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 UN PKO)과 국제지역기구나 특정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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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군평화활동(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 MNF PO)1)이 있다. 1964년 베트남
전 파병은 대한민국의 첫번째 해외파병이었고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다. 1991년 9월 유엔
에 가입후,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평화활동 및 인
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해 왔고 2011년 비분쟁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 아크부대를
파병하며 국방협력이라는 해외파병의 새장을 열었다.
본 논문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임무단 중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을 통해 현 중동의 분쟁 원인, 양상, 전개와 유엔 임무단의 주요활동 등을 살펴보고 한
국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세계의 화약고 중동
1. 중동분쟁의 원인과 양상
1) 중동분쟁의 특징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지역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분쟁만큼 그 분쟁원인이 다양한 곳은 찾기 어려울 듯 하다. 일
반적인 분쟁의 원인은 종교·종파 분쟁, 인종분쟁, 부족 간의 분쟁, 자원 분쟁, 국경분쟁, 영토
분쟁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중동분쟁에서는 이 모든 원인들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독립으로
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은 더 나아가 유대인 대 아랍인의 1-4차 중동전으로 이
어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대교·기독교 대 이슬람간의 갈등과 분쟁, 더 나아가 서구
기독교 문화 대 아랍 이슬람문화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어왔다. 오스만 터키의 멸망 이후 서구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금의 아랍세계는 번영을 구가하던 아랍제국 시대의 영광을 되찾
기 위해 이슬람 정신의 회복을 갈구하고 아랍의 단결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
국가별 국익에 따라 또는 정권유지를 위해 독재와 국민탄압, 내전 등 국가를 부흥시키고 국민
의 안위를 지키는 일과는 동떨어진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9.11테러로 극명하게 나타난 폭력성과 잔혹성은 이를 척결하겠다며 시작된 대테러전을 거
치며 오히려 증폭되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아랍과 이슬람은 테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그 여파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시
작된 아랍의 봄은 오랜 세월 독재정권에 억눌렸던 민중들의 봉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열망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중동에 도미노처럼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란 핑크빛 전망도 있었
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상황과 정치체제는 또다른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며 내전과
극단적 테러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갈등과 분쟁, 테러와 테러리즘은 중동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분쟁의 씨앗들을 발아, 성장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력분쟁의 영향은 단지 중동내로
제한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즉, 과학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풍요
롭고 편리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 테러의 글로벌화
와 첨단과학기기로의 무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의 무력분쟁은
단지 중동지역에 그치지 않고 분쟁지역 주변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영향권에 두게 된 것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탈레반 정권의 붕괴로 끝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내 무장단체
1)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비유엔평화유지활동(Non-UN PKO)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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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양산했고, 2003년 이라크전으로 후세인의 장기독재정권의 막은 내렸지만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국가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손실은 물론 사회혼란을 겪고
있고 수많은 이재민과 난민의 양산으로 또다른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슬람세계의
순니와 쉬아간의 갈등관계는 작금의 정치 불안과 더불어 서남아시아지역의 정세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고, 예멘을 비롯한 아랍국가에서의 혈족중심의 부족주의는 현대의 국가발전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르드, 앗시리아, 야지드
등 소수 종교/종족과의 갈등과 분쟁, 쿠웨이트와 이라크와의 영토 및 유전 분쟁, 아랍에미리
트와 이란과의 도서분쟁(3개섬, 아부 무사, 소툰부, 대툰부), 레바논에서의 종교, 종파간 권력
분배 갈등, 리비아에서의 동서 지역 간 분쟁 등 그 분쟁의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2) 중동의 테러와 테러단체
아니러니하게도 과학의 발전은 테러의 수단과 피해정도도 급격하게 발전 확대시켜 왔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동시다발적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는 글로벌화, 과학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11과 대테러전을 거치면서 중동 뿐 아니라 세계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겪어왔고 2011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에서의 급격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수십년에 걸친 독재 철권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시민에 의한 변화를 보고 느낄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혼란을 틈탄 무장 테러단체들의 부상과 활동도 두드러졌다.
9.11테러와 함께 부상했던 글러벌 테러단체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하며 활동하고 있고, 알-카에다의 분파로 활동하던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
을 계기로 급격한 세력 확장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상당 지역을 점령하며 칼리파제
이슬람국가(IS)를 선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 두 테러단체는 중동
아프리카의 혼란한 지역들의 무장단체들과 연합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지부를 확장하며 세를
불리고 있고 중동지역을 혼란에 빠트림은 물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한 중·서부 아프리카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보코하람, 소말리아를 중심
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알-샤밥,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파쉬툰족을 중심으로한 탈레
반, 그 외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혼란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
는 군소 무장단체들은 지역의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중동 분쟁지역
2003년 3월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2011년 12월 미국의 철군과 함께 일단락되었으나, 미군
의 철군 이후에도 이라크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간의 갈등, 순니 쉬아간의 갈등과 분쟁이 내전으로
확대되어 민생은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아랍의 봄과 함께 시작된 중동내 사회적 혼란은 시
리아내전으로 악화되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간의 전투와 수많은 폭력사태로 인한 민간인 희
생은 물론 대규모 난민사태도 야기시켰다. 2015년 시작된 하디정부군과 후티반군과의 무력충
돌로 시작된 예멘의 내전은 사우디군 중심의 아랍연합군의 예멘내전 개입으로 이어져 인적,
물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이후 계속된 남북 수단 간의 갈등과 국경
분쟁, 이어진 2013년 남수단의 내전과 북수단 다르푸르지역의 분쟁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
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12년 국민에 의해 집권한 이집트의 무르시 정권이
다음해 민중의 반기와 군의 무혈쿠데타로 붕괴되고 2013년 7얼 군의 쿠데타를 주도한 무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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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알시시가 대통령이 되며 이집트 군사정권이 수립되었고, 알시시 군사정권은 무르시정권때
권력의 정점에 섯던 무슬림 형제단을 불법 테러단체로 낙인찍으며 이들과 첨예한 대립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중동내 혼란은, 중동내 내재돼 있던 갈등 원인의 분출과 확대
그리고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아랍 민중의식의 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원인 등으로 중동의
정세는 한층 격렬하게 변화하고 불안정한 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중동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증대는 중동 전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 정
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국제문제로는 테러의 확산과 난민 위기일 것
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격퇴를 위한 미군주도로 국제연합군을
구성해 2015년 8월에 이라크를, 9월에 시리아를 공격하며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
멘내전 종식과 중재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아랍연합군을 구성해 2015년 4월부터 예
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은 난민 보호와 시민보호(Protection of
Civilion; POC)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
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
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이 필요하다.

