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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어느 새 2019년이 저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 미국이 기후, 이란핵문제 등 주요 다자적 국제합의에서 물러서고 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전후 미국이 주도해 온 리버럴 국제질서가
현실주의적 강대국 경쟁구도로 변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본 저서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은 역외균형
(offshore)전략에 입각한 아웃바운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시리아 아
사드정권 사수에 사투를 건 인바운드 푸틴대통령의 러시아가 향후 중동내
어떠한 갈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할지를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았다. 물
론 이것이 국제질서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했다. 우리의 유일동맹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 접경국이자 전략적 협력관계인 러시아가 정치적, 군사적으
로 중동에서 벌이는 동학변화를 살핀다는 의미도 크다.
미국은 2014년부터 IS(‘이슬람국가’ 자처 극단수니이슬람 테러단체)
격퇴목적의 연합군 공습을 주도해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철군명령을 내렸지만 현지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5년 역시 IS퇴치 명분하 공습을 시작한 러시아는 아사
드군의 반군소탕 작전에 우군이 되어 왔다. 향후 전략구가 과정에서 미국
은 베트남전쟁 신드롬을 러시아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신드롬을 극
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본 책자가 국내 연구자들과 정책집단에게 작금의 시리아와 중동, 국제
질서와 강대국 경쟁의 이론과 실제, 유엔의 평화접근법 이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일체
의 무력충돌이 없어야 할 것과 민간인 보호가 절대적 명제여야 함을 상기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세종연구소 심층연구과제의 일환이다. 심사자 세
분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신미정 조교에게도 고마
움을 전한다.
2019년 11월
연구실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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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론
2019년 미러관계는 비록 냉전기 미-소 초강대국 경쟁수준은 아니
지만 적어도 지역분쟁 개입과 군비경쟁이라는 갈등의 구조는 그 때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운동 기간 중 클린턴
후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푸틴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나열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
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의 모스크바에 대한 입장과는 거
리가 멀었다.1) 그러나 취임이후 상황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선호
도도 중요하겠으나 그를 통제하는 더 큰 국제역학과 정책집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취임후 점차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다. 현재 미러 갈등구조는 크게 다음
과 같다.
첫째, 지역 세력권 경쟁 측면이다. 미러는 마치 냉전기 미·소 관계에
서처럼 시리아(중동)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유럽), 베네수엘라(남미)
등 글로벌 차원에서 지정학 경쟁을 벌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레토릭
으로나 지원형태로나 냉전기 대리전 모습을 떨치기 어렵다. 미러는 이
들 국가에서 발발한 내전 혹은 정치위기의 원인, 지도자의 합법성 여
부, 내전 혹은 위기중 서로 적대적인 일방에 대한 물적, 정치적 지원,
향후 바람직한 발전모델 등에서 합의가 어렵다. 서방은 2014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복속과 이후 내전에서 동우크라이나 반
군 지원 등에 따라 계속 대러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제재는 러시
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해 왔다. 러시아는 또한 남미대륙 베네수
엘라에서 2014년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3월 23일, 러시아는 군병력
1)

정은숙, 「트럼프 당선과 미러관계 변화전망」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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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과 물자를 실은 수송기 2대를 보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을 위시 미국이 즉각 철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일축했다. 오히
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베네수엘라를 위협하고, 경
제를 어렵게 하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내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멈
추라”라고 했다. 또한 파견된 자들은 군인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고
했다.2) 미국을 비롯한 서방 50여 개국은 야권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
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2019년 미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
는 전략 군비경쟁이다. 푸틴대통령은 집권4기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2018년 3월 국정연설을 통해 자국이 핵전력순양미사일, 해저핵전력
드론, 레이저무기 등, 소위 “무적”의 신형 핵무기들을 개발중이거나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3) 2019년 2월중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1987년 레이건-고르바초프 정상이 체결한 미국-소련 INF(중거리핵
전략)조약 위반을 확인했다며 미국의 탈퇴의사를 러시아에 통보했다.
이로써 조약규정에 따라 6개월 후인 2019년 8월 양국은 상호규제에
서 벗어났다.4) 이에 크렘린은 2019년 8월초, 첨단핵무기 개발경쟁에
서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 또 다시 장담하고 있다.5)
또한 2010년 양국이 핵탄두와 운반수단 감축을 목표로 체결한 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www.mid.ru (2019.3.30.).
푸틴, 국정연설. (President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2018.3.1.). http://e
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957.
4) 정은숙, 「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2019.3).
5)
서방은 2019년 8월초 북러시아에서 발생한 로켓폭발과 이로 인한 핵전문가 5인 사망,
방사능 발진사건은 푸틴대통령이 2018년 국정연설에서 말한 어떤 미사일방어도 무력
화시킬수 있는 미사일 실험이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명: 9M730 Burevestnik;
NATO명: SSC-X-9).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러시아 보다 훨씬 더 첨단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는 실험장 부근
대기의 질 등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 평했다. Moscow Times,
2019.8.1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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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전략무기감축)조약이 2021년 종료된다. 본 조약은 7년내 전
략핵탄두 1,550개, 전략운반수단 800기로 상한선을 정했었다. 추가감
축을 위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6) 2019년 현재 푸틴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을 망설이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도 굳이 연장을 하지 않
아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7)
이렇듯 지역분쟁과 군비차원 경쟁과 견제가 전제된 오늘날의 미러관계
맥락속에서 본고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양국의 대립적 관점과 정책을 조
명해 보고자 한다. 공식명 ‘시리아 아랍공화국’(Syrian Arab Republic)
은 인구로나 영토로나 북한과 비슷한 규모이다. 약 2,000만명 인구중
74%가 수니파 아랍인이고, 13%는 시아파 아랍인이다. 소수민족으로
쿠르드(10%) 등이 있다. 1967년과 1973년 두 번의 중동전쟁에서 이집
트와 함께 아랍국가를 주도했으나 패배했다. 1967년 이후 시리아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견원지간이다.8) 러시아, 중국, 이
란, 북한 등과는 비교적 우호적이며 하마스 등 이슬람 테러단체를 지원
함으로써 미국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만 거대 산유국은 아니다. 2017년 원유의 경우 생산은 세계 75위, 매장
량은 세계 30위 (25억 배럴),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량은 53위, 매장량
은 40위 (2,400억 큐빅미터)이다.9) 2019년 현재 대부분의 강대국들과
주변국들은 내전종식이후 재건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시리아 진출 등
다각적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리아와의 우호를 자랑하는 북한도
아사드정권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그럴 의사를 표현해 왔다.

정은숙, “미-러 新 ‘전략무기감축조약’ 타결,” 세종논평 (2010.3.31.).
VOA, 2019.6.7.
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1947-48년 시작됐다. 제1차 중동전 결과 1948년 5월 14
일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새 국가내 70만명 팔레스타인이 추출됐다. 시리아와 이집트가
아랍연합을 주도한 두 번의 전쟁(제3차 중동전쟁 1967, 제4차 중동전쟁 1973)에서 이스
라엘은 나머지 팔레스타인의 영토(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도 점령했다.
9) CIA, World Factbook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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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2010년 12월 튀니지 반정부 시위가 순식간에 북아프
리카·중동지역 장기집권 독재국가들내 민주화 시위로 번졌었다. 소위
‘아랍의 봄’ 이다. 열풍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 개혁을 안겨주었
고,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집권 독재자의 축출을 가
져왔다. 전세계는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도 민주적 거버넌스를 신봉하
고 있다며 환호했다. 이에는 21세기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위력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재자가 사라진 리비아와 예
멘,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4개국에서 ‘아랍의 봄’은 비극적인 내전으
로 발전했다. 파벌간 전쟁와중에 IS등 이슬람 극단테러단체가 발흥하
여 역내 확산되는가 하면, 이슬람 종파차원에서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자 역내 시아파 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견제하려 자신의 파벌을
찾아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예컨대, 예멘 (국민의 65% 수니,
35% 시아)에서 이란은 시아파 후티 반군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국가연합군’을, 그리고 시리아 (국민의 74% 수니, 13% 시아)에서 이
란은 시아파(알라위) 아사드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반군
을 각각 지원한다.
2018년 기준 이슬람은 기독교에 이은 제2의 종교이며 전세계 이슬
람 신자들은 약 19억명이다.10) 이들중 85%가 수니파다. 이집트, 수단,
리비아, 차드, 오만, UAE, 터키,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국민의 대다수
가 수니파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슬람 신자중
약 10% 정도만이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는 이란, 이라크, 아
제르바이잔, 바레인 등 4개국이다. 이란이 대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라크 (시아 65%, 수니 30%)는 오랫동안 소수파 수니가 집권했으나,
사담 후세인 축출후 현재는 이란과 함께 대표적 시아파 국가가 됐다. 중
10)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muslim-population-by-cou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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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치에서 종파구별은 중요하다. 시리아는 소수파 알라위(시아계)가,
바레인은 소수파 수니가 각각 집권세력이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공히 이슬람교를 뿌리로 하며, ‘코란’을 경전으로
한다.11) 근본적 차이는 A.D. 632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후계자 지정방식”에 따른 입장차에서였다. 수니파는 회중의 뜻을 수렴
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시아파는 혈통만이 준거가 된다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지도자로 했다. 오늘날도 이 차가 이어져, 수니
파는 회중의 뜻에 따라 선출하고 잘못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칼리프
제도를, 시아파는 무결점의 존재로서 어떤 문제나 교리에 대해 절대적
해석과 판결권을 갖는 이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가 좀더 현실적
인데 반해 후자는 순교와 희생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맘제도와 인식에 근거,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에서 종교지도
자는 국가최고 지도자로서 절대권력을 소지한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 열풍속 2011년 발발하여 2019년 현재에
도 진행중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갈망과 반정부 물결은 하피즈 아사
드와 그의 차남 바샤르 아사드의 집권으로 이어진 40년 독재체제를 피
해갈 수 없었다. 시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체포, 구금, 무력충돌은 순식
간에 내전으로 이어졌다. 외부의 중재나 정치, 군사개입으로도 내전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게임이 됐다. 2012년 유엔시리아감
독미션(UNSMIS)는 치안부재로 두달 만에 철수했고, 이후 유엔주도 평
화프로세스는 말들의 잔치속 무용이었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담보하는
유엔안보리도 처음부터 상임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아사드군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다. 지난 8년 50만 명 이상이 죽고, 약
2,000만 인구 중 절반이상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다.
미국은 전후 냉전과 냉전이후를 가로지르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규범
11)

https://www.britannica.com/topic/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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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온 초강대국으로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탄압해 왔으며 내전중에는 화학무기 사용, 민간인 대상 포
격명령 등 권좌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국제법
적으로 냉전기 미국과 대적하던 공산진영의 종주국 소련의 승계국으로
서, 전통적 우방인 시리아의 아사드정권을 강력 지원하고 있어 상충적
이다. 다만 다음에서는 일치한다. 첫째, 2014년부터 내전중인 시리아
의 권력공백을 틈타 수면위로 올라온 급진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
를 격퇴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가 공히 앞세우는 최대 명분이자 실질적
목표다. 둘째, “시리아인의 미래는 시리아인들이 결정한다” “민간인에
대한 무력공격은 안 된다” “국내외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
하다” 등은 시리아 내전기간중 거의 모든 국제합의문에 반복된 진부한
명제가 되었고, 미국, 러시아도 공히 비록 해석과 구체적 정책을 달리함
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오고 있다.
2015년 9월 러시아의 아사드지원 본격적 군사개입이후 내전의 전
세는 아사드정권의 상실영토 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 2019년 현재
정권은 러시아와 이란의 참전에 힘입어 거의 90% 영토를 확보는 성과
를 거두고 잔여 반군소탕 및 성급한 재건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2014년 9월 이후 IS격퇴 목적 미국주도 연합군도 쿠르드 반군과 협력,
북시리아에서 IS를 몰아내는 데 기여한 상태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한
다. 미국 등 서방은 아사드 대통령 거취 문제와 향후 시리아 재건계획에
대해 러시아와 이견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결정적 순간에 처해 또다시
강대국 지정학 경쟁의 면모가 나타나면서 시리아가 국제질서의 실험
장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① ‘아랍의 봄’이 휩쓴 광역 중동내 시리아
포함, 2019년 현재 7개국이 겪고 있는 내전과 폭력을 개괄해 보았다.
시리아 내전 외곽 환경차원에서 이 지역내 지역패권국 이란과 사우디
의 직간접 개입, 민간인 희생, IS등 극단테러단체의 테러활동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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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② 중동지역 민주화 소요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진화양상과 2019년 현재의 전세 등을 짚었다; ③ 미국
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성과
와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④ 정치외교적 해결을 도모코자 했던 여러
국제 평화프로세스와 유엔안보리의 실패를 미러의 역할 측면에서 그
과정과 사유를 밝혔다; ⑤ 2019년 이후 시리아 내전해결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짚어 보았다. 시리아 안팎 다대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복잡
한 동학, 국제기구의 무력감 등에서 찾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1∼2년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이 아사드 정부와의 재건협력에 관심을 둔 점
을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시리아 내전이 글로벌 시대 한반도와 동
북아에도 무관치 않음이다; ⑥ 결론은 연구결과의 마무리로서 미러관
계 측면에서 시리아 내전관련 대립양상을 국제정치 이론 및 현실 차원
에서 정리해 보았다.
국내외 연구물중 “미러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리아 내전”을 주제
로 다룬 경우는 흔치 않다. 본 연구자는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워싱턴모스크바 외교안보 의제를 지켜 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큰 국제관
계 역학” 속에서 미러 양국의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상
충적 양상을 살피고자 했다. 지식인식론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미국
은 한국전쟁을 함께 치루고 1953년부터 유일한 정치, 군사적 동맹이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 일익이 되어 왔다. 러시아는 냉전기
적성국이었으나 구소련 붕괴직전(1990)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2008
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국가이며 관계발전의 잠재력
을 갖고 있다. 한반도 주변4강에 속하는 미러는 냉전종식 30년이 되었
지만 유럽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강대국 지정학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이다. 한국의 학자가 이 두 나라간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집중 분석함에 따라 글로벌 및 중동정세 이해, 나아가 미러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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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서도 창의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주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 시리아 내전만큼 “거짓 뉴스”가 방대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기도 했다.
아사드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다.

20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

Ⅱ.
‘다마스쿠스의 봄’(2011)으로
시작된 내전의 국제화

Ⅱ. ‘다마스쿠스의 봄’(2011)으로 시작된 내전의 국제화
1. 2019 중동·북아프리카 7개 국내 무력충돌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 열기속에서 발발했고, 지금도 광
역중동 7개국의 종파분열과 극단테러단체의 위협을 외적 환경으로 한
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12월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장기 집권 독재자
들의 운명이 편치 않았다. 소위 ‘아랍의 봄’에 직면하여 퇴위했거나(튀
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소요를 경험했다. 독재정권이 물러선 자리
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올지, 극단이슬람분자들이 주도하는 폐쇄사회가
될지, 다시 독재로 회귀할지 단언하기 어려웠다. 분명한 것은 2019년
현재, 중동·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들이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
이다 (<그림 1> 참조). 대표적으로 시리아 (8년 내전, 다양한 국내외 세력
연계), 이라크(이란 지원 시아파 민병대와 경찰 vs. IS둥 테러단체, 쿠르
드 분리주의), 리비아(2014년 2차 내전 & 경쟁적 두 민병대), 이집트(시
나이 IS등 테러단체, 반정부단체), 예멘(이란의 후티 반군지원 &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미사일 발사, IS)을 말한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가자), 터키 (시리아 내전으로 고무된 쿠르드 급진단체)이
다. 각각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긴장완화 노력이 있긴 하나, 모두 간헐적
혹은 불완전한 성격이어서 조만간 안정될 기미가 없다. 나아가 이들은
모두 현지 및 초국가, 그리고 국내 및 외부 행위자가 얽힌 다층적이고
복합적 양태를 띤다. 2019년 기준, 이들 국가내 폭력은 다음의 공통점을
보여 준다: ①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비고의적 공격 (시리아, 이라
크, 이집트, 예멘, 가자지구); ② ‘전쟁격화 위험’ (시리아, 예멘); ③ 내전
의 ‘지역화’ (리비아 정부를 지원하는 이집트와 UAE; 시리아정부를 지
원하는 러시아와 이란; 예멘정부를 지원하는 이란); ④ 안정화 혹은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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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을 위한 ‘평화과정과 외교이니셔티브’의 실패 혹은 답보 (리비아 국
민투표 계획 2018에서 2019년으로 연기; 시리아 2018년 말 네 번째
새 유엔특사 임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위기상황); ⑤ 체계
적이고 포괄적인 재건노력 부재 (시리아, 예멘, 이라크); ⑥ 안정화 전망
회의적 즉, 시리아에서 아사드군이 성급한 감이 있지만 승리를 선언했
고 예멘 최전선 폭력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평화를 단
언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중동의 내전들은 해당 국가내 그리고 지
역 행위자들에게 지정학적, 종파적, 경제적 차원에서 폭력의 동기와 기
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중동·북아프리카 지도

2.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계기
오토만제국에 속했던 시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결과 프랑스 위임통치
령이 되었다. 1946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후 이집트와의 일시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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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1958∼61), 잦은 쿠데타,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중 이스라엘
에게 골란고원 양도 등 정정불안이 이어졌다. 마침내 독립 25년만인
1971년 사회주의 바트당 소속이며 소수파 알라위인 하페즈 아사드
(Hafez al-Assad)의 무혈 군사쿠데타로 안정화가 됐다. 2000년 사망할
때까지 30년 그의 통치하 시리아는 질서와 안정을 얻었지만, 개인숭배와
인권침해의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일환으로 팔
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해 1970년대부터 서방국
가들로부터 테러리즘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바샤르 아사드(Bashar al-Assad) 현 대통령은 하페즈 아사드의 차남
으로 다마스쿠스와 런던에서 안과 공부를 했다. 부친이 사망한 2000년
에도, 또 2007년에도 단독 대선후보가 되어 90%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공화국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세습군주나 다름없고 국가중심적 체제라
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점도 없지 않다.12) 아사드 가계가 대를 이어 근 50
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 아사드 대통령 재임중 시리
아는 IAEA로부터 핵개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지원을 의심
한 이스라엘 공군이 2007년 9월, 문제의 건물을 공습 파괴했고, 시리아
는 항변하지 않았다.13) 또한 미국 등 서방과 이스라엘은 2005년 2월 14
일 수니파 하리리 레바논 전총리 (1992-98; 2000-04)의 베이루트 폭탄
테러 암살에 시리아 정보기관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레바논
내전(1975∼1990) 종식이후 레바논 주둔을 계속해온 시리아군의 철수
를 주창해 오던 하라리가 친시리아 성향 대통령과의 갈등 속 총리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14) 하리리를 암살한 이슬람조직은 하리리가 사우디
12)

정은숙, “시리아 유혈사태와 러시아,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 세종논평 (2012.6.18.).
Eunsook Chung, The UN Non-Proliferation Sanctions on North Korea:
Assessment and Suggestions (The Sejong Institute 2013).
14) 레바논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레바논의 인구 51%를 차지했던 기독교 마론파와 그 다음
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이슬람교도간의 연합으로 성립된 국가다. 대통령은
마론파에서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선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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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를 지원하고 있던 것을 암살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암살후 레바
논내 시리아의 점령에 저항하는 대대적 ‘삼나무(Cedar) 혁명’이 이어졌
고, 국제적 압력에 따라 시리아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했다. 시리아는
2009년 오바마 정권출범 직후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도 보였
으며, 경제정책 자유화 등 어느 정도 개혁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중동·북
아프리카 장기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상징되는 2011년 ‘아랍
의 봄’을 비껴가기는 역부족이었다.
2011년 3월, 남부시리아 다라(Dar’a)에서 1963년부터 존속해온 비
상사태법 철회, 정당 법제화, 부패관리 파면 등을 요구하는 포스터가 걸
렸고, 이를 시발로 시리아 전역에서 아사드의 하야를 요구하는 폭력시위
가 이어졌다. 정부는 2011년 4월 비상사태법 철회공약 등 양보와 동시
무장진압이라는 양면적 대응을 취했다.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정부의 노
력은 곧 정부군, 정부지원세력, 반대세력간의 충돌로 확대됐고, 내전으
로 비화됐다. 특히 2011년 5월 27일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안군에 끌려
갔던 13살 소년의 시신이 고문 상처와 함께 돌아와 국제사회의 시리아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15)

3. 국제사회의 분열과 중재노력 실패
국내 교전세력들의 단호성, 여기에 국제사회의 분열은 현재까지 진행
된 다각적 국제사회의 평화과정 중재노력을 실패로 이끌었다. ① 2012
년 3월 유엔과 아랍리그의 공동특사로 코피 아난(前 유엔사무총장)이 6

1970년대 이슬람교도가 급증하면서 기독교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비율로 축소됐다.
그러자 이슬람교도는 총리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론파는 위기의식을 갖고 민
병대를 조직하여 이슬람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1975년 4월 13일, PLO(팔레스타인 해
방기구)게릴라들이 베이루트의 한 교회를 습격, 기독교도들을 살해하면서 내전이 시작
되었다.
15) 「조선일보」 2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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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포인트 평화안(포용적 시리아주도 정치과정, 폭력종식, 인도주의 단
체의 구호품 직접 전달 허용, 구금자 석방, 포괄적 정치 대화 착수, 국제
언론의 접근 허용)을 시리아 정부와 반군에게 제시했다.16) 그러나 폭력
은 더 격화됐다. ② 2014년 이후에는 유엔주도로 제네바에서 정부군과
반군간 내전종결을 위한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참가자들간 반목
이 깊어 실패했다. ③ 유엔주도 회의가 실패하자 2017년부터 대안회의
체로서 유엔틀 밖에 등장한 것이 러시아 주도 러시아-이란-터키 3국의
트로이카 정치협상체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한 보다 권
위있고 구속력있는 국제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
제로 거론돼 왔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간 합의결여로 말미암아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훼손, 공격 행위에 대한 조처)에 입각한 대 시리아 제재 혹은 군사개입
을 위한 결의문이 몇 차례 논의만 됐을 뿐, 채택되지 못했다. 아사드정권과
의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와 이에 동조하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대신 안보리는 2012년 4월 결의문 2043을 통해 폭력중단
감시를 목적으로 90일 임기의 UNSMIS(UN Supervision Mission in
Syria, 300명 비무장 국제군) 설치키로 했고 2012년 5월에는 시리아 당
국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비구속성” 성명을 내는 데에 그쳤다. 이후 내전
이 격화되면서 UNSMIS 마저 신변위험에 따라 2012년 8월 19일 자정을
기해 철수했다.17)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까지 안보리는 시리아 폭력
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2015년 처음으로 시리아 정치과정
로드맵에 관한 결의안(2254호)을 채택했지만, 그나마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피하다 보니, ‘시리아인 소유의 정치과정이
전문: UN Security Council, Six-Point Proposal Presented to Syrian Authorities
(2012.3.21.).
17) https://peacekeeping.un.org/en/unsmi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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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든가 ‘주권과 영토전일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등 의례적 결의
가 됐다. 더구나 18개월내 유엔감시하 선거까지 구상해 두었었다. 돌이
켜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었다.