2.중동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
1) 중동에서의 PKO 역사
유엔의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시작된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유엔 예루살렘 정전감시단을 시작으로 올해로 70년을 맞았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중동에서 시작되었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발전도 중동과 함께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임무
단 중 중동이 가장 많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동이 그만큼 분쟁이 많고 분쟁 원인 또한 다양하며 분쟁의
양상 또한 복잡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시작된 팔레스타인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948년 설치된
UNTSO(UN 예루살렘 정전감시단)은 유엔 최초의 정전감시 임무단으로 초창기 유엔의 전통적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시작이었다. 국제분쟁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평화활동도 변화를 추구하
게 되는데 그중 무력충돌이 중재로 중단되지 않을시 유엔군의 개입으로 강제할수 있도록 유엔
평화유지군이 투입되는데, UNEF-1(UN 긴급 평화유지군-1)은 1956년 제2차 중동전(수에즈
전쟁)때 구성된 최초의 유엔 긴급평화유지군 임무단이었고 UNEF-2(UN 긴급평화유지군-2)는
제4차중동전쟁(욤키푸르전쟁 or 10월전쟁, 1973.10.7.-10.25.) 발발로 이루어진 유엔긴급평화
유지군 임무단이다. 이 임무단은 UNSCR 제338호, 제339호를 결의했지만 실패로 끝남으로써
10얼 24일 UNEF-2를 설치하고 10월 25일 UNSCR 제340호 결의가 이루어졌다.
<표 1> 중동에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
임무단 명칭
1
2

UNTSO
(UN 예루살렘 정전감시단)
UNMOGIP
(UN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기간

설치 근거/창설

1948.6-

1948.5.29. UNSCR 제50호

1949.1-

1949.1.24. UNSCR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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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UNEF-1
(UN 긴급 평화유지군-1)
UNOGIL
(UN 레바논 정전감시단)
UNIPOM
(UN 인도-파키스탄 옵서버 임무단)
UNYOM
(UN 예멘감시단)
UNFICYP
(UN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EF-2
(UN 긴급평화유지군-2)
UNDOF
(UN 골란고원 감시군)
UNFIL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UNGOMAP
(UN 아프간-파키스탄 조정사무소)
UNIIMOG
(UN 이란-이라크 정전감시단)
MINURSO
(UN 서부사하라임무단)
UNOSOM-1
(UN 소말리아임무단-1)
UNOSOM-2
(UN 소말리아임무단-2)
UNASOG
(UN 차드-리비아감시단)
UNMEE
(UN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임무단)
UNAMA
(UN아프가니스탄지원단)
UNAMI
(UN 이라크지원단)
UNMIS
(UN 수단임무단)
UNAMID
(AU/UN 다르푸르 혼성임무단)
UNISFA
(UN 아비에이 잠정군)

1956.11-1967.6.

1956.11.1일부터 10일간 실시
된 UN 긴급총회 의결

1958.6-1958.11

1958.6.11. UNSCR 제128호

1965.9-1966.8.

1965.9.20. UNSCR 재211호

1963.7-1964.9.

1963.9.4. UNSCR 제179호

1964.3-

1964.3.27. UNSCR 제186호

1973.10-1979.7.

1973.10.25. UNSCR 제340호

1974.6-

1974.5.31. UNSCR 제350호

1978.31988.5-1990.3.

1978.3. UNSCR 제425호, 제
426호
1988.10.31. UNSCR 제622호
채택해 임무단 승인

1988.8-1992.2.

1988.8.9. UNSCR 제619호

1991.4-

1991.4.29. UNSCR 제690호

1992.4-1993.3

1992.4.24. UNSCR 제751호

1993.3-1995.3.

1993.3.28. UNSCR제814호

1994.5-1994.6.

1994.5.4. UNSCR 제915호

2000.7-2008.6.

2000.6.31. UNSCR 제1312호

2003.7-

2002.3.28. UNSCR 제1041호

2003.8-

2003.8.14. UNSCR 제1500호

2005.3-2011.7.

2005.3.24. UNSCR 제1590호

2007.7-

2007.7.31. UNSCR 제1769호

2011.6-

2011.6.27. UNSCR 제1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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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NSMIS

2012.4-2012.8.19

(UN 시리아감시단)

2012.4.21. UNSCR 제2043호

※ 참고:
UNOSOM-1: 1992.8.28.UNSCR 제775호에 의거 임무 확장,
1992,12.3일 UNSCR 제794호에 의거 창설된 UNITAF에 의해 방호력 증강됨.
UNAMA, UNAMI는 정치임무단
UNMIS는 남수단 독립일인 2011.7.9.일부로 UNMISS로 전환
<표2>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임무유형
임무유형

계: 15
1989-1999
계: 38

(Multidimensional

(Enforcement

PKO)

mission)

(Observer mission)

(Traditional PKO)

10

4

13

4

10

11

2

3

13

10

13

25

2000-2015
계: 18
총계: 71

평화강제 임무

전통적 평화유지

시기 및 합계
1948-1988

다차원적 평화유지

평화유지 감독 임무

23

1

2) 중동에서의 PKO 현황
1948년 UNTSO(UN 예루살렘 정전감시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행된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은 71개 임무단이며, 현재 14개 임무단에서 110,000명(2018.5,30)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요원이 임무 수행중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요원은 군인,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분쟁의 환경변화에 따른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변화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임무
활동도 경찰과 민간인, 여성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임무수행중인 14개
임무단중 8개 임무단이 중동지역에 있다. 유엔 정무국(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DPA) 산하 현 정치임무단 중 중동 서아시아지역 7개 임무단 중 6개 임무단이, 아프리카 10개
정치임무단중 5개 임무단이 중동에 있다. 유엔 정무국의 특별정치임무단 중 특사 임무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559호(2014)에 의거해 설치 운용되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는 이라크
(UNAMI), 아프가니스탄(UNAMA), 시리아(Special Envoy Syria), 예멘(Special Envoy Yemen),
레바논(UNSCOL), 팔레스타인(UNSCO)의 6개임무단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서부사하라(Personal
Envoy Western Sahara),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Special Envoy Great Lakes Region),