4. 돌출변수 IS의 등장(2014)과 미러의 군사개입
2011년말, 아사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위대에 대한 무력사용을
명령하면서부터 서방은 사임 압력을 가했다. 아랍리그(22개국), 터키,
미국, EU는 아사드정권과 지원단체에 대한 경제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2012년 12월, 130여 국가들이 반정부연합체인 ‘시리아국가연합’을 시
리아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단체로 인정했다. 러시아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중 2014년 이라크 기원 IS의 시리아내 거점확보와 활약
은 시리아 내전 구도를 잠시 잊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정부군과 반군
이 공히 IS로부터의 위협에 놓였고 각각 IS격퇴 작전을 추진해 가야 했다.
난민위기가 인근 및 유럽으로 번졌다. 이는 미국주도 연합군의 IS격퇴작
전의 서막이 됐다.
또한 서방이나 걸프국가와는 달리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사드 대통령
을 지지해온 러시아는 2015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아사드정부의 요
청에 의한 것이라며 대대적 공습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고, 이를 계기
로 정부측은 반군들에게 잃었던 영토를 부분적으로 되찾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탈환했고 2018년 러시아,
이란 등의 도움으로 다마스쿠스 외곽과 혁명의 산실이었던 남부 다라의
반군 거점도 탈환했다. 그럼에도 아직 시리아 북동부는 장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곳을 장악한 세력은 쿠르드족 주도 ‘시리아민주군’(SDF)이며
이들은 2014년부터 시리아 북동부에서 IS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적으로 2018년 12월,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미군 철수계획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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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직 명확한 철수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전문가들이 즉각 반대의견을 내놓았었다. IS가 2017년 이후
이전만큼 무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리아와 이라크는 물론 중동
전역 구석구석 그 요소들이 남아 있어 잠재적 테러위협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2019년 6월 기준 각 교전 세력들의 영토장악 실태
이다.
<그림 2> 2019년 6월 기준 시리아 내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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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랍의 봄 이후 여타 중동폭력 사태비교, 시리아 내전의 독특성
아랍의 봄 이후 폭력에 시달리는 중동 7개국과 비교할 때 시리아 내전의
독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던 아사드 대
통령이 국민과 나라경제의 희생위에서 아직도 주권국가 적법한 지도자임
을 고집하며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2019년 현재 그는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여전히 반군지역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언제 명실공히
종식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내전중 2014년 7월 아사드 대통령은 정부통
제구역내 바트(Ba’ath)당 집권후 첫 경선을 실시, 88.7%를 얻어 당선됐
다. 7년 임기이니 합법적으로 2021년까지 권좌에 있겠다는 것이다. 반군
과 서방은 “수치스런 일”로 폄하하지만, 시리아의 우방으로 구성된 국제옵
저버단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반박한다.18) 내전중 한 유엔보고
서는 아사드의 전쟁범죄 관련 증거를 찾았다고 했고,19) 실제로 그는 2014
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접수된 전쟁범죄 관련 기소 대상 정부관리
및 반군 명단에 포함됐다.20) 아사드는 전쟁범죄 고발을 인정치 않으면서
“정권변화를 시도하는 미국주도 시리아 개입”을 비난했다.21)
둘째, 시간이 가면서 전쟁의 판이 3중 층위론에 부합되고 있다. 즉, “국
가내전 차원,” “역외 종파갈등 차원”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
라비아와 시아계인 아사드의 알라위를 지지하는 이란 등), “국제열강 개
입 차원”을 말한다. 처음 정부군과 반군간의 내전이던 것이 다양한 목적
을 가진 외세의 프록시 전쟁으로 비화됐다. 대리전화된 것이다. 크게는
미국과 러시아가 정치, 군사적으로 대척점에 서게 됐다는 점이다. 국내
반군세력들도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분파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지정학
The Guardian, 2014.6.4.
BBC, 2013.12.2.
20) Reuters, 2014.6.10.
18)
19)

21)

Esther King, “Assad denies responsibility for Syrian war,” Politico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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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종파적, 경제적 목적을 지닌 외부세력을 영입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
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권백공백을 틈타 소위 이라크와 시리아내 이
슬람국가 건설을 꿈꾸는 악명높은 극단 이슬람수니파테러단체 ‘이슬람
국가’(IS)가 등장, 민주화로 다툼을 시작한 정부군과 반군은 이들과도 격
퇴전을 벌여야 했다. 이웃국가들과 유럽내 시리아 난민 폭주현상을 낳았
다. 이에 미국, 유럽, 걸프국가들, 러시아가 IS격퇴 명분으로 들어왔고,
미러는 이전에도 그랬듯 IS퇴치 목적 군사개입이후에도 계속 아사드의
정통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1> 3중 충위론적 교전구도 (국가내전, 역외 종파갈등, 국제열강개입)
• 시리아: 정부군, 방위군 (이란의 지원)
• 러시아: 군 & 민간군사계약자 (2015년 9월 공습으로
1, 친정부 및 동맹세력
참전시작)
(러시아와 소수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내전초기부터 훈련 등 적극지원)
시아파 세력)
(2016년부터 정규군 투입)
• 헤즈볼라 (레바논내 이란지원받는 시아파 테러단체)
• 시아 민병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란의 훈련)

2. 반군단체 (대부분
수니파 아랍인)

• 자유시리아군 (2011년 서방의 지원), 민족해방전선,
시리아민족군
• 지하드단체 (HTS-알카에다계, 후라스알딘,
투르크스탄이슬람당)
• IS (수니파 극단테러단체)
• 기타 다수

3. 쿠르드 단체 (자국내 • 쿠르드인민보호단(YPG)
쿠르드 테러단체와의 • 시리아민주군(SDF): 2015 출범, 미국주도 연합군의
연계를 우려하는
IS격퇴 공조세력(NATO내 터키와 미국주도 연합간 균열
터키의 공격목표)
요인)

4. 국제세력

• 터키군 (2016년부터 직접 군투입, 반아사드 차원에서
반군지원 하지만, 쿠르드 세력은 공격대상)
• 이스라엘 (2012년부터 이란과 시아민병대 군기지 공격,
2017년 인정)
• 미국주도 NATO & 아랍리그 30개국 연합합동군
(Operation Inherent Resolve)
(IS격퇴 & 시리아군의 2017년 화학무기사용 후
시리아군기지에 대한 미사일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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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국 등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온건반군 세력, 이란과 시아파 지원을 받는 알라위(시아)세력, 러
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부군 등으로 나눠졌다. 더 복잡한
것은 시리아 북부 접경국 터키는 NATO회원국이지만 자국내 쿠르드 테
러단체와의 연계 위협을 앞세워 시리아내 최대 적대세력을 미국과 연합
군의 동맹세력인 쿠르드계 ‘시리아민주군’(SDF)으로 상정해 두고 있다
는 점이다. 북한 정도의 영토에서 벌이는 복합적 성격의 국제전인 것이
다.
셋째,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낳은 폭력사태 중 가장 큰 인적, 물
적 희생을 초래했다. 8년간 50만명이 사망했고, 인구 2,000만중 국내난
민 620만명, 국외난민 570만명이 발생했다. 국외난민들은 접경 5개국
(레바논,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불안정을 초래했고, 유럽인들
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 난민위기를 경험하여야 했다. 이는 유럽 극
우세력 득세에도 이바지 했다. 그런가하면 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
준 시리아경제는 2010년 대비 70% 이상 추락했다. 2019년 시점에서 보
면 이보다 더 큰 추락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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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미국-시리아 상호불신 관계
정치외교
미국은 시리아가 프랑스 위임통치로부터 독립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1944년 양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제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중 미국
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을 들어 시리아는 1967년 단교를 결정했다. 현
대통령의 부친인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이 정권출범 3년만인 1974년, 7
년만에 관계를 복원시켰으나, 이후 현재까지 양자관계는 상호불신으로
물들어 왔다. 미 국무부는 1979년 이래 현재까지 40년간 시리아를 ‘테러
리즘지원국’으로 지목해 오고 있다. 시리아의 지속적인 테러리즘 지원,
레바논 점령정책,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 노력 저지 등이 그 이유에 속한다.
냉전질서 붕괴가 시작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미-시리아 관계는
적어도 중동지역 일부 문제에서 어느 정도 협력을 도모하는 듯 했다. 그
러나 2001년 9/11 알카에다의 미국 테러 여파속 미국의 이라크 군사개
입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급속히 악화됐다. 이 기간 시
리아는 외국지하드들에게 이라크 출입의 통로가 되어 주었고, 사담 후세
인의 측근에게는 자국내 은신처를 제공했다. 또한 다마스쿠내 팔레스타
인 저항단체 지도자 보호, 인권남용, WMD추구 등 전체적으로 미국의
불신 강도가 커졌었다. 그러다 2009년초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은 시리아와 중동지역 변화에 비추어, 시리아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상호이해 부문 발굴, 지역긴장 축소, 중동평화 증진 등 포용노력이 수반
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내전이 시작되자 2000

Ⅲ. 미국주도 IS격퇴 연합작전 (2014∼현재) 

35

년 아버지 사망후 권좌를 지켜온 바샤르 아사드 정부의 유혈작전과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다마스쿠스 주재 미국대사관의 업무를 중
단했다. 이후 체코 대사관이 시리아내 미국의 이익보호 역할을 수행한
다. 미 국무부는 2년 후인 2014년 3월 18일에는 미국 주재 시리아 대사
관 철수, 그리고 동년 3월 31일까지 시리아 외교관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
다. 2019년 현재 주미 시리아대사관 웹사이트를 찾으면 “시리아대사관
폐쇄로 적법성 중지”라는 공지를 볼수 있다.22)
경제제재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1979년 테러리
즘지원국으로 지정, 이에 따른 경제제재가 행정령 13338호 등에 기반한
일련의 제재로 부과된다. 여기에 부시행정부하 2004년 ‘시리아책임 및
레바논 주권법’(2003) 등에 따라 군장비 포함 대부분의 미국 상품은 시
리아로의 수출 혹은 재수출이 금지 혹은 제한됐다. 2006년 미국은 ‘유엔
참여법’등에 따라 레바논 전총리 하리리 암살 (2005) 및 22명 살해 테러
행위 책임자를 조사 구금한 레바논 정부를 지지하는 한편, 시리아에 대해
추가조처를 했다. 2008년 2월, 특정 시리아 정부 각료들의 부패수익으
로 시리아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경제를 위협한 데 대한 조처를 취했다.
나아가 동년 8월에는 제재가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됐으며, 미국인들의
시리아 석유상품 수입 및 석유부문 거래가 금지됐다.
부시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도 2011년 ‘아랍의 봄’ 도래시 평화적 시
위자들에 대한 정권의 유혈진압에 따라 지속적 제재를 가했다. 이전 정부
들의 “테러리즘 지원”이나 “WMD추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권문제”
가 중요한 배경이 됐다. 미 정부는 2011년 4월 인권남용 정도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위해가 될 정도라 보고, 아사드정권 인사들을 제재명
22)

http://syriaembass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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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올렸다. 5월,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제재 회피
를 돕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처했다. 8월, 민간인에 대한 정권의 폭력
격화에 대해 추가조처했다. 2012년 5월 미 정부는 다시 심대한 인권남용
과 제재회피활동을 이유로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 미 정부는 계속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및 여타 민간인에 대한 잔인한 행동을 포함, 개인
과 단체를 조사하고 제재대상 명단을 확대해 왔다.
트럼프 정부 취임이후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1월 20일, 미 재무
부는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국무부, 해안경비대 공동의 공시문을 게시
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대시리아 석유수송 관련자 누구이던(보험사, 해
운사, 금융기관, 선주, 감독 등) 미국의 제재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019
년 3월 25일, 다시 각별히 “이란산” 석유의 시리아 정권관할 항구로의
수송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추가위험을 공지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의 결정으로 2018년 오바마정부가 이란핵문제 해결을 위해 P5+독일,
이란과 맺은 다자협약 JCPOA(2015)에서 탈퇴했다. 그 이유는 이 협정
이 이란의 핵개발 방지에 취약하며, 미사일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무엇
보다 석유수출재원으로 중동패권 확장을 하도록 일조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4년만에 이란 석유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재부과됐다.23)
이란은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 지원국이다.
현재 시리아 제재는 문자 그대로 포괄적이다. 시리아 정부 및 제재대상
개인의 재산 봉쇄; 별도 미 재무부 지정 외국인과의 거래 금지; 시리아와
의 특정 거래 금지; 시리아내 미국인의 신규투자, 서비스 직각접 수출,
시리아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 관련 외국인 활동 지원; 시리아 및 외국
인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미국내 자산동결 (지분 50%이상 소유 포함);
모든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 금지이다 (예외: 별도적시). 제재 위반 및
시도에 대해서는 25만 달러 혹은 거래액의 2배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유
23)

정은숙,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 배경, 도전, 정책시사점」 (세종연구소 정책
브리핑,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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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판결이 나면, 최대 1백만 달러의 형사벌금과 최대 20년 구속, 둘 중 하
나 혹은 둘 다 적용된다.24)
시리아 내전에 대한 공식입장과 정책25)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 정치적 해결,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적 개
입 등의 정책을 취해왔다.26) 미 정부는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결의문
2254(2015)을 토대로 하는 정치적 해결을 지원해 왔고, 2014년 IS 급
부상 이후는 ‘IS격퇴 연합’작전을 주도해 오고 있다. 이는 “현지 파트너
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을 통한” 활동으로서 이후 4년여 시리아내
IS의 거의 완전한 소탕에 기여했다. 미국은 또한 시리아에 대한 최대 인
도주의 원조국으로서 약 81억 달러를 시리아 영토와 주변국 체류 난민
에게 지원해 왔다. 즉, 560만명 이상의 시리아내 난민들과 이웃나라로
피난간 시리아인들에게 긴급 식량, 피난처, 식수, 의료를 제공하는 등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별도 긴급구난 목적으로 1,300만 달
러를 공여했다.
미 정부는 시리아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도 다각적으로 기여해 왔다.
예컨대, 미국은 2012년부터 시리아 “북서부”에서 알카에다 분파에 대항
하는 시리아 온건반군과 시민사회 조직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해 왔
다. 여기에는 알카에다의 시리아인 대상 포섭방지, 알카에다의 위험성을
알리는 독립언론 및 시민사회 활동가 지원, 알카에다 영향력으로부터 지
역사회를 보호하는 ‘자유시리아군’(FSA)과 ‘자유시리아경찰’에 대한 비
치명적 장비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편 아랍의 봄이 시작된 시리아 “남서
부”에서는 거버넌스 능력구축, 기초서비스 시설 재건, ‘자유시리아군’과
미국 재무부, OFAC: Syria Sanctions (2013).
미국 국무부가 게시한 미국과 시리아 관계 개요. (www.state/gov/u-s-relations-wit
h-syria).
26) 미국 국무부 (www.state/gov/u-s-relations-with-syria); Carla E. Humud et. al,
Armed Conflict in Syria: Overview and U.S. Response (CRS, 2018.9.21.) 참조.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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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리아경찰’의 안전을 위한 비치명적 장비 지원활동을 펼쳤다. “북
동부”의 경우 미국은 글로벌연합 파트너들과 함께 IS패배 지역 조기 안정
화 및 재건 노력을 지원했다. 폭발물 제거, 기초서비스 재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지 능력구축 등이다. 미국은 여타 연합국들과
지역국가들이 시리아 안정화와 재건에 좀더 많은 군사적,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시리아 지도

2. 미국 주도 CJTF(연합합동군)-OIR(고유결의작전): 계기, 경과, 성과
(1) IS위협 확산과 연합 군사개입
앞에서 언급했듯 2011년 내전초기 미국은 소극적으로 온건반군을 지
원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온건반군 ‘자유시리아군’(FSA)
에게 식량과 용품 등 비군사적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
다가 IS가 기승을 부리던 2014년에 이르러 미국은 IS격퇴를 위한 2개
반군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는데, 둘 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취소
됐다:27) ① 미 국방부 산하 온건반군 15,000명에게 훈련과 장비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 소요예산(5억 달러)대비, 전사들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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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 중단됐다; ② 미 CIA 산하 10억달러 규
모의 ‘Timber Sycamore’ (무화과) 프로그램이었는데, 국방부 프로그
램보다는 성공적이었지만, 2015년 아사드 세력의 폭격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 결과 2017년 중반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결정
을 내렸다.
미국의 본격적 시리아 군사개입은, 내전 3년만인 2014년 정권과 반군
의 격전을 틈타 시리아내 독버섯처럼 소위 “이라크와 시리아내 이슬람
국가 탄생”을 목적으로 한 자칭 “이슬람국가” (IS)가 득세하기 시작한 것
이 계기였다. IS는 정정이 불안한 이라크에서부터 내전중인 시리아를 자
신의 통치권으로 만들려 했다. 아사드군과 반군 모두에게 최대 위협이
됐다. IS가 장악한 영토내 반인륜적 참수가 줄을 잇고, 난민이 속출했다.
IS는 아사드군과 반군의 영토를 빼앗고 그 무기들을 사용, 더 큰 영토를
확장해 갔다. 지하시장 무기구매도 가능했고, 전세계 지하드들이 IS합류
를 위해 시리아로 들어왔다. 미국과 유럽지도자들은 2014년 IS퇴치를
전투중인 시리아 정권이나 반군,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IS퇴
치를 목적으로 한 시리아 군사개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서방과 아랍
리그는 시리아와 이라크내 IS퇴치가 곧 중동과 서방의 안정화임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15년 시리아 난민폭주로 주변국은 물론 유럽
도 난민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나아가 파리, 브뤼셀 등 주요 도시들이 IS
혹은 IS신봉자들에 의한 테러에 시달리게 됐다.28)
본격적인 IS격퇴를 목적으로 한 30개국 연합의 군사개입은 2014년
9월 시작됐다. 2014년 9월 들어 오바마 정부가 IS에 대한 감시비행과
함께 9월 22일 처음으로 다자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바레인, 요르단, 카
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함께 IS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즉, 미국
27)
28)

New York Times. 2017.8.2.
정은숙, “비대칭 안보위협: 국제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편 『2017 정세전
망』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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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리아 내전 군사개입은 개별국가로서 보다는 미국주도 연합에 의한
다자개입 형식이다. 또한 미국은 공식적으로 시리아 정부측이나 반군측
어느 한편에 선 개입이 아니라 “IS”를 격퇴키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한
다. 이들립 주내 ‘호라산 단체,’ 라카 주변 알누스라 등 여타 수니파 극단
테러단체도 IS와 함께 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29)
요컨대, 2014년 9월 이후 “미국주도 시리아 군사개입”이란 말은 정확
히는 “시리아와 이라크내” IS와 알누스라 등 수니 극단테러단체 승세에
직면, 이들의 격퇴를 목적으로 ① 미국주도 연합의 시리아 반군 및 ‘북시
리아연합’에 대한 지원, 그리고 ② 미국과 동맹국들, 즉, 영국, 프랑스,
요르단, 터키, 캐나다, 호주 등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군사활동을 말한다.

(2) IS격퇴 성과
연합합동군-‘고유결의작전’(Operation Inherent Resolve)은 연합
작전이 개시된 다음달 (2014년 10월) ‘미군 중부사령부’ 주도로 출범했
다. 시리아와 이라크내 IS격퇴를 목적으로 참가국간 군사작전 조율을 하
기 위함이다. 미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요르단, UAE 등 30여 개국이
참여한다.
CJTF-OIR은 주로 공습을 통해 IS 격퇴작전을 벌였다. 2018년 말 기
준 4년간 1,1000회 이상 공습했다. 시리아내 동반자로는 2015년 탄생
한 시리아 북부 쿠르드 기반 ‘시리아민주군’ (SDF)이 있다. 연합군은 이
들에게 IS격퇴를 위한 원조 및 훈련을 제공해 왔다. 연합군과 SDF의 작전
성과로서 2018년말 시리아내 IS의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2018년 기준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약 2,000명이다.
CJTF-OIR에 따르면 IS는 작전 2년여 만인 2016년 5월까지 점령지
29)

백악관, President Obama: We will Degrade and Ultimately Destroy ISIL
(2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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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상실했다. 쿠르드에 기반한 반군(SDF, YPG)의 진격, 이를 지원
한 연합군의 공중포격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 추정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시리아와 이라크내 IS에 대한 공습으로 탱크 164, 험비수송차
400, 원유기반시설 2,638 등, 모두 32,000개 목표물이 파괴되고, IS전
사 5만명이 사망했다(사망자 1/3은 시리아, 2/3는 이라크).30) 2017년
12월까지 시리아와 이라크내 연합공습으로 사망한 IS전사수는 8만명으
로 늘어났다. 2019년 3월 23일까지 CJTF-OIR과 시리아내 SDF등 파트
너 세력들의 작전으로 IS는 영토 약 11만 평방킬로미터가 잃었고, 그 결
과 770만명이 더 이상 IS의 “이슬람국가”(caliphate)에 살지 않게 됐
다.31) 그러나 다른 한편, 2019년 3월 CJTF-OIR은 지난 4년간의 시리
아·이라크 작전에서 1,257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
합이 공습대상 선정이나 방식에 있어 민간인 생명과 재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력했음도 설명했다.32)

3. 미국주도 IS퇴치 연합작전에 대한 유엔, 러시아, 이란, 시리아의 반응
국제무대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며 군장비를 지원해 오던 러시아
는 연합군을 격렬히 비난했다. 놀랄 일은 아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14
년 즉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 “시리아 정부의 동의없는 군사개
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안보리 승인이 부재한 가운데
벌어진 공격행위”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33) 2015년 10월 라브로
프 외무장관은 미국의 무기가 오히려 테러단체에 이전되고 있다며 순수
한 동기가 아닌 “정권변화” 동기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연합군

https://www.wikiwand.com.
CJTF-OIR, CJTF-OIR Strike Releases (2019.3.16), https://www.centcom.mil/.
32) Military Times, 2019.4.25.
33) BBC, 2014.9.11.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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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헤즈볼라와 합동으로 공히 IS
와 알카에다를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4) 설상가상 2017년 4월 미국
의 시리아 샤르야트 공군기지 공습은 미러관계를 한층 더 어렵게 한 사건
이었다. 페스코프 대통령대변인은 “IS격퇴라는 명분하, 주권국을 공격
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서 이미 악화된 미러관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
다”고 했다.35)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샤르야트 공격은 “그럴싸한 명분으
로 위장된 완전히 의도된 공격행위”였다고 평했다.
아사드군을 지원하는 이란 루하니 대통령 역시 IS의 행동에 대해 비난
하면서도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에서 불법이라 했다.36) 반미성향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대통령의 후계자
인 마두로 대통령도 제69차 유엔총회에서 “테러단체 격퇴는 아사드 대
통령과 시리아 정부가 할 일이다. 우리는 폭탄 대신 평화의 동맹을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7)
한편 시리아내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에 대해 정부와 반군 모두 일관적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시리아 ‘민족화해부장관’은 공습 일주일전 자국
의 동의 없는 어떤 행위도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연합군 공습이 시작되자 시리아 외무장관은 시리아정부와 반IS연
합은 IS격퇴를 목적으로 한 같은 편이라 해석했다.38) 그런가 하면 반정
부단체로서 20여개 국가, EU, 아랍리그 등으로 부터 시리아 대표조직으

RT, 2016.10.14.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를 R2P (보호책임)
차원에서 ‘정권변화’의 기제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재안이 결렬되고
그 만큼 민간인 희생이 컸다고 본다. Jason Ralph & Jess Gifkins, “The Purpose of
United Nations Security Practice: Contesting Competence Claims in the
Normative Context Created by Responsibility to Protec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3-3 (2017) 630-653 참조.
35) The Guardian, 2017.4.7.
36) The Independent, 2014.9.23.
37)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9.25.
38) Business Insider, 2014.9.3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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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받아온 ‘시리아국가연합’ 지도자는 공습전부터 IS에 대한 공습을
요청해 왔었다. 그러면 ‘자유시리아군’과 여타 온건반군들이 아사드군
에 집중공격,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였다. 그러나 시리
아 반정부단체중 일부는 미국이 아사드 정부의 또 다른 적(敵)인 IS만을
공격하는 것은 정부군을 더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
다.39) 수니 지하디스트들은 종파적 입장에서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
서 연합군이 극단 수니단체만을 테러리즘 퇴치 대상으로 하고, 소수파인
시아파 아사드군을 그대로 두는 점을 못마땅히 생각했다. 이들의 시각에
서는 온건반대파로 불리는 ‘시리아국가연합’이 사실상 시리아 정권의 들
러리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40)
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4년 9월 극단 테러단체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국의 공습을 환영했다. 다만 참가국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고 민간희생 부재 및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
다.”41) IS라는 극단테러단체의 반인륜적 만행과 이를 대처할 수 없는 시
리아 정부, 서방내 난민위기와 테러 등 겉잡을 수 없는 전 인류 차원의
안보위기 속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개입결정은 불가피한 점이 컸고,
반기문 총장이 지지한 것처럼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으
로 보인다. 더욱이 유럽동맹국과 아랍리그까지 포함하는 다자적 형태를
띤 것이고 IS격퇴라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던 만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나 이란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충분히 보편적 이해가 있었다.

4. 연합군 vs. 시리아·러시아군 교전위험 (2017∼2018)
연합군의 목표는 IS공략이지만 2017년∼2018년 미국, 영국, 프랑스
The Economist, 2014.10.4.
The Economist, 2014.12.8.
41) AP, 2014.9.3.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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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리아군 기지에 대해서도 간헐적, 제한적 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2015년 9월 시작된 러시아의 참전으로 힘을 얻은 아사드군과 그 동맹세
력의 거센 공격으로 전세가 반군에서 아사드정권에 유리하게 전환되면
서, 서방지원 온건반군 세력들의 희생이 가시화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경고성격이 크다.
2017.4.7. (아사드군의 화학무기 사용여파)
2017년 4월 4일 아사드 정부가 CWC (화학무기협약)를 위반하고
2013년 8월에 이어 또 한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계기가 됐다. 주
지하다시피 시리아정부는 2013년 8월 동고타와 서고타 반군영토에서
15개 로켓을 이용 화학무기(사린)를 발사, 무차별적으로 수백 명을 희생
시키고, 수천명을 부상케 했다. 유엔전문가들은 사린이 사용됐다고 결론
지었으나, 누가 사용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사드 정부를 제재할 수 없었다. 화학무기사
용은 오직 정부군만이 가능하다는 판단하 미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 대
응의지를 밝혔다. 당시 아사드는 정부군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대
신 1996년 탄생한 CWC에 가입하고 신고된 화학무기를 파괴할 것이라
약속했던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어기고 2017년 승세에 놓인 아사드군이 화학무기를 또
사용한 것이다. 유엔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확실히 “아사드정권”이 칸셰
이혼 반군영토에 대해 사린 공격을 감행,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
다. 이번에도 아사드는 조작이라 우겼지만, 2017년 4월 7일, 처음으로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 샤이라트 공군기지에 경고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
일 수십대를 발사했다.42)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정체된 상태에서 불가피
국제사회의 R2P(보호책임)의지를 구현한 만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42)

The Guardian,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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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본다. 즉, 유엔안보리가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으로 인해 개입
의지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심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바라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43) 4월 7일 이후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의 아사드 지원에 대
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44) 대선운동 기간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정부를 비난하며 자신의 공약 중 미러관계 복원을 앞세웠었다.
그러나 취임후 특히 2017년 들어 그도 어쩔 수 없이 이전 미 주류 외교정
책을 밟아 간 것이다. 2017년 5∼6월,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은 시리
아 정부와 그 동맹들에 대해 준비된 공격을 가했다.
2018.2.7. (아사드군의 미 수송차 탱크공격 여파)
2018년 2월 시리아 동부에서 친아사드군 세력에 대한 미군의 응징공
격으로 러시아 민간계약업체 인력 약100명이 사망했다. 냉전종식이후
미국인과 러시아인이 유혈충돌을 한 것이다. 더구나 IS로부터 탈환한 영
토를 놓고 시리아내 프록시 세력들간 교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처음부터 이런 용병의 존재를 인장치 않았기
에 크게 설전이 되지는 않았다. 미 중부사령관은 친아사드측이 먼저 SDF
와 함께 IS격퇴 작전 중이던 미군자문단을 향해 탱크에서 공격을 가했고,
이에 미측이 방어차원에서 드론과 폭격기 등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
다.45)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야블린스키는 러시아 국민다수가 시리아 지상 전
유엔안보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미국의 군사적 경고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필요한 조처였다는 입장
은 Daniela Abratt, “US Intervention in Syria: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Denver Law Review 95-1 (2017), 21-71 참조. “화학무기 정의”시각에
서 시리아 내전 사례를 다룬 글로는 Brett Edwards & Mattia Cacciatori,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hemical Weapon Justice: The Case of Syria,
2011-2017,”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9-2 (2018), 280-297 참조.
44) Peter Rutland, “Trump, Putin, and the Future of US-Russian Relations,” Slavic
Review 76-S1 (2017), p.541.
45) The Guardian, 2018.2.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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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서 사망했다면 푸틴대통령과 당국은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북부시리아내 영토를 확
장한 SDF를 위해 위험한 일방적 조처를 취한 것”이라 했다. 그는 연합의
이 조처가 유프라테스강 동쪽 뚝부터 이라크 국경에 이르는 넓은 시리아
영토를 ‘준국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미러간 IS
에 대한 전투가 끝나자 지정학적 다툼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페스코프
대통령대변인은 시리아내 러시아 용병의 사망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했
다. ”우리는 러시아 군병력에 관한 자료만 있을 뿐이다. 시리아에 있을
수 있는 여타 러시아인들에 대한 자료는 없다.”46)

2018.4.14. (아사드군의 화학무기 사용여파)
2018년 2월, 시리아/지원군의 동고타 탈환공세로 모두 1,700명이 사
망하고, 동고타 영토 2/3를 장악했던 반군들이 항복하고 북시리아로 이
주했다. 나머지 1/3, 즉, 제이시 알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두오마(인구 8
만∼15만명)에서 4월 7일, 두 번에 걸쳐 시리아 공군이 독극물 공격을
했다. WHO는 4월 11일까지 모두 43명이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사망
했다고 밝혔다. 대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4월 14일 시리아 ‘과학연
구센터 지점’ 화학무기고 등 정권의 화학무기프로그램 관련 3개 부지를
대상으로 105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생산, 확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을 구상할 것”이라 했다.47) 시리
아 외무부는 “야만적 공격”이라 비난했고, 3개월 후 아사드는 외신을 통
해 연합이 거짓말을 했으며, 고의적으로 시리아 내전을 오래 끌고 있다고
논평했다.48) 유엔조사단(UN-OPCW)은 아사드군이 내전 중 최소 3회
이상 클로린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The Guardian, 2018.2.13.
백악관 공보실, Statement by President on Syria (2018.4.13.).
48) Daily Mail, 2018.6.9.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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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 철군선언(2018.12)과 이행 유보
아사드/러시아군이 반군장악 영토 탈환에 박차를 가하던 2018년 1월
중순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시리아내 이란의 영향
력 대응 및 아사드 퇴출을 위한 미군기지 구축 의사를 피력했다. 2018년
9월초 미국은 외교적 압박 목적으로 무기한 군사작전 전략으로 선회했
다.49)
그러던 중 석달만에 갑자기 2018년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IS
가 패배했다”며 미군이 시리아를 떠날 것이라 천명했다. 2,000명 병사가
30일내 철수하는 제안이다. 시리아내 미국이 주도해온 연합군과 연합군
의 지원을 받아온 쿠르드 ‘시리아민주군’(SDF)에게는 큰 쇼크였다. 특히
IS로부터 영토를 앗아 온 SDF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이들에게는 아사드 정부로부터의 급습, 터키군의 급습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심지어 IS의 산발적 재기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2017년부터 시리아 정부와 그 동맹들의 기지로 까지 군사적 공세를 확
장하고 무한정 주둔까지 생각하던 미국의 입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
으로 바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과 의원들의

49)

Washington Post, 2018.9.6. 대선기간 트럼프 후보의 친러발언이 그의 취임이후 적
어도 현재까지 미국의 대러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미러관계가 오
바마 행정부 시기보다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포터는 미국의 대전략이 변하지 않기 때
문이라 본다. 군사우위, 동맹공약, 미국주도 제도와 시장 통합, 핵무기 확산 억제가 그
요소다. Patrick Porter, “Why America’s Grand Strategy Has Not Changed:
Power, Habit, and the U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nternational
Security, 42-4 (Spring 2018), 9-46 참조. 반면 기존 자유주의·국제주의와 상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 외교정책 구상이 기존 행정부 제도를 잠식, 트럼프 이후에도 복
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로서 Daniel W. Drezner, “Present at the
Destruc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Bureaucracy,” The Journal of Politics 81-2 (2019), 723-730. 국제주의에서 민족
주의로의 추세 속,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가 가지는 단기 및 장기 함의는 Daniel
Druckman, “Unilateral Diplomacy: Trump and the Sovereign State,”
Negotiation Journal (2019)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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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유럽동맹들과 이스라엘의 반대, 시리아내 SDF의 곤경 등을 검토
하고 조정한 듯 2019년 8월 현재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정부가 채택한 ‘국가안보전략’(2017.12.
18.)에 따르면 미군 철수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첫째, 군사·안보차원에서 지역내 필요한 미군을 주둔시켜, “군과 동맹을
테러단체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있
다.50) “중동정부가 약하면 테러, 범죄, 부패가 만연하고 정부신뢰가 추
락한다. 따라서 미국은 법치 등 지역 파트너들의 국가제도와 능력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미사일위협에 대한 방어능력도 함께 구가해 갈 것이
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군과 혈맹이 된 이란에 대한 불신이 최
고점에 있다. “이란은 전세계 대표적 테러리즘지원국가로서 지역불안정
을 이용, 파트너들과 대리자들을 통해 무기와 자금 확산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첨단 탄도미사일과 첩보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사
악한 사이버 활동을 벌인다.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체결한 핵합의(JCPOA)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줄어들지 않았
다. 이란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역내 폭력의 악순환을 고집하고
있다. 라이벌 국가들의 국가붕괴로 창출된 공백을 채우고 있고, 지역갈
등을 조장한다.” 더하여 안정적 글로벌 에너지 시장 기여도 미국의 중동
정책 비전에 포함된다. 미국은 중동내 파트너 국가중 일부가 이슬람 극단
주의와 폭력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들과 함께 역내 정
치안정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고 분쟁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파트너 관계를 원하는 나라들은 번
영을 취할 것이고, 미국은 국익에 유익한 힘의 균형과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차원에서 미국의 중동지역 과제는 ‘걸프협력회의’ (Gulf
50)

백악관,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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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한 협력강화, 독립 이라크와의 전략파트너십 강화, 시리
아내 난민귀환과 안전한 삶 구축, 이란의 핵무기 획득 저지 및 영향력 중
화를 위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용하는 포괄
합의문 채택 지원 등이 된다.
셋째, 경제차원에서 미국은 중동국가내 지하드 테러분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심대한 불평등 해결 위한 개혁 지지,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 등
지역국가들로 하여금 경제현대화를 통해 개방경제, 개방사회의 이점을
누리도록 지원코자 한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선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의 중동정책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로 하여금 미국의 조기 철수에 따른 권력공백을 우려케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① 그간 연합과 합동작전을 펼쳐온 시리아 북부 쿠르드 반군
에 대한 터키의 공세가능성, ② 러시아와 시아파 이란의 지정학적 승리,
③ 시리아내 IS등 수니 극단테러단체들의 활동 재기 가능성을 말하고 있
다. 이들의 우려와 함께 ④ 영국, 프랑스 등 유럽동맹국들의 미군 대체병
력 추가파병 어려움 등을 고려, 백악관은 2019년 2월, 전군철수 대신 약
200명의 임시군을 무기한 잔류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00명 미군전원의 시리아 철수를 선언한 데 대한 부분적 반전이다.51)
그러나 이들의 주둔지와 임무 기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쿠르드
통제 북서부, 그리고 동남부 탄프 요새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평들이다.
2019년 6월, 미국은 ‘IS퇴치 특사’ 제임스 제프리를 통해 유럽동맹국들
에게 미 지상군 감축분 보충을 재요청했다.52)

51)
52)

CBS, 2019.2.21.
VOA,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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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시아의 아사드지원 참전 (2015∼현재)
1. 역사적 배경: 러시아-시리아 전통적 신뢰 관계
정치외교 및 군사
미국처럼 소련도 같은 해(1944)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
나 미국과 달리 소련/러시아는 ‘아랍의 봄’ 이전이나 이후나 시리아와 역
사적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냉전질서하 공산진영 종주국 소련은 시리아를 서구진영에 반대하는
동맹세력으로 간주했다.53) 시리아도 중동지역 전쟁 혹은 분규가 터질 때
마다 소련과 밀착했다. 1954년 2월 25일 쿠테타 이후 이념적으로 서방
경계심을 갖는 바트당이 시리아 정치 전면에 섰다. 바트는 아랍어로 “부
활”을 의미하며 바트이즘은 아랍 민족주의, 팬아랍이즘, 아랍사회주의,
반제국주의를 모아 놓은 이념이다. 1947년 다마스쿠스에서의 창당 이
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번져 나갔으며 1952년 아랍사회주의 운동과 합
류, 아랍사회의주의 바트당을 구성했다.54) 동서이념 대립의 국제질서에
서 바트는 소련쪽에 기울어 있었다.
냉전기 미국과 영국은 1955년 11월, 소위 “바그다드 협약”을 통해 ‘중
앙조약기구’(CENTO)의 출범을 꾀했다. 표면상 유엔헌장상의 지역 집
단안보규정을 근거로 했지만, 실제로 중동지역내 소련의 세력확장을 저
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로 성립됐다. 회원국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
키, 영국, 5개국이었다. 설립주체이자 주도국이었던 미국은 압력 및 군
사, 경제적 지원 등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참관국 자격으로 참

53)

Dimitri Trennin, “Russia’s Line in the Sand on Syria: Why Moscow Wants to
Halt the Arab Spring,” Foreign Affairs (2012.2.5.).
54) Alan George, Syria: Neither Bread Nor Freedom (Zed Book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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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미국이 공식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친이스라엘 로비, 예
산과정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이론이 있다.55) 다만 1958년 미국
은 동맹의 군사위원회에 합류했다. 따라서 미국이 정규 회원국이었던
NATO, SEATO(동남아조약기구, 1954∼1977)와 달리 군사공동체 성
격이 완화되고 정치, 경제분야 협력이 강조됐다. 본부가 ‘이라크 왕국’의
수도 바그다드였는데, 1958년 왕국내 군부 쿠테타 결과 공화정이 수립
되고 CENTO 탈퇴를 선언했다. 1959년 미국의 조정으로 본부를 터키의
수도 앙카라로 옮겼지만 범아랍 민족주의 부활과 비동맹세력 확대,
1979년 3월 이란왕정 붕괴, 소련세력 확장 대항마로서 CENTO 대신 비
동맹운동을 택한 파키스탄의 탈퇴결정 등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결국 터
키의 해체요구에 따라 1979년 9월 27일 정식해체됐다. CENTO는 냉전
기 미국에게는 가장 실패한 동맹중 하나로 평가된다.
바그다드 협약의 실패는 소련과 이에 참가하지 않은 시리아가 외교적
으로 더 긴밀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소련은 1956년 10월 수에즈
위기 이후 중동에서 영향력을 쌓아 왔다. 시리아와 군사 및 경제협력 합
의문을 포함, 시리아 원조를 가속화했다. 1955∼58년 시리아는 소련으
로부터 2,900억 달러의 군사 및 경제지원을 받았다.56) 그러는 사이 시리
아내에서는 바트당의 영향력이 커졌다. 1966년 2월 바트당이 당내 군사
쿠테타로 친시리아계열과 친이라크계열로 분리됐는데, 소련은 이를 시
리아에게 더 많은 원조를 베푸는 기회로 삼았다.
1970년 11월 13일, ‘교정운동’으로 불리는 새 쿠테타로 현 바셰르 아
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아사드가 권좌에 오르자 이듬해인 1971
년 소련은 그와의 합의하 중동내 자국의 안정된 입지를 갖추게 될 타르투
수항에 해군기지를 두게 되었다. 오늘날 러시아 흑해함대가 가진 유일한

55)
56)

Guy Hadley, CENTO: The Forgotten Alliance (University of Sussex, 1971), p.2.
Andrej Kreutz, Russia in the Middle East: Friend or Foe? (Greenwood, 2007).