남-북

수단(Special Envoy Sudan and South Sudan), 리비아(UNSMIL), 소말리아(UNSOM) 등 5개 정
치임무단이 있다. DPKO 휘하의 임무단 8개와 DPA 휘하의 11개 임무단을 합치면 총19개의
유엔 임무단이 중동에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 예산의 상당부분이 중동에서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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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UN DPKO 주관 현행 14개 UN PKO 임무단 및 각 임무단 예산2)
임무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UNTSO
(UN 예루살렘 정전감시단)
UNMOGIP
(UN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FICYP
(UN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DOF
(UN 골란고원 감시군)
UNIFIL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MINURSO
(UN 서부사하라 임무단)
UNMIK
(UN 코소보 임시행정기구)
MINUJUSTH
(UN 아이티 정의지원 임무단)
UNAMID
(AU-UN 다르푸르 혼성임무단)
MONUSCO
(UN 콩고 안정화 임무단)
UNISFA
(UN 아비에이 잠정군)
UNMISS
(UN 남수단 임무단)
MIUNSMA
(UN 말리 다차원통합안정화 임무단)
MINUSCA
(UN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차원 통합안정화 임무단)

(2018.11.30)

임무

PKO인원

예산 US $

시작일

(희생자수)

(2017.7-2018.6)

1948. 5

376(51)

68,949,400

1949. 1

114(11)

21,134,800

1964. 3

1,023(183)

57,651,200

1974. 5

1,105(52)

57,653,700

1978. 3

11,271(313)

483,000,000

1991. 4

45816)

52,519,000

1999. 6

353(55)

37,898,200

2017.10

1,572(1)

25,000,000

2007. 7

13,843(266)

486,000,000

2010. 7

18,971(154)

1,141,848,100

2011. 6

4,827(31)

266,700,000

2011. 7

18,963(62)

1,071,000,000

2013.4.

15,469(177)

1,048,000,000

2014.4.

14,613(75)

882,800,000

출처: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past-peacekeeping-operations)

2) PKO 인원은 2018년 5월 기준이며, UNTSO 예산은 2016–2017 승인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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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UN DPA 주관 현행 중동지역 정치임무단3)
임무단 명칭

창설

SCR 제1500호(2003)
SCR 제1770호(2007)

2.UNAMA
(UN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2002.3

SCR 제1401호

2012.6

SCR 제2014(2011), 2051
호(2012), 2140호(2014),
2216호(2015)

2012.2

GAR 66/253, SCR 제
2042호, 2043호

5.UNSCO
(UN 중동평화협상과정 특
별 조정 임무단)

1999.10

팔레스타인에 2국가 건
설을 위한 중동 로드맵
과 마드리드원칙, 유엔안
보리 결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65

6.UNSCOL
(UN 레바논 특별조정 임무단)

2007.2

SCR 제1701호(2006)

레바논
(베이루트)

82

1.Personal Envoy Western
Sahara
(서부사하라 개별특사)

1997.3

SCR 제2414호(2018.4)

서부사하라

3

2.Special Envoy Great
Lakes Region
(대호수지역 특사)

2013.2

SCR
제2248호(2015),
2279호(2016), 2303호
(2016)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27

3.Special Envoy Sudan
and South Sudan
(남북수단 특사)

2011.8

2011.7. 남수단 독립

4.UNSMIL
(UN 리비아 지원단)

2011.9

SCR 제2009호

리비아/튀니지
(트리폴리/투니스)

278

5.UNSOM
(UN 소말리아 지원단)

2013.6

SCR 제2102호

소말리아
(모가디쉬)

277

서

아

아
프
리
카

이라크

인원4)

2003.8

(UN 사무총장 예멘특사)

시

임무지(본부)

1.UNAMI
(UN 이라크 지원단)

3.Special Envoy Yemen

아

설치근거

(2018.11.30.기준)

4.Special Envoy
(시리아 특사)