54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

지중해 해군기지가 바로 이 시리아령 타르투스 해군기지다.57)
<그림 4> 타르투스항

나아가 하페즈 아사드의 재임 30년 (1971∼2000) 수천 명의 시리아
군장교, 지식인들이 소련/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다.58) 1977년 하페즈
아사드는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지도자 브레즈네프와 외무장관 코시긴
을 만나 관계를 증진시켰으며, 1980년 10월 8일 양국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했다.59) 조약은 2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중지를 원치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현재에도 유효하다. 조약은 양자 및 다자적 의제
에 대한 정기적 협의, 위기시 대응조율, 군사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
모스크바와 다마스커스 간에는 2019 현재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는 아사드정권의 인권탄압과 민간인 공격 등에 따라 미국이 2012년
George W. Breslauer, Soviet Strategy in the Middle East. (Boston, Massachusetts,
1990).
58) Financial Times, 2012.7.9.
59) David Lea, A Political Chronology of the Middle East (London: Europa
Publications, 200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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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주재 미국대사관, 2014년 미국내 시리아대사관 폐쇄결정을 내
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8년 러시아는 소수 선발된 시리아 어린이들
에게 무상 군사교육 제공을 선언했고, 일차적으로 8명이 8월 러시아에
도착했다.60)
무역 및 투자
러시아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시리아내 상당한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
다. 2010년 기준 러시아의 대 시리아 투자는 약 194억 달러, 수출은 11
억 달러로 추정된다.61) 무역은 무기거래의 비중이 컸다. 하페즈 아사드
통치기인 1970∼80년대 소련의 대 시리아 무기판매는 시리아 무기 총
수입의 90%를 차지했었다.62) 이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다수의
SS-21 단거리미사일(사거리 70km)이 포함된다. 소련붕괴 후 1992년
러시아는 새로운 거래관계 도입을 계기로 냉전기 시리아의 채무 약 73%
를 삭감해 주기로 했다. 2000년 바샤르 아사드 현 대통령 취임후 10년간
(2000∼2010), 러시아는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시리아에 팔았으며,
시리아는 러시아의 제7고객이 되었다.63) 2008년 시리아는 미그-29 전
투기, 팬치르 방공체계, 이스칸다르 전술미사일 체계, 야크-130 항공기,
2대의 아무르-1650 잠수함 구매에 합의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이 수출로써 중동 세력균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오히려 “국제법”에 부응하며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의 “안
정성 강화 및 안보유지를 위한 것”이라 했다.64)
2011년 시리아내 소요사태가 발발하자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에게 반
RT, 2018.8.17.
Moscow Times, 2011.9.2.
62) Jeremy Sharp, Syri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60)
61)

Washington DC. 2008.5.1.).
New York Times, 2012.2.9.
64) UPI, 2008.9.2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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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공격할 무기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수없이 나왔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2년, 러시아의 대 시리아 무기계약 규모가 6억 8,700
만 달러라 했다.65)
무기거래 외에도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전, 다수 러시아 회사들
이 시리아의 인프라, 에너지, 관광 사업에 들어가 있었다. 러시아의 ‘스트
로이 트란스가즈’(천연가스시설건설사)는 시리아내 러시아 최대회사로
서 80여명이나 되는 상주 러시아인 직원을 두고, 2010년 11억 달러 프로
젝트 구상, 홈즈 동쪽 200km 떨어진 곳 천연가스 처리공장 건설, ‘아랍
가스파이프라인’ 기술지원 등에 관여했었다. ‘타트네프트’는 2010년 시
리아내 에너지부문 최대회사로서 시리아 국영석유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 이라크 국경지대 유전탐사에 1,200만 달러 투입을 계획 중이었다.
여타 시리아에 진출한 러시아 큰 회사들로는 철파이프 제조사인 TMK,
가스회사 ITERA,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등이 있다.66)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에 대한 입장과 정책
아사드정권과 밀착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2011년 내전발발 이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경제제재 혹은 국제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13년, 2017년, 2018년
각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압박과 제재도 피하게 했다. 즉,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제안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문에 대해 5개 상임이사
국중 하나로서 ‘주권국가 내정간섭’이라며 거부권을 사용해 왔다. 아사
드가 합법적 지도자이며 ‘테러분자’들을 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2월, 홈즈에서 벌인 아사드정권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유엔안보
리의 공식규탄 결의에 대해서조차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

65)
66)

Pieter D. Wezeman, “Arms transfer to Syria,” SIPRI Yearbook 2013.
The Moscow Times,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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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가 내전발발 이전 구매키로 계약했던 대
량의 무기를 계속 시리아 정부에 제공했고, 시리아는 이 무기들을 테러
단체 개념을 확장하면서 서구지원을 받는 반군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다
는 지탄을 받았다.67) 마침내 2015년 9월 30일,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IS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시리아 내전 참전을 알
렸다.

2. 2015년 군사개입 동기와 계기
러시아는 위에서 보았듯, 지정학, 군사, 정치, 경제적 이유로 내전발발
과 함께 아사드정권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소련기 초강
대국 지위를 잃고, 자존심이 상해온 러시아로서는 아사드정권과의 결탁
이 중동과 글로벌 안보에서 더 이상 없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반군이
승리하는 경우, 서방의 영향력도 함께 들어 설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의
중동내 영향력과 실리차원 경제적 국익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
는 공식 참전 2년만인 2017년 말, 자국 병력의 시리아 영구주둔을 언급
했다. 2015년 10월 11일 영상인터뷰에서 푸틴대통령은 군사작전은 사
전 충분히 준비된 것이며 러시아의 목표를 “시리아내 합법권력 안정화
및 정치적 타협조건 창출”로 정의했다.68)
첫째, 지정학적 고려다.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중동내 러시아
의 지정학적 영향력 복원의 포석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69) 앞에서 언급
했듯, 러시아는 냉전기인 1971년 소련과 시리아 간 약정에 따라, 지중해
67)
68)
69)

csmonitor.com (2012.1.19.).
Interfax, 2015.10.11.
크렘린, 「러시아외교정책개념」 (2016.11.30).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 on November 30, 2016). www.m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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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자국 해군기지를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시리
아군(약 30만 명)의 무기는 대부분 소련과 러시아제이다. 내전발발 이전
시리아는 러시아의 제7대 무기수입 고객으로서 3년간(2007~2010년)
4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소련 붕괴 후 양국 군사협력은 러시
아가 소련 시기 약130억 달러의 시리아 채무 중 90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70)
둘째, 경제적 고려다. 아사드정권의 생존으로 보장받을 러시아의 상업
적 이익이다. 아사드정권의 붕괴는 내전이전 러시아-시리아 교역과 러
시아 기업들의 투자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정치적 고려다. 장기 독재체제 유사성에 따른 동병상련이다. 러
시아 및 구소련 지역 반체제 시위 위험 사전 봉쇄이다. 2011년 총선 이후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지속된 반정부, 반독재 시위를 서방의 사주라
비난해온 러시아는 시리아 반정부 세력도 서방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사드정권과의 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히 반미성
향 장기 독재정권인 것이다. 푸틴대통령은 1999년 총리시절, 전임 옐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대통령서리로 지명했다. 이듬해 2000년과 2004
년 각각 대선에 성공했다. 헌법에 따라 3선을 할 수 없어 2008년 대선에
는 고향 상트 페테르부르그 법대 후배인 메드베데프를 여당 후보로 지명,
대선에 나가게 하고 자신은 4년간 총리직으로 옮아갔다. 러시아내 푸틴
대통령을 능가할 인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총리직에서도 사실상
최고지도자로서의 공백은 없었다. 2012년 대선에 출마 다시 크렘린으
로 돌아왔다. 대통령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수정해 두었다. 2018년 대
선으로 제4기 집권에 들어갔으니 2024년까지 통치할 수 있다. 푸틴대통
령에게 ‘아랍의 봄’은 러시아로의 전이를 염려케 한다. 20년 그의 통치기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벗어났지만 그 자리를 소위 “푸틴이즘”이 대신하
70)

정은숙, “시리아 유혈사태와 러시아,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 세종논평 (2012.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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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치의 권위주의화, 경제개혁 미흡 및 국제 에
너지가 하락과 불안정성,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후 G8으로
부터의 퇴출, 서방의 경제제재 등 경제불안 요소 급증, 상트 페테르부르
그 대학교 동문과 KGB 전 동료들로 구성된 소위 “푸틴의 사람들” 고착화
등은 푸틴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러시아는 2000년대 구소련지
역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내 소위 “색깔혁명”은 ‘국가주권’
에 대해 서방이 사주한 소요공작이라고 비난해 왔다. 중동의 대표적 친러
국가 시리아가 마침내 내전에 패배하고 친서방 정권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에 고무되어 러시아내 정치불안 요소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푸틴대통령에게 아사드의 곤경이 남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넷째, 군사적 고려다. 푸틴대통령이 피력해온 ‘강한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무적의 무기체계를 갖춘 군이 중요한 요소
다. 그는 2018년 국정연설에서 “시리아 군사작전은 러시아군의 능력 증
강을 증명해 준다”며 최근 러시아군의 첨단장비 개발결과를 공표했
다.71) 보리소프 국방차관은 시리아 참전이 러시아군에게 최신 개발된 특
수 군장비를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방산업체의 신뢰성을 확인
하는 장이 된다고 강조한다. 필요시 방산업체 대표와 수리공들이 장비디
자인 점검 및 모든 작전결함을 분석하는 등, 궁극적으로 러시아 군의 다
면적 협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72) 2017년말 러시아 국방장관 쇼
이구는 첫 2년간 자국군 48,000여명이 시리아에서 “전투경험”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73)
다섯째, 시리아 내전중 2014년 돌출변수로 등장한 IS위협은 미국주도
연합뿐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아사드정권을 구해야 하는 강한 동기가 됐
푸틴, 국정연설 (President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2018.3.1.). http://en.
kremlin.ru/events/president/news/56957 .
72) 러시아 국방부, 2017.10.31. https://eng.mil.ru/en/news_page/country/more.
htm?id=12149080@egNews.
73) www.kremlin.ru. (2017.12.22); Rossiyskaya Gazeta, 2017.12.2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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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주도 연합이 이미 2014년 이라크-시리아내 퇴치작전에 들어가
자 러시아는 2015년 “주권국 시리아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른 합법적 참
전”임을 강조하면서 아사드정권의 내전승리를 목표로 참전을 결정했던
것이다.

3. 러시아군의 아사드정권 지원 참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반된 반응
국제사회의 반응은 양극화됐다. 중국, 이집트, 이라크, 벨로루시 등 러
시아와 긴밀한 외교, 경제 유대를 갖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개입을 지지한
다. 반면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비판적이다. 아사드정권을 지지하는
시리아 내전에서의 러시아 역할 자체, 그리고 전쟁범죄 의혹을 받는 시리
아 정권과의 잠재적 공범관계 가능성 등이다. 미국은 개입을 규탄하며,
러시아가 시리아정부를 지원하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해 기존 크림합병
관련 제재 외에 추가제재를 부과했다. 유엔관리들도 러시아의 개입을 부
정적으로 보고 전쟁범죄 요소가 있음을 시사했다.74) 휴먼라이트워치와
앰너스티인터내셔널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짓고
있고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목표로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러시아는 러시아개입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군 지원국의 조정을 받은
것이라 한다. 미러간 시리아 개입을 둔 “가짜뉴스” 공방도 잦아졌다.

4. 러시아의 아사드정권 지원작전 성과와 비용
(1) 2대 전투목표: IS격퇴 & 아사드정권의 영토 재탈환
2014년 IS의 창궐, 이의 퇴치를 목적으로한 미국주도 연합국의 군사
작전, 지칠 줄 모르는 반군의 공세는 아사드정권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74)

The Guardian, 201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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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아사드에 대한 정치적 지원 및 군장비 보급에 만족하던 러시아
는 아사드군과 함께 모든 적대세력 퇴치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2015년 9월 30일, 러시아연방원이 IS 격퇴를 공식목적으로 한 푸틴대통
령의 시리아 참전계획을 승인하자, 즉각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에 들어갔
다.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서방지도자들은 깜짝 놀랐다. 러시아는 자국의
참전은 “시리아 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즉,
2014년 미국주도 연합군의 IS격퇴 군사개입이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유엔안보리 결의가 부재한 불법행위였음을 강조하며 빗댄 것이다.
참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장교들은 러시아의 목표중에는 IS 등 테러
단체와의 전투와 별개로 아사드 정부로 하여금 반정부 단체하의 영토 재
탈환 지원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는 이들 반정부 단체들중 일부를 미국과
연합이 “온건반대파”라 부르며 지원해 왔던 만큼,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지정학적 동기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
다.75) 러시아의 개입은 처음 주로 시리아 북서부 IS, 알누수라 등 테러단
체, 그리고 반정부 연합체인 ‘시리아국가연합’ 등을 공습 목표로 했다.
수십대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동원됐다. 미국주도 연합군과 같은 전장에
서 교전을 벌인 것이다. 러시아는 공습 외에 추가적으로 약 4,000명에
이르는 특전대와 군고문들을 시리아에 주둔시켰다.76)
뿐만 아니라 서방은 약 1천명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s)인력들도
시리아내 아사드정권 공세를 위해 참전세력간 유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보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단체가 ‘와그너 그룹’이다. 언급했듯 2018
년 2월 미국주도 연합군이 시리아동부 데이르조르주에서 아사드측의 공
격에 대한 역공시 크렘린과 연계된 다수 민간계약자들이 사망했다. 이때
까지 러시아는 시리아내 러시아 민간계약자들과 시리아군은 무관하다

75)
76)

Bloomberg Business, 2015.10.19.
Reuters, 20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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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해 왔다. 2018년 2월말, ‘러시아 외무부’는 위의 공격으로 자국민
수십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적어도 시리아내 비군사부문 러시
아인의 사망을 처음으로 시인한 사례가 된다.77) 와그너그룹은 2014년
우크라이나 잠입이후 시리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서방이 와그너그룹의 존재를 인지한 만큼, 그
전략이 수월히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2) 미국주도 연합군과의 이해 불일치 요소: 아사드 지원/온건반군에
대한 공격/이란결탁
IS격퇴 및 소멸은 러시아가 미국과 공유하는 절대적 국익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음 측면에서 미국과 타협하기 어렵다. 첫째, 시리아 내전에
서 “온건반군”을 지지하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애당초 그러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사드정권과 싸우는 반군은 무조건 “테러분
자”인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일관되게 아사드 대통령만을 시리아의 합
법적 지도자로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 인권탄압, 민간
인 살해 등 아사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시
리아내 아사드군을 지원하는 이란과도 결탁하고 있다. 미국은 아사드 정
부와 이란의 군사활동을 비판하며 심지어 2018년 이란의 “사악한” 역내
패권활동 포함, 첨예한 불신속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란
이 함께 이란핵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했던 JCPOA(2015)에서도 탈퇴한
상태다.

(3) 러시아의 “승리” 선언과 재건재촉
IS창궐 및 지리멸렬했던 시리아 내전속, 2015년 러시아의 전면적 군
77)

IISS, The Armed Conflict Survey 2019,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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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입은 아사드정권의 영토탈환 전기가 됐다. 러시아의 개입은 미국에
게는 상당한 압박요소가 됐고 시리아 정부에게는 상당한 실질적 득이 됐
다. 러시아의 참전 1∼2년 사이 정부군은 팔미르(2016.3), 알레포
(2016.12) 등을 탈환하고 3년간 잃었던 데이르조르 탈환과 안정화 확보
(2017.11) 등의 성과를 거뒀다.78) 2017년 12월초, 푸틴대통령은 동부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계곡을 따라 IS전사가 “완전패배”했음을 선언했
다. 학교. 시장, 민간인 가리지 않고 시리아와 러시아 공군이 연일 공습을
해댄 결과다.79) 2018년 동부 고타지역, 리프 다마스크주, 다라와 쿠니
트라주, 기타 북서부 주요 전장에서 공습을 수행했다. 2019년 현재도 러
시아군은 아사드정권 수호 및 중동에서의 자국 영향력 구축을 위해 계속
남은 반군에 대한 공세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월초, 러시아 합참의장 게라시모프는 러시아공군이 19.160
회 전투미션을 수행, “테러분자들의 기간시설”을 목표로 71,000건의 공
격을 가다고 발표했다.80) 2018년 8월, 러시아국방부는 2015년이래 3
년간 러시아군 약 63,000명이 시리아 교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러시
아는 또한 전투기와 첨단 미사일 등 상당수의 무기를 시리아에서 동원하
고 있고, 시리아 정부에게도 BTR-82A 무장수송기, S-300방공체계 등
첨단 군장비를 제공했다.81) 2018년 10월 러시아 국방부는 아사드군과
자신들의 영토탈환 작전, 인도적 지원과 재건노력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
와 대조적으로 미국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82)

미국은 자국이 “불법점령”한 영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Washington Post, 2016.3.29.
BBC, 2017.12.11.
80) Rossiyskaya Gazeta, 2017.1.10.
78)
79)

81)
82)

BBC, 2018.10.2.
러시아 국방부, 2018.10.31. https://eng.mil.ru/en/news_page/country/more.
htm?id=12202184@e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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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리아인들에게 유익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IS가
제거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 인종적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개선될 전망
도 없다. 아스타나 협상 참가국인 러시아, 이란, 터키만이 시리아내 유혈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시리아 위기의 완전한 해결은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전일성에 토대를 둔 전(全)시리아의 정치적 대화로만
가능하다.