Syria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853
1,237

(카불)
95

시리아
(제네바, 다마스커스)

92

9

Ⅲ. 한국의 대중동 군사협력 현황과 전망
국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국력이다. 국력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며, 군인과 군대는 국
뱡력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쟁의 양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야
3) 중동지역 정치임무단은 서아시아지역 7개 임무단 중 6개, 아프리카지역 10개 임무단 중 4개로 총10
개의 정치임무단이 있음.
4) 인원은 National, International, UN Volunteers를 합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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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뿐 아니라 정보전, 사이버전, 산업전 등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빠
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환경하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또는 국가 안보를 보다 굳건하게 하기
위한 군의 활동도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으로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유엔군의
개입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원조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에 감
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행렬에 적극 동참해야 할 사명감도 있다.
국가의 안보환경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각 국가
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요구하고 있고 유엔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국제분쟁지역에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은 유엔군이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분쟁지역에 대한 이해 당사국이나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평화유지활동도 있다. 한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이 된 이후 유엔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에 해외파병을 해왔
고 2010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 겸 부총사령관 쉐이크 무함마드 알 나흐얀이 한국
에 특수작전부대의 파병 요청을 계기로 2011년 1월 아크부대를 창설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
해 현재까지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1.한국군의 해외파병 현황
한국군도 해외파병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은 1964년 베트남전이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 평화유지활동(Non-UN PKO), 국방협력의 형태로 군 해외파병을 해오고 있다.
한국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계기로 국제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한
국군의 파병을 해왔고 2011년 ‘UAE 군사훈련협력단’(이하 ‘아크부대’로 지칭)의 파병으로 기
존과는 다른 비분쟁지역에 우리군을 파병해 국방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은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로 유엔평화유지군 상록수부대를 파견했다. 그
후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
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 해성, 청마, 동의, 다산, 오쉬노부대를, 이라크에
서희, 제마, 자이툰, 다이만부대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해 시에라리온에 정
부긴급구호대를, 군사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한 국방협력활동으로 필리핀 아라우부대를 파견했
으며,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지원을 위한 아크부대가 임무 수행중이다. 1993년 소
말리아에 공병부대인 상록수부대를 파병한 이후 2018년 6월 기준 한국군의 해외파병 누적 현
황은 28개국 52,7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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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한국군 부대 해외파병 현황
파병지역

부대명

(2018.6월 기준)

파병기간

의료진(130)&태권도교관(10) 1차파병, 이

주월사, 맹호, 백마,

베트남

청룡, 십자성, 비둘기,

1964.9.11.-1973.3.23

백구, 은마부대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임무 / 비고
후 비둘기 부대(후방지원과 건설지원) 및
전투부대 추가파병, 총 31만여명 참전

상록수부대

1993.7-1994.3

공병부대로 재건지원

국군의료지원단

1994.8-2006.5

의료지원

공병부대

1995.10.5.-1996.12.28

재건지원

상록수부대

1999.10.4.-2003.10.23

의료 및 공병 419명 혼합편성

해성부대

2001.12.-2003.9

해군수송지원단의 전투지원부대

청마부대

2001.12-2003.12

해외전략공수 및 해상보급작전

동의부대

2002.2.27.-2007.12.14

의료지원

다산부대

2003.3-2007.12

건설 공병부대

오쉬노부대

2010.7.1.-2014.6.26

치안안정 및 재건지원

서희부대

2003.4.30.-2004.4.30

이라크 재건과 복구작업지원

제마부대

2003.4.30.-2004.4.30

의료지원

자이툰부대

2004.4.23.-2008.12.30

다이만부대

2004.10.12-2008.12.21

재건사업지원, 치안유지, 정보인프
라구축, 친한화 활동
쿠웨이트에 전개하여 자이툰부대와
다국적군의 군수보급 및 병력 공수
하는 전투근무지원단
작전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 레바논

레바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동명부대

2007.7.19-현재

및 친한화 활동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
청해부대

2009.3.13-현재

아이티

단비부대

2010.2.17-2012.12.22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2011.1.11-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2013.3.31-현재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12.21-2014.12.22

시에라리온

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에볼라

위기대응

정부긴급구호대

2014.12-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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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2010년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
구 및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남수단(종글레이주) 평화 및 재건지
원,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2013.1월 태풍 하이옌 피해, 타클
로반 재건지원
의료지원

현재 한국군의 파병현황은 12개국가5)에 1,109명이 파병중이다. 부대파병은 4개국 4개부
대 1,075명으로 다국적군 303명(1개국), UN PKO 623명(2개국), 국방교류협력 149명(1개국)이
며 개인파병은 10개국 34명으로 다국적군 9명(4개국)과 UN PKO 25명(6개국) 이다. 다국적군
5개국 312명, UN PKO 6개국 648명, 국방교류협력 1개국 149명이다.

<표6> 현재 한국군의 해외파병 현황
구분
부대파병
(1개국 303명)

(2018.6월 기준)

국가

부대/직위

지역

인원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덴만해역

303

바레인

4

협조장교

지부티

2

협조단/참모

플로리다 탐파

2

협조장교

슈트트가르트

1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아부다비

144

레바논

동명부대

티르

332

남수단

한빛부대

보르

291

인·파 정전감시단

카슈미르

8

남수단 임무단

주바

7

수단 다르푸르임무단

다르푸르

2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라윤

4

레바논사령부 참모(UNIFIL)

나쿠라

4

바레인
다국적군
5개국 312명

지부티
개인파병
(4개국 9명)

(CJTF-HOA)
미국
(중부사)
독일
(아프리카사령부)

국방교류협력
1개국 149명

부대파병
부대파병
(2개국 623명)

UN PKO
6개국 648명

개인파병
(5개국 25명)

총계

연합해군사
참모장교

1,109

출처: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부대활동 e-book

2.한국의 대중동 군사협력 과제와 전망
한국은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193개국이 유엔회원국이
며 국제분쟁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타결에 있어서 유엔회원국들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
5) 12개 파병지역은 미국, 독일, 서부 사하라, 수단, 남수단, 지부티, 레바논, 소말리아, 바레인, 아랍에미
리트, 인도, 파키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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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는 국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 있
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관계 수립과 유대관계 유지는 그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아랍,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
의 영향력 확대가 나날이 커지고 잇는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하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
아를 위시한 GCC 국가들의 약진과 막대한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애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중동시장은 자원 빈국이며 수출만이 살길인 한국으로서는 너무도 매력적이고 중요하다. 중
동은 현대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풍부하고 넓은 국토 면적 못지않게 많은 인구와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6·25전쟁의 참화 속
에서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국민적 정신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한국처럼 발
전시키려는 희망과 꿈과 열정을 지닌 이들과 나누고 줄 수 있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
것은 단순한 물자 원조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국가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기회이
기도 하다. 중동시장은 많은 국가들이 오랜 기간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에 대한 반감을, 때로는 서구 열강에 대한 동경심과 반감을 동시에 표출하기도 한다. 반
감은 주로 식민통치 시대의 착취와 약탈에 대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심을 나타내
게 되는 것은 서구 열강들의 발전된 국가를 보며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일 것이다. 중동 국가
들의 정치체제는 장기 독재체제, 왕정체제, 또는 공화제이며 국가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국가
의 발전정도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국력의 근간인 국방이 중요하며 국
방외교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선진 강대국에
비해 소수의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동분쟁은 특히나 다양성과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고 분쟁이 상존하는 지역인 만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이 활발하다. 따라서 유엔군과 다국적군으로서 한국군의 해
외파병은 중동이 가장 큰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아크부대 파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군사협력의 형태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크부대의
파병때 국내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파병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시켜가야 할 사안들이 있다.
첫째,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국제분쟁과
다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방교류를 통한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기
존의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UN PKO법)로는 부족하다.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했던 이슈가 비분쟁지역에 대한 우
리군의 파병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베트남전이 처음이다. 베
트남전 파병이 한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미동맹에 의한 시대적 정치적 환경에 따
른 파병이었다면,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한국의 첫 평화유지활동(PKO)의 시작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일 것이다. 이를 해외파병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한국의 해외파병
은 올해로 성년을 넘어 25년차가 된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5조6) 1항과 2항을 법적
6)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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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헌법은 1987년 전부 개정을 거쳐 이듬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법률로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활
동과 상호 국방협력을 위한 파병 등 여러 형태의 해외파병을 모두 담아내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2012녀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심의시, ‘군사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제 개정 등을 포함하여 검토’
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해외파병의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3
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쳤으나 헌법
제60조7) 1항과 2항에 위반된다는 여론에 밀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
회에 계류 중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렇듯 몇 차례 해외 파병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8)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해외파병법 제정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9)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필요 85.5%, 불필
요 11.6%, 모름/무응답 3%로 나타났고 법률전문가는 필요 90%, 불필요 10%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10%는 헌법해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일반국민의 85.4%, 법률전문가의 90%가 국군의 해외 파병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군 또한 변화하는 국제패러다임에 맞춰 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제정 및 상비군제
도 확립 등 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제도 정립과 함께 발전적 방향으로 더욱 정진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다변화 사회에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공헌 측면에서 분쟁지역에서의 국
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
춰 우리 군의 해외파병도 기존의 분쟁지역 파병이란 단순공식에서 벗어나 국가 간 국방 협력
을 통한 국익창출이란 큰 틀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을 꾸준히 시도해 보아야 할 것
이다. 국민들의 해외파병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해외파병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파병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파병의
장점으로 유사시 국제지원이 수월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증대, 국익도모 및
7) 헌법 제60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
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
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
의권을 가진다.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8) 해외파병 법률안 제정은 17대-19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다. 17대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
동에 관한 법률안’(2005년 10월, 송영선 의원 등)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18대 국회
에서는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안’(2009년 9월, 김장수 의원 등) 등 3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철회 또는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012년 5월 29일) 되었다. 19대 국회에서 ‘국군의 해외파
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2013년 6월, 송영근 의원 등)이 발의되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
(2014년 12월)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016년 5월 29일)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8월 25일 김영우 의원이 법률안 대표 발의로 국방위원회 계류 중이다.
9) 2017,7.12-2017.7.18.일까지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조사를 실시
됐으며 응답률 14.04%, 표준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으로 최대허용 표집오
차는 ±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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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실전 경험축적과 군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반면, 파병의 단점으로는 파병장
병의 인명손실, 파병비용의 부담, 파병에 대한 찬반 여론의 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남북대
치하에서의 안보 전력 약화 우려 등을 꼽았다.