다른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옵저버’는 2015년 9월 참전
개시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첫 5개월간 러시아공습으로 인해 어린이
200명 이상을 포함, 최소 1,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동단체는 2017년 9월까지 첫 2년간 러시아 공습으로 민간인 5,703명이
사망했고 이중 1/4이 어린이라 추정한다(IS전사 4,258명, 알누스라와
여타 반군전사 3,893명 사망).83) ‘시리아네트워크인권’은 러시아가 IS
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행한 것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84)

(4) 푸틴대통령의 대선운동 활용
푸틴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시리아 참전결정은 시리아 전세에 역전을
가져온 대승리로 치부된다. 2018년 3월 대선을 앞둔 푸틴대통령은 각각
2016년말과 2017년말 러시아가 승리했다며 부분철수를 말하기도 했
다. 특히 그는 대선 3개월전인 2017년 말, 시리아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 아사드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자국 유권자들에게 시리아 참
전의 성공적 결과, 러시아의 위대함 등을 보여주려 애썼다.85) 아사드 대
83)

“More than 7,700 civilian casualties are the victims of Russian bombardment in
31 months and regime’s warplanes kill about 25500 civilians since the start of
the Syrian revolution” (2018.4.3.) http://www.syriahr.com.
84) The Guardian, 2016.3.16.
85) BBC,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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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라는 핵심 동맹세력의 생존, 시리아내 장기적 군사주둔 보장 (기
존 타르투스 해군기지외에 라타키아주 흐메이밈 공군기지 확보), 이를
통한 중동지역 러시아의 입지제고는 분명 가시적 성공지표가 됐다. 나아
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시리아 작전은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86)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G8퇴출, 서방의 제재 등 위신이
추락한 러시아가 시리아 작전성공을 통해 서방과의 관계에서 협상지렛
대를 갖게 된 측면이다. 푸틴대통령은 “테러분자들이 다시 머리를 들면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강한 공습을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또 러시아
가 시리아 평화안착을 위해 아사드 정부의 또다른 핵심동맹인 “이란,” 그
리고 반군지원국인 “터키”와 공조할 것이라 말했다.87)

(5) 참전의 인적, 물적 비용
적어도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참전이 국민들의 대정부 신임도에 부정
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애국심과 사기진작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 아사드정권의 안정화가 더뎌지고, 아울러 러시아의
인적, 물적 재원의 연속 투입이 필요한 경우, 러시아의 국익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신임도가 추락할 수 있다.
첫째, 2019년 2월 23일 기준, 러시아 국방부가 집계한 시리아 참전
러시아군 희생용사는 116명이다, 이외에 러시아내 민간조사단체인
‘Conflict Intelligence Team’에 따르면 와그너그룹 등 러시아 민간군
사계약업체 인력 최소 73∼101명이 첫 2년간 사망했다.88) 대부분은 적
대세력의 공격에 의한 사망이지만 비적대 세력의 실수에 의한 사망도 적
이 점은 Anna Borshchevskaya, “Russia’s Goals Go Beyond Damascus,” Middle
East Quarterly (Winter 2018), 1-13 참조.
87) BBC, 2017.12.11.
88) https://eaworldview.com/2019/03/syria-daily-russia-acknowledges-deaths
-of-3-troop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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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2018년 2월 7일, 미국주도 연합군의 아사드측 공격에 대한 대
응공세로 약 100명 비군사인력이 사망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12월
25일, 92명을 태우고 소치공항을 이륙 시리아 흐메이밈 기지로 향하던
Tu-154가 흑해에서 추락, 모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64명은 ‘알
렉산드로프 앙상블’ 합창단원이었다.89)
둘째, 러시아 경제 역시 시리아 참전을 지속하는데 있어 제약요소이
다. 20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대러경제 제재 등으로 2015년 러시
아 경제가 대폭 추락했었다 (-2.8%). 2016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었다 (-0.2%). 2017년 들어 약성장세로 돌아섰지만 회복은 더
디다(1.5%).90) 2018년 3월 대선직전 국정연설에서 신형무기의 위용을
화면으로 제시하던 푸틴대통령은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대내 사회
경제 부문 발전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었다. 푸틴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직
후 집권4기 청사진으로 6년 임기내 세계5대 경제대국 도약, 1인당 GDP
1.5배 증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91) 2019년 8월 들어 러시아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는 듯해 시리아 참전도 어느 시점, 푸틴대통령에게 부담으
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92)

“Списокпассажиров, находившихсянабортуТу-154 Миноборо
ныРоссии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90) CIA, World Factbook (2019).
91) 크렘린, Executive Order On National Goals and Strategic Objecti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rough to 2024 (2018.5.7.) (kremlin.ru/events/president
/news/57425).
92) 러시아 국방부는 빠른 시일, 아사드를 중심으로 한 평화정착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내
별도로 ‘시리아 반대세력간 화해센터’를 두고 적극 개입, 내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ht
tps://syria.mil.ru/en/index/syria/news/more.htm?id=12243880@egNew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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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주도 프로세스의 실패 & 러시아 주도 ‘아스타나 프로세스’의
등장
시리아 평화프로세스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
셔티브와 계획들의 총체로서 2011년 내전발발과 함께 시작되어 진화해
왔다. 아랍리그, 유엔특사, 러시아와 서방 등이 중재를 모색해 왔다. 내전
종식을 위한 직접적 협상당사자는 보통 시리아 정부와 반대파이다. 서방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은 협상틀 밖에 존재해 왔고 IS 등 급진 수니파 테러
단체들은 협상대상이 아니었다.
처음 2011년 말 시리아 내전 및 중동안정화 해결책으로 아랍리그가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2012년 1월과
2013년 11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와 반대파를 대상으로 모스크바 협
상을 제안했다. 2012년 3∼5월에는 코피 아난 유엔/아랍리그 공동특사
의 평화제안에 희망을 걸었지만 실패했다. 2014년 1월과 2월에는 시리
아에 대한 제네바 Ⅱ 회의를 아난의 후임 유엔특사 브레히미가 조직했다.
2015년 10월 30일에는 비엔나에서 미국, EU,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
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의 관리들이 회의에 참석했
다. 이는 처음으로 이란의 관리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참석한 회의였
다. 2017년 반군지도자와의 평화협상이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계속
됐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 아스타나를 시리아 평화협상의 중립적 회
의장으로 제공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2014년 2015년 각자 다른 배경속 군사개입을
시작한 이후 2017년 4월 7일 등, 시리아내 잠재적 교전 위험도 없지 않았
다. 사실 미러는 2011년 이후 다수의 시리아 내전해결을 위한 평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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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관련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편에 속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러시아는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아사드 정부의 생존과 이익을 옹호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코자 했다. 미러
는 IS격퇴, 휴전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는 공감하지만, 평화협상 과정에
서 러시아가 지지하는 아사드 대통령과 미국이 지원하는 온건반군의 역
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상호견제가 지속됐다. 이는 시리
아 내부 행위자들의 완고성과 함께 현재까지 어떠한 시리아 평화프로세
스도 성과를 내지 못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2011년∼2015년 서방과 유엔의 평화계획이 실패하고, 아사드군이
승세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내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러시아는
2016년 말부터 유엔 밖에서 터키와의 합의하 별도 ‘아스타나 평화협상
프로세스’를 출범시켰다. 나중 이란까지 포함, 시리아 내전 외국 참전국
들의 ‘트로이카’를 구성, 전투에 참가 한 시리아 반군대표들을 설득해 가
는 기제가 됐다. 유엔과 서방의 평화안들이 시리아 반정부측 대표 등 정
치적 인물을 초치했다면, 트로이카 주선의 협상에서는 군사적 인물을 초
치하고 있다. 일종의 대안 프로세스이다. 트로이카는 2017년 1월, 자신
들이 합동 휴전감시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러시아는 단순
중재자 이상의 적극성을 갖고 미래 시리아 헌법초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난민귀환과 재건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측은 더 이상
2016년 이전처럼 정치이행과 양보에 초점을 둔 기존의 유엔중재 평화협
상 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진행된 주요 회의
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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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러시아 참전 (2015.9) 이전 실패한 평화계획들
▲ 아랍리그 평화계획. 2011.11∼2012.1: 두 번에 걸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단
체간 폭력종식 및 대화개시를 유도. 정부측의 합의후 아랍리그가 감시단을 파
견함. 폭력지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시단을 철수하면서 중국, 러시아, 기
타 모든 나라들이 리그 평화계획 준수를 위해 시리아를 압력할 것을 요청. 리그
는 2012.1. 감시종료.93)
▲ 러시아 평화이니셔티브. 2012.1.20.: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시리아 정부
와 반정부측에 “비공식”대화를 제의. 정부측은 수용했다고 함. 반정부측의 ‘시
리아국가위원회’는 그런 초청을 받은 적 없지만 받으면 거절할 것이라 함. “아
사드와의 대화는 없을 것.”
▲ 코피 아난 평화계획: 2012.3: 유엔/아랍리그 공동특사 아난의 계획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의 휴전 및 정부측의 반정부측 소원과 우려 경청 종용.94) 아난
은 4월 12일 양측 모두 합의했다고 가정했지만, 5월 1일 유엔은 양측 모두
위반사실 인정.
▲ 제네바1. 2012.6.30.: 코피 아난 주도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액션그룹’ 회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외교수장 참석. 아난이 코뮤니케를 발표함.95) “행정
력을 갖춘 과도정부가 필요하며, 이에는 현재 시리아정부와 반대파들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독재자 아사드는 그러한 과도정부에서
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에 반박함.96)
▲ 제네바2. 2014.1.22.∼2015.1.31: 코피 아난의 후임 브래히미 유엔특사가 미
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려 함. 시리아 내전종식을 목적으로 제네
바 코뮤니케 (2012)에 부응하는 회의. 시리아 정부측과 1개 반군측을 초치하여
새로운 시리아 공화국을 구축코자 한 것.
▲ 아스타나 시리아 반정부파 회의 2015.5.25.∼27: 다수의 시리아 반정부 단체
들이 참석. 시리아 정부는 불참을 선택. 10월 2∼4일 제2차 회의 개최. 참석
반정부 단체들은 선언문 발표 (국제사회 감독하 2016년중 의회선거 요청). 카
자흐스탄 외무차관의 회의 중재.

93)

Magnus Lundgren, “Mediation in Syria: Initiatives, Strategies, and Obstacles
2011-2016,”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7-2 (2016), pp.273-288 참조.
94) UN Security Council, Six-Point Proposal Presented to Syrian Authorities
(2012.3.21.).
95) UNO, Final Communique of the Action Group for Syria (Geneva, 2012.6.30.).
96) BBC,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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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러시아 참전 (2015.9) 이후 실패한 평화계획들

▲ 비엔나 프로세스. 2015.10 이후: (2015.10.30. & 11.14.): 러시아의 군사개입
직후 외세의 협상. ISSG 외무장관 수준. 이전 시리아평화안의 실패후 시리아 내
전해결 목적. 공동의장은 미국과 러시아. 20개국과 국제기구 (P5, 이집트, 독일,
이란, 이라크, 이태리, 요르단,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 터키, 아랍리그, E
U, 유엔).97) △처음으로 이란 참석. 러시아가 추천했고 처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
아가 거부.98) △시리아측 비초청. △장관들의 합동성명 ‘비엔나 시리아결과 최종
선언,’ "시리아의 통합, 독립, 영토전일성. 세속적 성격 기본.” 유엔이 시리아 정부
와 반대파 공히 “믿을만하고, 포용적, 비종파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회의개최. “새
헌법 채택 및 유엔감독하 선거.”99) △러시아와 미국은 아사드의 미래 정치적 역할
관련 불화. 미국은 미래 역할 불인. 러시아는 아사드가 물러서서는 안되며, 선거로
결정할 일.100)
▲ 리야드 시리아 반정부파 회의. 2015.12.10.∼11: 시리아 반정부단체 통합 및 정
부와의 협상을 위한 대표구성을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
쿠르드 세력은 불참. 12월 12일 합의 달성으로 34개 단체대표 ‘고위급협상위원
회’ 구성. 제네바3 협상위한 공식 반정부대표 15명을 선출함. 그러나 러시아는
리야드 참석단체들이 반정부단체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제네바3. 2016.1.29.: 첫날 시리아정부측과 반대측은 회의실 착석을 거부. 2월
3일 유엔시리아특사 미스투라가 평화협상 중단시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반대파가 전적으로 비생산적 입장이며 전제조건을 달으려 한다”고 비
난.101) 반군측은 평화협상 결렬로 자신들을 지원하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방공미사일 등 보다 강하고 첨단적인 무기를 보낼 것을 희망한다고 함.102)
▲ ISSG (국제시리아지원그룹). 2016.2.12.: 시리아 위기의 외교적 해결책 발굴위해
형성된 워킹그룹.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이며 2015년 가을 “비헨나협상‘중에
출범. 19개국이 창립회원국 (중국, 이집트, EU,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이태
리, 조르단, 레비논, 오만,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터키, UAE, 영국, 유엔, 미국).
△비엔나 성명서에 따른 정치과정 계획, △ISSG가 유엔이 후원하고 미러가 공동
의장인 ‘적대행위중단’ 태크그포스를 출범시킴.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함 (수일내
시리아전역 적대행위중단 양식을 고안할 것임). △2016.2.22일 뮌헨에서 ISSG
공동의장인 미러 외무장관이 시리아 적대행위중단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대극
단테러전 예외: 다마스쿠스 시간 2월 27일 0시부터 적용.103) ISSG국가들이 휴전
준수 감시함. △러시아의 포격증대로 ISSG 공동의장간 긴장. 평화구상 위기.
▲ 휴전협정. 2016.9.10.: 미러간 다음을 합의: 시리아정부와 미국이 지지하는 ‘고위
급협상위원회’ 포함 주류 시리아 반대파간 9월 12일부터 휴전 & 합동으로 알누스
라전선과 IS에 대한 지속적 공격.104) 그러나 9월 17일 미국주도연합의 시리아군
에 대한 공습으로 시리아는 휴전협정 종료를 선언. 미국은 의도치 않은 사건이었
다고 주장.
▲ 러시아, 터키 합의. 2016.12: 푸틴대통령과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카자흐스
탄 수도 아스타나를 시리아 평화협상의 새 중립적 장소로 합의. 러시아, 터키,
이란 (트로이카)의 후원하 12월 23일 시리아 반정부측과 정부 대표단 참석 ‘시리
아 화해를 위한 국제회의.’105) △12월 28일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전국휴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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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획 발표 2016.12.30. 개시. IS, 알누수라, YPG는 휴전에서 제외. △러시아와 터
키의 정치적 노력은 유엔안보리결의 2336호(2016.12.31.)에서 승인됨.
제1차 아스타나 협상. 2017.1.23.∼24. 유엔안보리결의 2254(2015) 이행 목표.
러시아, 터키, 이란이 휴전이행 합동감시단을 구성키로 함. 회의후 러시아가 시리
아 미래 헌법안을 배포 (세속주의 즉, ‘시리아 아랍공화국’을 ‘시리아 공화국’으로
전이; 의회강화; 지방분권106)
제네바4. 2017.2.23.∼3.3: 유엔후원하 시리아 정부(유엔주재 시리아 대사)와 반
정부측 (고위급협상위원회)간 진행. 정부측은 반테러리즘에 초점, 반정부측은 정
치이행에 초점.107)
제2차 아스타나 협상. 2017.2: 휴전레짐 강화에 강한 협상. 러시아, 터키, 이란의
합동휴전감시단 공식화. 적대세력간 신뢰구축 방안
제3차 & 제4차 아스타나 협상. 2017.3.14.∼15 & 5.4: 시리아내 ‘4개 디에스컬
레이션 지대’ 설치 합의 메모랜덤: 이들립주, 홈즈주, 고타, 요르단-시리아 국경.
5월 6일 개시. 러시아, 터키, 이란은 보증국. 이 지대 상공 전투기 비행금지, 인도
주의 지원, 의료지원, 이주 민간인 귀환, 기간산업 복원 등도 구상.108) 정작 시리
아 정부와 반군들은 서명치 않음.
제5차 아스타나 협상. 2017.7.12.∼15: 남부시리아 휴전 위반, 시리아 전역 위반.
제6차 아스타나 협상. 2017.9.14.: 러시아, 터키, 이란 이들립주 디에스칼레이션
지대 이행 합의.
제7차 아스타나 협상. 2017.10: 포로교환과 실종자 문제. 러시아, 터키, 이란은
유엔안보리결의 2254(2015)에 따른 정치적 해결 강조.
제8차 아스타나 협상. 2017.12: 동고타 지역 포위에 따른 인도주의 위기. 시리아
내전 종식 필요성. 시리아 정부측 대표 “터키, 미군 포함, 시리아 영토내 외국군의
즉각적, 무조건적 철수” 요구.109)
소치협상. 2018.1: 러시아가 ‘시리아국가대화대회’를 소치에서 개최. 1.500명 참석.
제9차 아스타나 협상. 2018.3.16.
이스탄불 회의. 2018.10.27.: 러시아, 터키, 독일, 프랑스 정상회의. 시리아 내전
종식 방안, 최후의 반군요새 이들립주 휴전연장 필요성 (아사드 정부의 지속적
공격), 난민귀환 방법. <성명>: 자유 공정선거 전, 2018년말까지 헌법개혁위원회
개최/“안전하고 자발적인” 난민귀환/“주권, 영토전일성, 이웃국가 안보”

미 국무무,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as
Co-Chairs of the ISSG on Cessation of Hostilities in Syria (2016.2.22.).
https://2009-2017.state.gov/r/pa/prs/ps/2016/02/253115.htm.
98) New York Times, 2015.10.29.
97)

99)

Final declaration on the results of the Syria Talks in Vienna as agreed by the
participants (2015.10.30.).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

ers-homepage/5960_en.
BBC, 2015.10.30.
101) RT, 2016.2.12.
100)

102)
103)

Reuters, 2016.4.2.
미 국무부,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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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이후 ‘아스타나 프로세스’ vs. ‘브뤼셀 프로세스’
EU와 유엔은 러시아 참전(2015) 이후 아사드의 승세에 처해 2017년
부터 러시아가 주도해 오는 아스타나 프로세스와 별도로 “시리아와 중동
미래지원”이란 제하의 “브뤼셀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시리아 내전의 종
식과 재건에서 EU와 유엔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제1차 브뤼셀 회의. 2017.4.5.: 지역국가 포함 70명 국제사회 대표. 시리아 국내
외 난민, 난민유치국(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에 대한 기금 등
지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 지원. 기존 유엔틀, 즉 유엔안보리 결의문 2254
(2015) & 제네바 코뮤니케 (2012)에 따른 포용적 시리아주도 정치이행만이 해결의
답/ 신뢰할만한 정치이행 진행단계에서 지원의 조건 평가
▲ 제2차 브뤼셀 회의. 2018.4.24.∼25: 지역국가 포함, 85명 국제사회 대표참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 지원 재확인/ 인도주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있는 국제
적 대응 및 이를 허락하기 위한 “조건 향상 ”; 시리아 국내 및 인접국내 난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유지.
▲ 제3차 브뤼셀 회의. 2019.3.12.∼14: 78 명 (56개국, 11개 지역기구 및 국제금융
기구들, 11개 유엔기관).110) △시리아 안팎 인도주의 지원, 특별히 시리아여성의
관점을 청취할 것. △시리아 이웃들, 특히 레비논, 요르단, 터키의 노력에 대한 정치,
재정적 지원에 중점. △참가자들은 2019년 70억 달러, 2020년 24억 달러 지원
약속. 별도로 국제금융기구들과 기부단체들은 207억 달러 특별차관 약속. 원조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효과성 확보 강조. △부수적으로 1,000여명 NGO 및 시리아
시민사회 대화.
(고딕: 저자추가. 미러갈등 함의)

104)

Co-Chairs of the ISSG on Cessation of Hostilities in Syria (2016.2.22.).
Al Jazeera, 2016.9.11.

러시아와 터키, 러시아와 이란 관계는 때로 이슈에 따라 엇갈리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
된 관계들이다. 오늘날 이들 3자간 공통의 관심은 시리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와의 전쟁, 에네지합의, 쿠르드족과의 관계 등이다. 상제한 것은 Henrique Alves
Garcia, “Evolu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Middle East,” Observare
9-1 (May-October 2018), 103-121 참조.
106) Bloomberg, 2017.1.25.
107) Reuters. 2017.3.2.
108) РФ, ТурцияиИранподписалимеморандумосозданиивСирии
зондеэскалацииInterfax (2017.5.4.)
109) https://sana.sy/en/?p=122073 (2017.12.22.).
110) https://news.un.org/en/story/2019/03/1034661 (2019.3.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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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브뤼셀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차관 베르쉬닌 대사의 발언. 2019.3.14.>111)
“전쟁은 끝났다. 민간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조건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 문제
는 러시아가 관장하며 아스타나 프로세스의 러시아, 이란, 터키 ‘트로이카’가 해결한
다.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유엔회원국인
합법적 시리아 정부가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것은 유감이다.”
△ “일방적 경제제재의 파괴적 영향을 지적하겠다. 약품과 의료장비 구매가 제한되고
재건에 필요한 기술장비 유입도 제한 받는다.… △러시아는 광범위하게 인프라재
건, 인도주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7월 시작하여 800여 교육시설, 150 의료
시설이 재건되고 도로재건, 전기공급선이 놓였다. 130개 용수시설도 만들었다.
33,000톤의 식량, 용수, 생필품을 공급했다. 러시아 의사가 10만명 이상 치료했
다.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따라주기를 바란다...
△ 시리아에 정상적 평화가 도래하면서 난민귀환권 부여가 중요하다. 2018년 7월
러시아는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다마스투스에 ‘난민귀환모니터링센터’ 본
부,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 지소가 만들어 졌고 UNHCR도 들어왔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15만 국외난민과 120만 국내난민이 집으로 귀환했다.… 시리아 정부
가 화해절차틀내 재산권법 개정, 군사적 사면 등 안전하고 품위있는 귀환을 목적
으로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200만 명 이상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1,500만명이 물을 필요로 한다. △책임있는 국제사회가 왜 조건과 인위적 장애없이
이들을 돕기 어려운지 놀랍다.
△ 내전후유증으로 지뢰제거가 필요하다...러시아는 토지 약2천 핵타르, 건물 3,300
동, 도로 280km를 안전화했다. 19,000폭발물을 제거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
를 따라야 한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치과정에도 기여한다. 아스타나 포맷내 유엔시
리아특사와 교류하고,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을 아우르며, 조만간 제네바에 ‘헌법위
원회’를 출범시키려 한다. 이는 시리아 위기해결을 위한 항구적 프로세스 출발의 기점
이 될 것이다.…
△ 동시에 우리는 시리아건 베네수엘라건 인도주의 지원과 양극화로 겁주는 외세의 명령
과 최후통첩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분노케 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는 인도주
의 지원 원칙, 시리아 주권과 독립존중 원칙에 위배된다.
△ 아스타나 트로이카,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팀내 내 수감
자 석방, 실종자 수색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결과 2018년말∼2019년초, 60명
이 석방됐다. 파벌간 신뢰복원에 중요한 기여다. △시리아 내전은 끝났다. 정상화
과정이 시작됐다. 여타 지역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아랍가족으로 돌아왔다.
(고딕: 저자추가. 미러갈등 함의)

111)

Statement of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mb.Sergey Vershinin at the minister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 Brussels, 14 March 2019.
www.m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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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2019년 현재 아사드정권이 영토 90%를 장악했다지만 시리
아 평화합의에는 많은 장벽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중에서도 관건은 러시
아와 이란이 지지하는 아사드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한 시리아 안팎 이견
이다. 서방은 아사드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비난하고, 수
니파인 터키는 그를 권좌에서 제거하려는 온건반군을 지원해 왔다. 후반
으로 오면서 시리아 평화안에서 유엔과 서방은 주춤하고 러시아, 이란,
터키가 주도하고 있는 판세이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아스타나 프로세스’ 역시 도전은 있다. 3국이 시
리아내 교전국인 점, 터키가 온건반군을 지원함에 따른 아사드 정부와
터키간의 불신, 반군들간 이들 러시아, 이란, 터키 3국에 대한 입장차 등
은 시리아 안팎 그 수용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서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패권의 야심을 갖고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지 불안정을 초래하는 테러리즘지원국이라며 극심한 불신을 피력하
고 있다. 다시 브뤼셀 회의를 통해 유엔과 서방이 주도코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한계: 러시아/중국의 거부권 행사
(1) 아사드정권에 대한 구속력있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불능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유엔창립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
보하는 최상의 국제기제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P5: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거부권이 때로 이들 강
대국들의 편협한 국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비판이 드물지 않다.112) 대량

112)

전반적으로 5개 상임이사국 경쟁관계가 유엔안보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정은숙, 『국제질서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도서출판 선인, 201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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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 극단테러단체와의 전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제, 특히 지
역분쟁에서 P5내 지정학적 경쟁 등이 냉전종식이후 세계에서 다자주의
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인도
주의 위기 경우는 매우 극명한 사례다. 서방의 제재결의안이 도출될 때마
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중 거
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된 이사회의 결의는 최소 9개국 찬성표, 그증 “절차”가 아닌 “실질” 의제
의 경우,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통과될 수 있
다. 즉, 찬성내지 기권이어야 하는 것이다.113)
그나마 내전 초기 안보리결정이 없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 2012년
안보리는 결의문 2043호를 통해 ‘유엔시리아감독미션’(UNSMS)을 유
엔평화유지미션으로 파견했다.114) 구체적으로 코피 아난의 시리아 평
화계획 실행을 관찰하는 미션이었다. 그러나 미션은 2012년 6월 내전격
화로 거의 무력화됐고 8월 해체됐다. 2043호가 최대 304명의 비무장 군
옵저버와 적당 규모 민간인 인력을 승인함에 따라 2012년 6월, 군옵저버
(280), 국제민간요원(81), 현지민간요원(41)으로 구성됐다. 군옵저버
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요르단, 북한, 베트남, 예멘 포함, 46개
국에서 충원됐다.115) 노르웨이 소장 무드(7.20까지), 세네갈 중장 가예
가(8.20종료일까지) 각각 사령관직을 수행했다. 무드 소장은 미션출범
과 함께 “폭력격화”에 따라 활동중단을 결정했고 이에 안보리는 7월 20
일 결의문 2059호를 통해 UNSMIS를 30일 연장키로 했었다. 단, 사무총
장 보고서에 따라 안보리가 중무기사용 중단 및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폭력수준 축소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내전

113)

정은숙,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세종연구소,
2018), pp. 제4장 참조.
114) UN, UNSMIS Background.
115) UN, UNSMIS Fact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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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UNSMIS의 임무수행 환경조건에 부응치 못했다. 유엔평화유지 사무
차장은 안전위험으로 7월 25일 기준, 절반이상의 군옵저버들이 귀국했
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출한 8월 10일자 서신에서 미션수
행 위험이 확인됐고 8월 20일 임무는 종료됐다.
유엔안보리는 아래와 같이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2019 현재까지 아사드 정부에 대해 어떤 제재결
의도 없었다. 권고 내지 요청하는 정도였다.
<표 4> 유엔안보리의 시리아 내전 관련 결의문
결의문

일자

투표

내용

2042

2012.4.14

만장일치

내전관찰군

2043

4.21

만장일치

유엔감독미션

2059

7.20

만장일치

유엔감독미션 연장

2118

2013.9.27

만장일치

내전/화학무기제거틀

2139

2014.2.22

만장일치

내전/인도구호접근

2165

7.14

만장일치

내전/인도상황/모니터링기제

2209

2015.3.6

14:0 (기권: 베네주엘라) 내전/화학무기

2254

12.18

만장일치

내전/휴전

2268

2016.2.26

만장일치

적대행위 중단/구호접근

2314

10.31

만장일치

OPCW유엔합동조사기제 임무확장

2319

11.17

만장일치

OPCW유엔합동조사기제 임무연장

2328

12.19

만장일치

민간인 철수 관찰단 접근 (알레포)

2332

12.21

만장일치

월경원조 승인연장 (2019.1.10시한)

2336

12.31

만장일치

인도기구 즉각안전 접촉

2401

2018.2.14

만장일치

향후 30일간 전국 휴전

2449 2018.12.13

만장일치

인도적 지원 접근승인 연장

러시아의 아사드 정부지원은 군사적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절
대적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초안들은 시작부터 러
시아와의 협상 필요성 등 난항에 부딪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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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문 초안 거부권 행사
일자

초안

2018.4.10 S/2018/321
2017.11.17 S/2017/970
11.16

S/2017/962

10.24

S/2017/884

4.12

S/2017/315

2.28

S/2017/172

2016.12.5 S/2016/1026

10.8

S/2016/846

초안기초국
26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카타르 등)
1 (일본)
7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1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
엘, 터키, 일본,
한국 등)

거부권
행사국

거부설명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대표: 트로이카의 초안
3 (미국, 영국,
러시아 이 독입적이고 객관적 조사 이
프랑스)
전, 범죄자를 명명
42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 러시아
엘, 카타르, 중국
사우디아라비
아, 터키 등)
46 (미국, 영
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카타르,
중국
사우디아라비
아, 터키 등)
러시아외무부:
-분명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
임. 미국이 시리아안정화에 대
한 미러 합의준수를 거부한 직후
임. 다분히 현장실태를 왜곡했
고 정치적 고발이며 균형없음.
-프랑스 제안 문건은 시리아내
47 (미국,
긴장격화를 시리아 당국에만 전
영국, 프랑스,
가. 알레포 상공 군사비행금지
독일, 카타르, 러시아 를 통해 알누스라 테러단체와 이
사우디아라비
와 합류하는 무장단체들을 보호
아, 터키 등)
하려 함.
-초안은 완전히 알레포 인도주의
위기가 8∼9월, 무장단체들이
인도주의 호송접근을 거부할
때 의도적으로 야기된 점을 무
마시키고 있음.
-동시에 초안은 즉각 시리아인들
간 정치과정 시작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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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4/348116)
-정부와 친정부 세력, 비정부 무
장세력의 인권과 인도주의 국
2014. 5.22 제법 침해 규탄
-2011.3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
해 ICC제소

무시. 서방이 지원하고 감싸는
시리아반대진영이 파괴행위를
하고 있음.
주유엔중국대사 왕민:
ICCA제소행위는 국가의 사법적
주권존중 및 상호보완성에 기반
해야 함. 역사적으로 중국은 IC
C제소를 유보해 왔음. 국제사회
는 인내심을 가져야 함

65 (미국,
주유엔러시아대사 추르킨:
영국, 프랑스, 러시아 초안지지국가들의 동기는 이해
독일, UAE, 중국 할 만함. 그러나 프랑스의 동기
터키, 한국 등)
는 이해하기 어려움. 왜냐면 프
랑스 대표는 초안을 투표에 부틴
결과를 잘 의식하고 있기 때문
임. "P5"단합성은 결의문 2118
(시리아 화학무기 파괴), 2139
(인도주의 문제)처럼 건설적 결
과를 낳음. 이문제에서 왜 P5에
타격을 주려하는가?
리바오동 주유엔중국대사:
초안은 균형없는 내용으로 생산
S/2012/538
적이지 않음. 한쪽만 압력주고
-UNSMIS 격려.
있어 정치적해결 경로를 탈성시
-민간인센터로의 군병력 이동중
키고 있음.
단 및 중무기사용 중단
5 (미국, 영국,
-10일내 정부의 비준수시 유엔
러시아 추르킨 주유엔러시아대사:
2012.7.19
프랑스, 독일,
헌장 41조에 따른 조처 즉각부
중국 아난의 미션에 핵심 지지했던 러
포르투갈)
과 (완전 혹은 일부 경제관계 중
시아를 인정치 않고, 오늘 이들
단, 철로, 철도, 해상, 항공, 우
이 “수용불가 성명”을 발표했다.
편, 라디오 기타 소통수단 중단,
이들은 스스로의 “지정학적 디
외교관계 단절)
자인”을 계속하고 불을 더 크게
지르는 대신 시리아상대방과 대
화를 증진할 수 있었다.
리바오동 주유엔중국대사:
시리아의 주권, 독립, 영토전일
성 존중해야 함. 시리아국민들
S/2012/77
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개혁
과정을 존중해야 함.
-아랍연맹의 액션플랜 (2011.1 19 (미국,
1.2.)과 결정 (2012.1.22.)지지 영국, 프랑스, 러시아
2.4
추르킨 주유엔러시아대사:
-유엔사무총장은 아랍연맹과 협 독일, 아랍국 중국
초안은 “균형없는” 메시지를 시
의하에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 가들 외)
리아에 보내려 한 것. 현장 상황
(21일 후 이 결의이행). 비준
을 정확히 반영치 않았음. 무장
시시 조처 추구.
단체들의 공격 혹은 그들과 극단
주의자들과의 결탁 종식에 대한
제안은 없음.
S/2011/612
리바오동 주유엔중국대사:
4 (영국, 프랑
-계속되는 대규모 체계적 인권
러시아 안보리는 그런 목적을 격려해야
2011.10.4
스, 독일, 포르
침해와 시리아당국에 의한 민
중국 함. 동시에 시리아의 주권과 영
투갈)
간인 대상 무력사을 규탄.
토전일성을 존중해야함.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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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포함, 수천명 사
망에 대한 심심한 애도 표현
-회원국은 직간접 무기 및 모든
유형 관련 물자와 기술, 훈련,
금융자원 혹은 서비스, 자문 혹
은 관련지원 공급, 판매 혹은 이
전 경게 및 억제할 것 요청
-30일내 시리아의 결의문 이행
검토하고 유엔헌장 41조에 따
른 제재조처 등 고려

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
문제 비개입이라는 유엔헌장원
칙에 부응해야 함. 중국은 이 원
칙을 확고하게 지지
추르킨 주유엔러시아대사:
러시아는 시리아 비난에 동의할
수 없음. 평화적인 위기해결에
대해 제재 최후통첩에도 동의할
수 없음. 군사적개입 수용불가
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은 고려되
지 않고 있음.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공조하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중국은 2011년 시리아 내전발발 이후 아사
드정권의 국제법 혹은 국제합의 위반, 책임성, 민간인 보호 위반, 특히
동부 알레포 집중포격, 화학무기 사용 등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시리아관
련 12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로써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경제적, 군사적, 여타 방식의 구속력있는 제재부과가 불가능했다.
즉, 유엔안보리내 ‘국가주권 존중’ 이름하 중러가 아사드 대통령의 보호
막을 자처한 것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들간 “안보리가 정의
를 원치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의 지지가 없는 군사행동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작 스스로 안보리를
무력한 방관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나왔다. 중국
과 러시아가 2012년 2월 4일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국제접촉그룹’을
결성, 연중 4회 회합을 가졌었다. 2018년 2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최소한 기권
을 택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기권을 택한다 함은 러시아가 제
재결의를 찬성하지 않지만,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여타 안보리
116)

UN, Referral of Syria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ails as Negative Votes
Prevent Security Council from Adopting Draft Resolution (2014.5.22.).
https://www.un.org/press/en/2014/sc11407.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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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들의 제재부과 의지를 봉쇄하지 않을 수 있는 기제이다.
2016년 러시아가 택한 ‘러시아외교정책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방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논조는 시리아 평화프로세스와 아사드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서 러시아가 반복해온 레토릭으로 사실상 서
방포함,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는 어휘들인데 러시아는 자국의 행위
가 아닌 서방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이 어휘와 논조를 동원해 왔다.117)
중국도 이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러시아는 주요 국제법 원칙(무력 혹은 무력사용 위협 불사용,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
주권과 영토전일성 존중, 민족자결주의)을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외세가 국내문제에 개입, 테러분자와 극단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 지지
등의 방식으로 비헌정적 정권교체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R2P(보호책임)개념
이행 명분하 국제법, 특히 주권평등 원칙에 위배된 군사개입 등 외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된, 불법적, 일방적 강요조처를 철폐해야 한다.
러시아는 특정국가들이 테러단체에 의존하여 정치, 이념, 기타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치적, 외교적 방식의 지역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단, 어떤 자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자를 포용하는 대화와 협상으로만 해결된다고 믿는다. (* 저자: 시리아
내 반정부군을 테러단체로 인식; 서방과 유엔의 시리아 정치과정에서 아사드 배제 견제)
인권, 자유 등 보편적 민주가치를 믿는 국가로서 러시아는 다음을 추구한다: ① 각국의
문화, 역사, 가치 고려; ② 합법적 정부에 대한 불안정화 및 전복 반대, ③ 인권이론을
정치압력과 내부문제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보편인권 규범 강화 및 이중
잣대 반대
(*저자: 러시아와 CIS국가 권위주의 체제내 민주화운동 우려)

(2) R2P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개념 근간 유엔총회의
대응과 한계
시리아 내전은 격화되는데 유엔안보리가 중재, 제재 등 효과적 해결책
을 내놓는데 실패하자 유엔총회가 민간인에 대한 잔인함을 묵과할 수 없
117)

크렘린, 크렘린, 「러시아외교정책개념」 (2016.11.30).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 on November 30, 2016). www.m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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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에서 여러 대안강구 노력을 보였다. 이들은 유엔안보리,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R2P(보호책임)독트린 방기를 규탄했다.
R2P(보호책임)개념은 2000년대 유엔과 서방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국제규범 체계로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책임성을 함
의한다. 국제사회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캐나다 정부 후원하 2001년 ‘개
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
서였다. “특정국가내 인종청소를 비롯, 대규모 반인륜 범죄 발생시 국제
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인도주의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다만 동보고서는 국제법상 보호책임 법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해 5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더 이상의 희생 방지라는 올바른 의도; 모
든 비군사적 수단 동원후 마지막 호소로서의 군사개입; 군사개입 규모와
기간 최소화; 사태악화로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를 결과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전망; 유엔안보리의 개입결의 등 정당한 권위이다.118)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약 80만명), 1995년 보스니아-헤르제고비
나의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 (약 8천명), 그리고 1999년 코소보(약
13,500명)와 동티모르(아사, 병사 포함 약 10만명)에서 발생한 대량학
살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1997∼2006)으로 하여금 국가주권과 개
인주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했고, 그의 주도하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의문에 ‘보호책임’이 명시됐다. 2006년 안보리 결
의 1674호는 이를 재확인했다. 2009년 아난의 후임 반기문 유엔사무총
장은 ‘보호책임 실천’ (Implementing the R2P) 제하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 총회내 첫 토론을 거치게 했다. 94개 발언국 대부분이 국제
사회의 보호책임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R2P에 대한 유엔총회 최초결
의(A/RES/63/308)가 채택됐다. 주권국가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행하
는 대국민 학살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독트린이 된 것
118)

Eunsook Chung, “Humanitarian Intervention: Can it be Perfect?,”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8-2 (2007), 291-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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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주권국가 내정
간섭”을 위한 명분이라며 거부 내지 비판해 왔다.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막혀 시리아내전을 완화내지 종식시키지 못하는
유엔안보리에 대한 불신속, 유엔총회는 여러차례 1950년 총회결의 277
을 토대로 한 ‘Uniting for Peace’기제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119)
<표 6> 시리아 내전관련 유엔총회의 결의/서신
결의문/서신

일자

즉각적 폭력
종식요청
GA/11266/RE

2012.8.3.

V,1

스폰서/투표

내용
-치명적 알레포전
-폭력종식 요청 (인권, 민간인 보
호, 중무기사용, 인도주의 재앙,
접경국 난민유출, 회학무기 사용
사우디아라비아 등
위협 문제)
-제네바코뮤니케 (6.30)에 따른
정치이행
-7월 20일 중러 안보리 거부권
행사 규탄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카타르,

시리아 인권

사우디아라비아

상황
Resolution/

2017.12.19. (찬성: 109)
(반대:17)

72/191

인권, 화학무기사용, 교전중단, 국
제인도주의법, 민간인보호, 국제
법, 무차별공격 부정, 종족, 종교
차별 금지

(기권: 58)
(반대: 17)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

2018.8.19

리히텐슈타인,
카타르 등

119)

-스폰서 국가들은 유엔이 정치구
금자 고문, 사형을 조사할 것을
촉구
-시리아정권의 범죄, 인권침해,
무고한 시리아인 수백만의 생명
을 워태롭게 한 것에 대해 벌을
줄수 있는 방안 모색토록 촉
구120)

상세한 것은 Yasmine Nahlawi, “Overcoming Russian and Chinese Vetoes on
Syria through Uniting for Peace,”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24-1 (2019),
111-143.
120) https://thepeninsulaqatar.com/article/19/08/2018/Qatar-Liechtenstein-s
end-message-to-UN-on-torture,-execution-of-detainees-by-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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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2012년 8월, 유엔총회는 찬성 133, 반대 12, 기권 31로 결의문
66/253B를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인한
안보리의 책임수행 실패를 규탄했다.
2015년 러시아의 아사드 지원 참전개입 이후 더 많은 인도주의 재앙
이 속출했다. 2016년 10월 8일, 동알레포 러시아의 포위 사격으로 25만
명이 수일내 희생될 운명에 놓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보리의 시리아 결
의를 거부하자, 다수 서방국가를 포함한 소위 “시리아 친구”들은 안보리
이외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아사드군과 러시아군의 불법행동을 종식
시킬 수 없다며 좌절했다. 이에 유엔총회가 국제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화 안보리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 Uniting for Peace Mechanism
을 통해 ‘긴급특별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즉, 안보리
내 거부권행사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투표를 통해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부재하 15국중 9국 찬성)를 통해 의제를 총회에 회부할 수 있고, 또
유엔총회 스스로도 다수의 찬성으로 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
에서 2/3가 수용하면 비록 안보리가 가진 강제력은 아니지만 무력사용
과 민간인보호에 대한 권고결의를 할 수 있다. ‘폭격금지구역’을 공시하
면 당장 민간인보호에 결정적 기여가 된다. 그런데도 만일 아사드와 러시
아군이 이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을 하면 유엔회원국들이 시리아 밖 기존
군사기지로부터 시리아내 아사드정권의 자산과 군사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방안들도 나왔다.121) 이에 따라 2016년 10
월 주유엔 캐나다대표부가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리아 긴급의제를 제안
코자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국제법, 국제인도주의법에 착안한 구상도 제기됐다. 즉, 러시아
의 거부권으로 인해 내전중 발생한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유엔안
보리 대신 유엔총회가 2016년 12월 21일, 조사 및 기소지원을 목적으로
121)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161128-uniting-for-peace-in-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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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 ‘2011년 3월 이후 아랍내 국제법하 심대한 범죄유책자 조사 및
처벌 지원을 위한 국제공정독립기제’(IIIM)‘를 출범시켰다. 임무는 차후
국제법 기준에 따라 국가, 지역 혹은 국제재판소 형사재판과정이 공정,
독립적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리아내 국제인도주
의법 위반, 인권 침해와 남용 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고, 파일을 준비
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IIIM이 시리아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리아내 정의실현 및 국제형사법 정의 구현에 중요한 기초
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122)
그러나 아사드정권에 책임을 묻는 이러한 유엔안보리 밖 구상들은
구속력 결여로 인해 R2P 차원에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나
아가 장차 내전종식후 전쟁처리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몰라도
사실상 시리아 내전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안보리 상
임이사국인 5대 강대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정치, 군사, 그리고 법적으
로 강한 구속력 행사가 어려운 것이다. 국제사회는 2019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격력한 반군격퇴 과정을 보고
있다.