<표7> 해외파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조사10)
응답(%)
항목

모름/

그렇다

아니다

87.1

10.4

2.5

88.2

10.2

1.6

86.6

11.5

1.9

84.6

12.7

2.7

5.우리군의 선진화 및 실전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

84.3

12.8

2.9

1.파병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

75.4

22.8

1.8

2.파병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

48.0

47.4

4.6

59.0

36.7

4.3

68.7

29.3

2.0

1.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2.파병된 해당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

무응답

장
3.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
점
4.파병된 해당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

3.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인해 국내정치 및 여론이 분
점

열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4.군병력과 장비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력이 약화된다.

셋째, 해외파병에 대비한 상비군 육성, 지속적인 파병 교육훈련 지원, 파병절차의 효율성
증대로 파병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법적 제도적 미약, 특수한 한반도의 안보환경, 국익보다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상당
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파병시기를 놓쳐 파병의 효과와 영향력 축
소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효과 반감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익창출 및 국익증대라는 대
승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외파병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뿐 아니라 활발한 지역연구를 통한 파
병 예상지역 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따른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

10)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7.7.12.-2017.7.18.일까지 전국 만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유무선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응답률 14.04%, 표집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
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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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확보 등 군사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 직·간접적인 국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Ⅳ. 결론
국가의 안보환경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각 국가
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요구하고 있고 유엔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유엔군을 통해 6.25 전란을 극복했고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폐허에서 세
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깊이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빚을 안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우리의 이런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테러에서 더 이상 한국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점 이외에도 향후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제공조의 절실함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기여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더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대다수의 임무단이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동의 동향은 한국의 국익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3D(defense, diplomacy, development) 접근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제 대승적 차원에서의 범정부 PKO 참여전략을 수립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국익증진과 국
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익창출은 물론 국제사회에 적
극적으로 공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국제평화활동의 적극 참여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함께 국방교류를 통한 국익추구란 측면에서 인
도적 구호 및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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