122)

https://iiim.un.org/mandate/. IIIM에 대한 지지와 방향 권고의 글: Christian
Wenawesser & James Cockayne, “Justice for Syria: The 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and Emergence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5 (2017), 211-230; Ingrid Elliott, “A
Meaningful Step towards Accountability?: A View from the Field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for Syria,”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5 (2017), 239-256 참조.

88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

4. 중국 변수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내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다분
히 러시아와 공조, 서방의 아사드 제재안을 거부해 왔다. 2011년 10월,
처음으로 중국이 유엔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한 초안은 서방이 주도한 민
간인 공격 중지 및 언론자유, 평화적 집회, 기타 시민권 허용에 대한 것이
었다.123) 당시 리바오동 중국대사는 이 초안이 상황을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국내문제 비개입원칙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아
사드 정부의 운명은 시리아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다.124)
중국이 시리아를 지지하는 이유는 내정간섭 불가원칙 명분외에도 실
리차원의 계산이 있다. 신장, 티벳 분리주의에 대한 우려, 시리아와의 경
제, 군사 협력 및 중동지방 진출확대 등으로 보인다. 아사드 대통령은 취
임 4년째이던 2004년 북경을 방문,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전세
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그는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국을
내전중 시리아를 지원한 3개국이라 부르며 재건참여를 환영한다고 했
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이 유엔제재를 거부한 점을 높이 평가
했다.125) 실제로 2019년 4월, 시리아 부총리가 방중,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126) 시리아측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시리아 재건, 양국
에 대한 “미국의 경제테러리즘” 포함, “모든 테러리즘과의 전쟁” 결의 등
을 논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아사드의 동방정책과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4.7.
홍콩대학교 Fung교수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거부권 결정시 새롭게 “개입”과 “정권변
화”를 구분하고 있다고 본다. 즉,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이전과 달리 국제사회의 개입
개념에 대해 관대해 졌는데, 시리아의 경우 “정권변화”를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
다는 것이다. 중국이 “규범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는 것이다. Courtney
J. Fung, “Separating Intervention from Regime Change: China’s Diplomatic
Innovations at the UN Security Council Regarding the Syria Crisis,” The China
Quarterly 235 (2018) 693-712.
125) Washington Post, 2017.3.12; Xinhua, 2018.9.11.
126) The Syria Times, 2019.6.19.
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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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한다고도 했다. 왕이 부장은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반대,
시리아내 테러리즘 근절 공감,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에 의한 부당) 점령
지라는 시리아의 입장을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향후 시리아 재건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World Bank는 재건에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하는데, 현
재로 보아서는 EU, 미국 등 서방이 배제된 만큼, 비서방 국가들의 관심이
크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중국만큼 시리아 재건기
금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사드 정부가 완전히 정상화 되면,
중국에게 시리아 관계는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로 읽힐 것이다.

5. P5 타협안으로서의 유엔안보리 결의문 2254(2015)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의견분열로 어렵던 시리아 휴전과 내전
해결에 대한 종합적인 안보리의 입장은 뒤늦게 2015년 12월 18일 결의
문 2254호로 나타났다. 시리아 위기해결을 위한 정치과정에 초점을 둔
결의로는 최초의 안보리 결의문이다. 만장일치로 채택됐다.127) 내전발
발 4년 만에 화학무기 사용, IS창궐 등을 거쳐 수십만 명의 희생을 치른
후였다.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시작한 지 3개월 후에야 채택된 것이다.
2019년 현재도 모든 시리아 평화프로세스 참여자들이 각각 안보리 결의
안 2254호를 지표로 외치는 것을 보면, 일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일종
의 P5간 절충안 내지 타협안, 나아가 현실성이 결여된 비전이었음을 실
감할 수 있다. 결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7)

https://www,un.org/press/en/2015/sc12171/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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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엔안보리 결의 2254(2015) 요지
① 제네바 코뮤니케(2012.6.30.)를 토대로 한 ISSG(국제지리아지원그룹)의 ‘비엔나
성명’ (2015.11)을 내전종식에 이르는 “시리아-주도, 시리아-소유 정치이행”의 토
대로 승인함. ISSG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② 일정은 2016.1.1.월초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 협상개최, 6개월내 “신뢰할만하고,
포용적이며, 비분파적 거버넌스” 구성, 새 헌법초안 마련; 18개월내 새헌법에 따라
유엔감독하 자유, 공정선거 실시;
③ 유엔사무총장은 휴전의 형식과 요건 결정을 위한 노력 주도
④ 모든 교전자들은 즉각 민간인 공격 중단

거부권 행사가 없었기에 통과됐지만, 그만큼 주장의 선명도가 떨어진
다. “시리아인 주도, 시리아인을 위한” 프로세스여야 하며, 시리아 “주
권, 독립성, 영토전일성 존중”을 명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리아의 통치권 주체를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사국들간 모두 테러리즘 종식의 당위성, 큰 틀에서 주권존중
등 일부 원칙적 공감을 제외하면 과연 어디까지를 급진테러단제라 할 것
인가, 아사드의 현재 및 미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러시아와 서방이 결의문 틀내 서로 다른 야무진
꿈을 꿀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혹은 반대로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일정은 너무 조급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2019년에도 이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채택이후 지난 4년 시리아/러시아
측은 반군측을 격렬히 공격, 인적, 물적 희생속 영토를 탈환했다며 아사
드 주도 협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채택후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주유엔 시리
아 대사, 그리고 주요국 대표들의 발언을 추린 것이다. 단적으로, 평화로
드맵을 담은 2254호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 주권의 함의,
테러단체 정의, 구체적으로 아사드의 미래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 구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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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장관: 새 과제는 시리아 정치이행이다. 민주적, 세속 정부를 6개월내,
선거를 18개월 내 치르는 것이다. 국제사회내 아사드의 미래에 대한 큰 이견이 있다.
아사드는 국가통합 능력과 신뢰성을 잃었다. 전쟁종식을 위해서는 시리아인들이 다른
정부에 합의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프랑스 외무장관: △모든 반정부 세력을 포용하는 자유, 세속, 민주 시리아를 지지한다.
그러나 아사드정권은 이러한 조건에 근간한 협상에 의욕을 보이지 않아 왔다. 현 아사드
정부가 지속하는 한, 국민들과 정부간 화해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아사드의 출구 안전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휴전은 전국적으로 진행가능하고 검증돼야 한다. 정치이행과
나란히 가야 한다. 휴전조건 창출을 위해 신뢰구축조처를 취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ISSG회원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해야 한다.
영국 외무장관: △그간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 책임에 부응치 못했다. 이것은 바뀌어
야 한다. △시리아 인도주의 재앙과 희생이 아사드의 책임이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퇴출돼야 한다. 휴전이 정치과정과 병행돼야 한다. 여성과 소수민족의 소리도
반영돼야 한다. 민간인 희생 유발 조심, 무차별적 무기사용 중단, 인도주의 접근
보장 등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들이 비극단적인 반정부단체를 공격해서는 안된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오로지 시리아주도, 포괄적 대화만이 시리아인의 고통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 “좋은 테러분자와 나쁜 테러분자” 개념은 수용할 수 없다. 안보리가
시리아의 주권존중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그 감독권을 소중히 한 사실이 중요하다.
왕이 외교부장: 정치적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교전자들은 즉각 전투를
멈추어야 한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인들의 결정한다
는 공약이 필요하다. 이행단계는 정부와 반대진영간 협상에 따라야 하며 국가의 미래
지도자는 국민이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리한 환경을 창출해야 하고
유엔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리아 대사: 시리아 정부는 외국의 개입없이 주권과 영토전일성이 유지되는 정치과정
참여 준비가 돼 있다. △일부 국가들이 시리아의 주권을 지지한다면서도 전장에서 테러단
체들을 지원하는 등 훼손한다. 전투기로 유류저장소를 폭격하고 시리아국민에게 일방적
제재를 부과한다. 테러리즘을 격퇴해야 정치과정이 성공한다. 시리아 정부는 무장반군
지역 정상화를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다. 테러리스트들과 결코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명예로운 시리아인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시리아
인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사드 대통령의 배제를 조건으로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고딕: 저자추가. 미러갈등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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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망: 불투명
2019년 현재 시리아는 중동지역 민주화의 봄 8년만에 아사드정권이
영토 90%를 탈환했다. 아사드정권은 잔여 반군소탕 목적의 전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정치안정화, 난민귀환, 재건 등의 과제를 수행코자 비서
방 국가들 즉, 러시아, 중국, 이란, 심지어 북한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
다. 국민 절반이상인 1,300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 상황개선이 시급하다.
잿더미에서의 재건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아래 국제적, 국내적 요인에
의거, 시리아 내전해결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1. 국제적 요인 ① : 아사드정권에 대한 인식차 (미국·EU vs. 러시아)
미국과 EU는 시리아내 주민들의 인도주의 위기에 부응하여 지원코자
하나, 아사드 정부의 정통성 결여, 사회 요소들에 대한 비포용성, 심지어
전쟁범죄의 요소까지 놓치지 않고 있어 내전의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EU는 세속, 자유, 법치가 구현되는 ‘민주시리아’를 원하고 있다.
비록 늦었으나 제네바 코뮤니케(2012), 비엔나성명(2015), 유엔안보리
결의 2254(2015) 등 기존 “유엔중심의 프로세스” 이행을 요구한다. 유
엔과 EU는 시리아 국내외 난민의 인도주의 상황을 지원코자 2017년 부
터 ‘브뤼셀 회의’를 개최, 다수국가 및 국제금융기구, 기타 기부단체들로
부터 상당수준의 기금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 기금을 시리아내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전검증과 평화과정의 정당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지금은 시리아군이 언제라도 반군들이 대거 피난해 온 북서시리아
등을 급습할지도 모른다고 본다. 따라서 2019년 3월 ‘제3차 브뤼셀 회
의’는 오히려 요르단, 터키, 레바논내 시리아 난민, 그리고 이들 난민유치
국들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리아 시민사회와 비정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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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군사개입으로 아사드군의 영토탈환이 시작된
2016년말부터 ‘아스타나 프로세스’를 신설, 주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가 교전측들에게 중립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
스타나를 회의장소로 택했다. 아사드군과 혈맹이 된 시아파 이란과 시리
아내 쿠르드 반군을 격퇴하려는 수니파가 다수인 터키를 초대하여 시리
아 내전 ‘트로이카’를 구성했다. 트로이카가 휴전도 감시하고 시리아 정
치과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2019년 현재에도 러시아는 지속적 군
사개입을 하고 있다. 8월중 러시아 전투기가 아사드군과 함께 이들립주
공세에 나선 결과 어린이 100명 포함, 민간인 약 500명이 사망했고, 남
이들립과 북하마주내 50만 주민을 몰아냈다. 러시아와 아사드는 영토
100%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128) 또한 러시아는 2018년부터는 아사드
정권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지원, 시리아 헌법초안 제시 등 보다 능동
적으로 시리아내 자국의 항구적 입지를 굳히려 한다. 그러나 2014년 크
림반도 합병이후 서방의 제재, 국제유가 하락, 개혁 미비 등에 따라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까지 시리아를 지원하게 될지 미지
수다. 2019년 여름을 기해 이미 러시아내 반푸틴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시리아에 들이는 돈의 문제, 거기에 파병군 희생자까지 늘어나면
서 진퇴양난이다. 앞에서 예시했듯 2019년 3월 제3차 브뤼셀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차관의 연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미국과 EU가 러시아와 아
사드가 주도하는 시리아를 위해 원조를 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와 미국·EU간 아사드에 대한 입장차, 반군/테러단체
규정차 등은 내전해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128)

Telegraph,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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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요인 ②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극,
P3 vs. P2 구도
시리아 내전은 냉전질서 붕괴후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내 ‘P3 대
P2’ 구도가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다. 상임이사국이 직접 강대국 지정학
경쟁에 입각하는 순간 국제평화와 안보를 담보하는 안보리는 형식적 존
재로 전락하고 만다.129) 이 경우 5개국중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 안보리
가 내놓은 결의안은 국제법적 상식을 열거한 레토릭적 성격이 강하다.
유엔안보리는 2011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년간 50
만 명이 죽고 1,300만 명이 인도주의 도전에 직면할 때까지 강력한 시리
아 제재 결의를 내지 못했다. 처음 인권문제, 집회의 자유 등을 허용하라
는 결의문조차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
스가 제출한 여러 제재초안에 대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온 러시아, 그리
고 이에 동조하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는 매번 채택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됐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 휴전과 정치과정에 대한 합의결의문은 2015년
내전발발 4년만에 수십만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난민이 유럽에 들어오
고야 채택됐다. 더구나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하고 3개월 만이었다. 그러
다 보니, 시리아 주권과 영토전일성을 존중한다고 하고, 시리아인이 주
도해야 한다는 식의 국제법적 상식에 합의하는 정도가 됐다. 채택직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들의 발언들은 이들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P3와 P2로 분리되는 양극화 현상을 확인하게 했다. 적어
129)

정은숙, “유엔안보리와 강대국정치: 구조, 절차, 개혁논의,” 「정세와 정책」 (2017.12);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 “The Mandate and the (in)Effectivenes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Contexts of Syria and Mali,” Geopolitics, 21-1 (2016) 43-68; ‘민간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모니터링과 개입과정 평가의 중요성은 Nicholas Idris Erameh,
“Humanitarian intervention, Syria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1-5 (2017), 517-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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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3(미국,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 주권을 말할 때 무고한 시민의 희생
을 책임져야 하는 아사드 대통령은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지금도 결의문 2254호는 서방주도이던, 러
시아주도이던 모든 평화과정이 앞세우는 형국이다.
요컨대 지난 8년을 거슬러 보면 향후 아사드 정부가 영토 100%탈환을
위해 무리한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그러면 평화과정은 더 멀어질 것이
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지난 8년과 달리 구속력있는 결의로써 사전 혹
은 사후 대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3. 국제적 요인 ③ : 러시아, 중국, 이란간 영향력 경쟁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관심
설사 아사드정권이 군사적으로 100% 영토를 탈환하고 안정화 국면에
든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아사드에 대한 정치 혹은 군사적 지원을 해
온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유엔안보리에서 아사드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
간 영향력 경쟁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2015년 이전은 군장비 이전,
유엔안보리 거부권 등으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오다 이후는 군사개입
으로 스러져가는 아사드군을 지원했다. 아사드정권은 이를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러시아는 시리아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 독점권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49년간 타르투스항 사용 계약, 신규 공군기지 확보
에도 성공했다.
다른 한편 시리아내 수니파 정권의 수립을 막으려는 시아파 이란의 물
적, 인적 공적도 다대하다. 즉, 지난 8년 러시아와 이란은 공히 내전중
아사드군에게 아군이 되어 주었다. 이란은 라카티아항의 부분적 사용권
을 확보했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모두 시리아 내전중 아사드
정권에게 상당규모 차관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독점을 추구할 것이라 본다. 이미 2019년 아사드의 승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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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해지자, 시리아군내 친러파와 친이란파간 영향력 내지 이권다툼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130) 러시아와 이란간 반미공동전선은 확고하
지만 경제이권,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에서는 향후 입장차가 대두될 수
있다.
더하여 중국이 뜻밖의 유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 가능성이 커 보인
다.131) 공히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재건
투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리아 공략가능성이 크다. 2018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8차 ‘중국·아랍 협력포럼’에서 중국은 230억 달
러 인프라개발 차관과 함께, 내전중인 시리아와 예멘을 대상으로 1,000
만 달러 상당 인도주의 지원 패캐지를 약속했다. 두달후 2018년 9월, 사
실상 내전발발 이후 처음 개최된 제60차 다마스쿠스 국제박람회에 200
여 중국기업들이 참가했다.132) 미국, EU 등 서방기업의 투자가능성이
낮은 아사드의 시리아는 중국에게 경제이익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
정학적 경쟁까지 포함 다목적 전략기회가 될 수 있다. 아사드가 지지하는
경우,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다마스쿠스를 중국-중앙아시아-서
아시아 경제회랑에 연결할 수 있다. 타루투스 항 개발 및 접근 협상도 가
능할 것이다. 2018년 10월 9일, 컨테이너 1만개를 실은 중국 수송선이
중국이 개발한 해로를 통해 레바논 트리폴리항에 기착했다. 트리폴리는
시리아 국경에서 채 30km가 되지 않는다. 다음날 중국은 시리아 주요
항구도시 라타키아에서 발전기 800개 전달식을 개최했다.133)
그러나 중국의 전후 시리아 본격적 진출은 다음의 위험이 있다. 첫째,
130)

VOA, 2019.5.17. Dobbins(RAND) & Timofeev(RIAC)는 시리아내 러시아가 이란

의 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주장한다. James Dobbins & Ivan
Timofeev,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the Greater Middle East (CSIS,
March 2019), p.3.
131) The Syria Times, 2019.6.19.
132) Belt & Road News, 2019.3,13,
133) Logan Pauley, “Why an end to the war in Syria gives China an Opportunity”
2018.10.14. (https://www.scamp.com/news/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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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의 완전불식과 정국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험일 수 있다. 둘
째, 아사드 체제가 완전 재정상화 된다고 가정할 때에도 지정학적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 ① 중국의 중동진출관련 미중 지정학 경쟁이라는 또 하나
의 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나름 자국을 시리아 및 광역 중동의
개발과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닦아 왔지만, 포스트
-아사드 민주 시리아 재건을 계획하는 미국과 EU에게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또 다른 복병이 되는 것이다; ② 더하여 인적, 물적 희생을 감수하
고 아사드의 혈맹이 되어준 러시아와 이란이 전후 중국의 상대적 이익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아사드의 군사적 승리이후 러시아, 중국, 이란의 영향력 경쟁
도 시리아 내전해결 전망 관련 불투명 요소가 된다. 우리로서는 주변4강
중 시리아 내전 관련국으로 미국과 러시아만을 상정해 왔지만, 이제부터
는 중국도 이해관련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하면 서방의 아사드 불신을 틈타 시리아의 전통우방국 북한도
시리아 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공히 부자세습, 일당독재, 반
미성향 장기집권, 일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나아가 미 국무부의 4개
국제테러리즘지원국 명단에 들어있다. 김일성기 한국전쟁, 중동전쟁 상
호 지원했으며 1966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 양국 수도에 시리아 대
사관을 두고 있다.134) 이후 시리아는 중동내 북한 공산주의운동 및 무기
판매 보루가 됐다.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시리아 핵개발 지원
시도, 스커드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화학무기 방독면 판매시
도 등 전략무기와 장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5) 2010년 이후
유엔전문가 보고서는 여러 차례 북한의 시리아관련 제재위반 사례를 적
시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사드 정부군 훈련 등 지원을
134)
135)

한국과 시리아는 미수교국이다.
정은숙, The UN Non-Proliferatio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Sejong
Institute,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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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전이 한참인 2015년에는 다마스쿠스에 조선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136) 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싱가포르 회담 6개월후, 2018년 12월 5일, 이용호 북한 외무상
이 다마스쿠스를 방문,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 “북한과 시리아같이 패권
주의와 외세간섭을 거부하는 모든 나라가 외부계략에 맞서기 위해 하나
로 뭉치고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7)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
상회담에서 제재완화의 뜻을 꺾긴 북한은 2019년 5월 2일, 박명국 외무
성 부상을 시리아로 보내 시리아 외무차관과 재건사업 참여에 관해 논의
토록했다.138) 6월 24일에는 다시 시리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이용
호 외무상과 외무성간 정치협상 양해각서에 조인했다. 미국의 제재대상
국간 정치 양해각서인 것이다.
요컨대, 시리아내 아사드 체제 공고화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 중국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철수 계획 선언이
아사드 정부에게 이들과 함께 재건을 해도 좋다는 의미인지 미지수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과제를 안은 북한은 미국이 신임하지 않는 아사드정
권을 통해 시리아 재건의 수익을 얻으려는 용기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월 제3차 ‘브뤼셀 회의’에서 보듯 2017년 이후 미국과 EU의 시리아 재
건계획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견제하고 있다. 투명
하고 합리적인 “유엔주도 평화프로세스”의 강조다. 시리아 내전해결 전
망이 밝지 않다.

4. 국내적 요인: 인종, 종교 복합성과 외부세력 연계
시리아 내전은 일반 세속국가내 독재정권과 민주화세력의 틀로만 해
136)
137)
138)

「연합뉴스」, 2015.8.31.
「중앙일보」, 2018.12.5.
NewDaily,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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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지 않는다. 인종과 종파의 문제가 있다. 인구 2,000만명은 인종적으
로 아랍인 50%, 아사드가 속한 알라위 15%, 북시리아 거주 쿠르드가
10%, 여타 인종이 15%이다. 종교적으로는 국민의 87%가 모슬렘이다
(수니파 74%, 알라위와 시아파가 13%). 기독교인 10%,, 기타 3%다.
요컨대, 1971년 알라위 출신 하페즈 아사드가 집권한후 지난 50년간
시리아는 소수파 알라위가 다수파 아랍인과 수니 모슬렘을 지배해 온 것
이다. 따라서 아랍의 봄 시위시 서방이 본 민주화 시위 겉모습 속안에는
인종적, 종파 동인이 컸다. 일단 내전이 비화되면서 쿠르드 반정부군은
여타 아랍인 반정부군과 연대하기 어려웠으며, 수니파 아랍인 반정부군
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 반정부군과 그렇지 못한 극단 반정부군으
로 나눠졌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기준도 애매해 졌다. 중동지역 시
아파 확산을 꿈꾸는 이란은 시리아를 다수 수니파 국민들에게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어서 시아파(알라위) 아사드의 지배체재를 살려내야 했다.
이에 중동지역 수니파의 맹주로써 이란을 견제해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전초기부터 시리아 반군들을 지원했다.139) 이스라엘은 자국의 생존
자체를 불법으로 여김은 물론, 레바논 헤즈볼라, 예맨 후티 등 테러단체
와 반군을 지원하면서 중동지역 이슬람혁명을 꿈꾸는 이란의 시리아내
영향력 확보를 결사코 저지해야만 한다. 시리아내 IS퇴치를 목적으로 미
국주도 연합과 가장 큰 협력관계를 구축한 세력은 쿠르드계 반군이다.
그러나 자국내 쿠르드족 분리주의를 우려하는 터키는 NATO동맹국들
과 이 점에서 공조할 수 없고 상극이다.
정부군과 시민반군간 민주화 일환으로 발발한 내전은 정부군측에 대
139)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이란-사우디 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Hassan Ahmadian,
“Iran and Saudi Arabia in the Age of Trump,” Survival 60-2 (April-May 2018),
pp.133-150 참조. 대펴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이란 다자핵협정(2015) 체결은 이란의
중동패권야심을 완화시키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소외시켰다. 반면 트럼프의 협정
철수 결정(2018)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용하는 한편, 이라크내 이란과 시아파의 영
향력을 2000년대 초 이상으로 강화시켰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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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란·러시아의 지원과 개입, 시민군내 쿠르드 소수민족파, 수니 강경
파와 온건파, 시아파 등 시민군내 다양한 분파로 발전했다. 단체들은 이
합집산하면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내전은 지역패권을 꿈
꾸는 나라들과, 미러의 대리전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복잡해 졌다.
지난 8년 수없이 시도된 평화과정 실패의 주된 요인은 그것이 유엔주
도건 아스타나 프로세스건 시리아 정부측과 반정부측, 그리고 신념과 목
적이 다른 여러 반정부 단체간 복합방정식 속, 같은 방 착석이 어려울 정
도로 적개심이 높은 데 있었다. A가 초대받으면 B는 참석을 취소하는 경
우들이 비일비재했다. 또 이란이 초대받으면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세력
들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협상을 앞두고 반정부측 대표단체와 지도자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내분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리야드 시리아 반정부파
회의(2015.12.10∼11)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시리아 반정부단체
통합 및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대표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나름
기여가 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쿠르드계 반군은 협상에
서 제외되어 왔다.
요컨대, 파벌, 종파의 복합성과 이와 결부된 외부세력 지원 구도가
2019년 아사드정권의 승세로 인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인종과 종
파적 소수파인 알라위계 아사드 가문의 50년 집권을 참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도적 재앙과 함께 내전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잠복인자
가 될 것이다. 러시아나 이란이 참전대가를 기대하지만 내전해결이 더디
고, 과실이 수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아래는 복잡다단한 참전세력들의
프로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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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정부 및 동맹세력
러시아
(무기지원, 2015년 군사개입, 유엔안보리 거부권)와 이란(2012년부터 혁명수비대, 20
16년부터 재래식군 파병). 아사드 정부의 영토 탈환에 크게 기여했다. △지정학적, 정
치적, 경제적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개입 동기에 비추어, 현재 아사드정권이 승세인
상황에서 서방이 원하는 방식의 종전협상에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140)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진출은 물론 시리아 군과 지원군,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훈련지
원을 포함한다. 이점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JCPOA(2015) 탈퇴성명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141) 핵무기 야심도 그렇거니와 중동지역 도처에서 미국의 이해, 미동
맹국, 미주둔군에 대한 위험요소인 것이다. 현재 이란(1984∼)과 시리아(1979∼)는
미 국무부에 의해 북한(2017∼), 수단(1993∼)과 함께 ‘테러리즘 지원국’으로 명명된
다.142) 이란의 대시리아 및 중동 영향력을 국가생존 위협으로 의식한 이스라엘의 응전
은 시리아 내전에서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헤즈볼라
1982년 레바논내 이란의 지원으로 탄생한 시아파 테러단체다. 이란의 영향력을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 저항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시리
아 내전에 개입했다. 2018년 헤즈볼라는 계속 아사드정권 및 친정부 세력들과 합세,
반군이 장악해 오던 동부 고타 지역, 데이르조르주 남서부 등의 탈환에 기여했다.
시아파 민병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훈련시킨다.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적이다.

▲반정부 세력
시리아 정권 및 동맹세력의 결속력이 센 반면 반정부 세력은 복잡다양하며 오합지졸의
형국이다.
자유시리아군(FSA)
2011년부터 아사드정권에 대항해온 온건반군들의 모단체이다. 정규군 이탈자들로 결성됐
지만, 이후 다른 단체들이 합류했고, 걸프국들과 서방의 재원조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
년부터 정부군의 공세와 항복 등으로 활동반경이 시리아 북서부로 좁혀졌다. 현재 FSA
잔존세력은 여타 온건단체들과 함께 북서 시리아에서 ‘민족해방전선’하 활동하고 있다.
140)

Robert Mason, “Russia in Syria: Unequivocal Return to the Middle East?,”

Middle East Policy 25-4 (2019) 101-115 참고.
141)

정은숙,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JCPOA: 배경, 도전, 정책시사점」 (세종연구소 정책
브리핑, 2018.12). 이란의 패권야심에 대해서는 Seth G. Jones, “War by Proxy:
Iran’s Growing Footfrint in the Middle East,” CSIS Brief (March 2019).
142) 이들 4개국은 4개 미국내법에 따라 미국의 대외원조 제한, 방위수출 금지, 이중목적
상품 수출 통제, 다방면에 걸친 금융 및 여타 부문 제재이다. 또한 이들과 특정 교역에
종사하는 인물과 국가들을 벌하는 여타 제재법들이 있다. https://www.state.gov/s
tate-sponsors-of-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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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 지히디스트 단체들
HTS (하야트 타흐리리 알샴)은 2017년 만들어졌다. 2012년부터 시리아내 ‘알케에다
분파’로 등장했던 잡하트 파다 알샴이 주측이 되어 여러 지하디스트 단체를 규합한
것이다. 현재 잔존 반군단체중에는 강한 단체로 꼽힌다. 아사드정권의 공세 및 자체
분열, 이탈로 힘과 장악력을 상당 상실했지만, 여전히 시리아 북서부와 이들립주에서
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종종 온건 반군단체들과도 교전한다.

▲IS
1990년대말 중동 다수국가내 지하드 군조직으로 시작했다. 목적은 글로벌 수니 이슬
람국가의 건설이다. 2000년대초 미국 점령기 이라크에서 ‘이라크 IS’로 드러나기 시작
했다. 리더십은 사담 후세인 치하 장교들과 수니 극단주의자들이 잡고 있다. 2011년
이웃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현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시리아내 지
지와 조직 확장을 위해 IS전사들의 파견을 결정했다.
2014년 IS는 사실상 ‘이라크 일부와 시리아 북동부’내 국가를 건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개참수 등 극단폭력전술로 악명을 떨쳤으며 습격한 시리아 군기지
에서 포, 장갑차, 미사일, 소형무기 등 상당한 무기를 노획했다. 암시장에서 무기도
구매했다. 그러나 2017년말에 이르러 미국주도CJTF-OIR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민주
군’(SDF),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과 친아사드 동맹들의 집중공세 결과, 시리아내 자신
들의 점령지를 거의 다 상실했다. 2018년 8월 기준 미 의회는 ‘시리아’내 잔존 전사들
의 규모를 약 14,000명으로 잡고 있다. 같은 달 유엔보고서는 ‘이라크와 시리아’내
약 20,000명이 있다고 본다. 현재 시리아내 IS가 관할하는 구역은 대체로 데이르조르
주 동부이다. 점령지의 대폭 상실에 비추어 이제 IS의 전략은 살아남는 일, 그 자체로
보인다. 그럼에도 IS는 계속 효과적이고 폭력적인 지하폭동을 준비하고 있다.

▲쿠르드족 반정부 세력
‘쿠르드 인민보호당’(YPG)
시리아 북서부에는 오래전부터 소수민족 쿠르드족이 자치를 주장하며 살고 있었다.
‘쿠르드 인민보호당’(YPG)은 이미 ‘아랍의 봄’ 발생 이전인 2004년 쿠르드 민주통합
당의 무력단체로 탄생했다. 약 20,000∼40,000명 전사를 두고 있다. 절대적으로 쿠르
드족이 다수이며 시리아 동부와 남부에서 정부군과 친정부세력, 터키군, 이슬람단체,
자유시리아군(FSA), IS 등과 교전해 왔다. 서방의 딜레마는 YPG가 온건반군으로서
서방과 걸프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자유시리아군’과도 싸운다는 점이다. 더욱이 YPG
는 2015년 ‘시리아민주군’(SDF) 창설이후는 이의 한 요소가 됐다. 그런데 SDF는 직접
적으로 미국주도 CJTF-OIR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 오고 있으니, 시리아 내전
의 복잡성을 알 수 있다. 즉, YPG가 SDF의 한 요소로서 AK-57을 포함 경무기 접근이
가능해 진 것이고, 여력으로 유독 터키의 지원을 크게 받는 ‘자유시리아군’ 등과도 교
전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주도 연합군의 딜레마다.
‘시리아민주군’ (SDF)
쿠르드족이 근간인 다인종 연합민병대로서 2015년 10월 출발했다. 민주, 연방, 세속을
기치로 한 새 시리아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IS격퇴를 위해 미국주도 CJTF-OIR과 함께
라카, 데이르조르, 하사카, 알레포 등에서 성공적 공세를 벌였다. 6,000∼7,000명 투사
가 미국과 연합합동군으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 SDF는
관할지 운명을 두고 아사드정권과의 협상에 참가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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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터키
시리아 내전초기 인접국 터키는 반군에 대한 재정지원, 훈련 등 간접방식으로 개입했
으나 2016년말 ‘유프라테스 방패작전’ (Operation Euphrates Shield)을 기해 ‘직접
적 군사개입’에 나섰다. IS의 자라블러스 지역 추방 및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족 YPG
확장 제동이 목적이다. 터키는 NATO동맹에 속하지만 자국내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위
협하에 있다. 터키내 ‘쿠르드노동자당’은 미국, EU, 터키가 공히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시리아내전에 관해서 터키는 시리아내 쿠르드반군들을 지원해온 미국 등 여타
NATO 회원국들과 달리 이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터키와 서방간의 딜레
마가 시리아내전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스라엘
시리아내 이란의 영향력을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2012년 이후 조용히 개입해 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2017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내 아사드정권, 헤즈
볼라, 이란의 기지들, 시아파 민병대 등을 대상으로 공습했음을 인정하면서 부터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시리아내 이란의 지위를 축소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주도 CJTF-OIR
연합합동군-‘고유결의작전’ (Operation Inherent Resolve)은 2014년 10월, ‘미국
중부사령부’가 시리아와 이라크내 IS격퇴를 목적으로 군사작전 조율을 하기 위해 결성
됐다. 미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요르단, UAE 등 30여 개국’이 참여한다. 현재 시리
아 주둔 미군은 약 2,000명이다. CJTF-OIR은 주로 공습을 통해 IS격퇴 작전을 펼친
다. 2008년 말까지 1,1000회 이상 공습을 감행했다. 또한 다수 시리아 반군단체, 특히
2015년 탄생한 쿠르드 기반 ‘시리아민주군’ (SDF) 등에 대한 원조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합동군은 계속 IS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2017년∼2018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군 기지에 대해서도 간헐적, 제한적 작전을 전개했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IS가 패배했다며 미군이 시리아를 떠날 것이라 천명함으로써, 합동군
및 이의 지배를 받는 SDF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 및 외세 교전자들의 난립은 전투장의 복잡성, 그리고 참가세력간
전략과 의제도 분분해 결국 시리아와 중동지역, 나아가 국제적 긴장완화
전망에 불투명성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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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8년전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내전의 국제화 과정, 2014년
이후 계속되어온 미국주도 ‘시리아와 이라크내 IS격퇴’ 작전, 2015년 아
사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작전, 그리고 다른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시리아 휴전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실패를 살폈
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해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입장에서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2019년 현재는 러시아의 참전으로 힘을 얻은 시리아정권이 영토 90%를
장악했다. 나머지 10%를 위해 반군소탕 작전을 결의하고 있다. 아직 실시
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시리아 주둔 2,000명 병력
철수를 선언했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및
선별개입 전략을 취하려는 것이고, 러시아는 아사드를 안고, 소위 주권
존중을 명분으로 한 친러세력 확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
고 있는 것이다.143) 나름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나, 이로써 미국은 자칫
1930년대 유럽 나찌즘 발기에서 보듯 러시아-이란-시리아-(중국)이 뭉
쳐 미국의 국익에 전격 도전할 위험성을 안고 있고, 러시아는 자칫 과거
소련이 그랬듯 1979년 아프가니스탄 개입 등 제3세계 진출에 따른 정치,
경제적 딜레마에 봉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러시아는 아사드가 주도하는
143)

Offshore balancing (역외균형)은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서 특정 강대국이 직접 주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적인 지역세력을 활용하여 잠재
적 적대세력의 부상을 견제토록 하는 전략이다. 지정학적으로 미국 3대 핵심지역을
유럽, 페르시아만, 동북아로 전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철수 및 역외 능력에 초점을
둔다. 이는 미국내 주류 그랜드 전략인 ‘리버럴 헤게모니’와는 대조적 전략인 것이다.
이 개념은 처음 레인(1997)이 도입했고 이후 미어샤이머, 월트 등이 발전시켰다.
Christopher Layne,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22-1 (Summer 1997), 86-124;
Mearsheimer, “A Return to Offshore Balancing,” Newsweek (December 30,
2008); Stephen M. Walt, “Offshore balancing: An idea whose time has come,”
Foreign Policy (November 1,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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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계획에 적극 원조하라고 국제사회를 독촉한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
은 아사드정권을 위해서라면 지원할 의향이 거의 없는 듯하다. 아사드정
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시리아 난민을 유치
한 이웃국가들과 그곳 난민들에 대한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여타 인도주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 6개항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1. 미러 긴장관계속 시리아 의제
트럼프, 푸틴 두 대통령의 상호호감 피력과는 별도로 구조적으로 미국
과 러시아간 불편한 안보현안들이 즐비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9년 현재 미국의 INF조약 파기, 2021년이면 종료되는 START후속
협상 문제, 전술핵무기 보유현황 및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과 배치의 문
제, 사이버 안보, 화학무기, 이란과 북한관련 국제비확산 제재, 나아가
지역갈등 차원에서 2014년 서방의 대러경제제재 계기가 된 러시아의 크
림합병, 그리고 본고가 다룬 바, 시리아 내전이 그렇다. 2018년부터 본
격화된 남미 베네수엘라 내분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극렬히 각기 다른
인물을 지도자로 지지하는 등, 미러 불신과 긴장감은 냉전종식이후 최고
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경제가 2014년 크림합병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외자축소에 따라 매년 30억 달라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144)
144)

러시아 경제학자 (Sergei Guriev)의 견해. Moscow Times, 2019.5.13. 서방학자들은
대체로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동기와 궁극적 영향에 대해 비판적 내지 우려의 눈으로
본다. Graeme P. Herd (George C. Marshall European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교수)는 푸틴대통령 통치하 특권엘리트 정치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취약
점, 이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다극세계의 중심국임을 자부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이 정권의 생존을 위한 개혁을 회피하는 대신 외국에 새 불안정을 수출하고, 기
존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을 살려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Graeme P.
Herd, “Russia’s Hybrid State and President Putin’s Fourth-Term Foreign
Policy,” RUSI Journal 183-4 (2018), 20-28; Maria Raquel & Freire Heller,
“Russia’s Power Politics in Ukraine and Syria: Status-seeking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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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러시아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모든 댓가를 감수하고라도 중동
에 회귀할 의사가 있는지 중요한 시점이다.145) 1979년 소련지도부의 아
프가니스탄 정부지원을 목적으로한 내전개입 결정은 1989년 철수시까
지 10년간 소련에게 막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어 “소
련판 베트남전쟁”이라 불렸다. 끝내 초강대국 소련붕괴의 큰 요인중 하
나가 됐다고 평가된다.146)

2. 미러의 시리아 내전 군사적 개입과 대립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시리아 내전의 전세는 변화무쌍했다. ① 1단
계: ‘아랍의 봄’ 여파속 정권 vs. 반군 (2011∼13): 2011년 3월, ‘아랍의
봄’을 지지하는 거리낙서에 대한 정부의 감금, 고문 대응으로 일련의 평
화적 시위가 발생했다. 알라위 정권의 장기간 인권남용에 대한 불만, 사
회경제 불평등 등이 저항에 불을 지폈다. 정부탄압이 강경파와 온건파
Identity, Opportunity and Cost,” Europe-Asia Studies 70-8 (2018),
1185-1212; Sullvan은 소련의 실패한 아프간 전쟁개입 (1979-1989)을 상기한다. 소
련은 취약한 이슬람국가 내분에 무모하게 개입하여 인적, 물적, 정치적 손실을 감내해
야 했다. Charles J. Sullivan, “Sidestepping a Quagmire: Russia, Syria, and he
Lessons of the Soviet-Afghan War,” Asian Affairs 49-1 (2018) 48-55. 같은 맥락
에서 체코학자의 글 참조: Emil Aslan Souleimanov & Valery Dzutsati, Russia’s
Syria War: A Strategic Trap?.“ Middle East Policy 25-2 (2016), 42-50. 트럼프의
친러선회를 우려하는 글로는 Eugene Rumer, Richard Sokolsky, and Andrew S.
Weiss, ”Trump and Russia: The Right Way to Manage Relations,”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7), 12-19.
145) 광역중동에서 푸틴대통령의 단기적 외교성과를 강조한 글로는 Lisa Watanabe,
“Russia’s Renaissance in the Arab World,” Center for Security Studies,
Strategic Trends 2019 (2019) 참조.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단극질서’를 강조한 글로
는 John G. Ikenberry, Liberal Order and Imperial Ambition: American Power
and International Order (Polity Press, 2005).
146) Yousaf Mohammad & Mark Adkin, Afghanistan, the bear trap: the defeat of
a superpower. (Casemate, 1992), p.159; Richard Cohen, “The Soviets’
Vietnam,” Washington Post, 1988. 4. 22; George Crile, Charlie Wilson's War: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e Largest Covert Operation in History, (Atlantic
Monthl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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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없이 반정부단체 결성으로 이어졌고, 무력저항은 내전으로 격화됐
다. 대략 2011∼2013년, 정부는 인력(희생 & 이탈), 장비, 영토 측면에
서 크게 열세에 놓였었다. ‘온건반대’단체들은 아랍국가들과 서방으로
부터 재정적. 정치적, 나아가 종종 병참 및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중동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
랑스가 온건반군의 지원세력에 속했다. ② 2단계: IS 출현 및 창궐 (2014
∼2015): 아사드정권과 반군들간 내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권력공백
이 생기자 이슬람 단체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됐다. 대표적으로 수니파
‘알카에다 분파’인 하야트 타흐리리 알샴 (HTS), 그리고 급기야 2014년
6월, 시리아와 이라크내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 악명 높
은 IS 등이다. 중동 이웃국가들과 유럽으로의 난민위기를 전파하는 계기
가 됐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하 미국주도 연합군의 IS격퇴전이
2014년 9월 시작됐다. 미 중부사령부 주도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 캐나다, 터키 등 NATO회원국과 호주,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
비아, UAE 등 걸프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 터키는 IS 격퇴이외의 목
적, 즉, “시리아내 쿠르드 세력 공격”도 목적으로 삼아 공조가 어려웠다.
러시아는 연합작전이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 결여된 군사개입이라 비판
했다. ③ 3단계: 러시아의 아사드 군사지원과 전세역전 (2015∼2019):
2015년 9월, 러시아는 아사드정권 지원을 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
했다. 시리아 정부의 “공식요청”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IS척결을 명분으
로 하지만, 동시에 ‘이란’과 함께, 기존 강경반군 단체는 물론 서방의 지
원을 받아온 온건 반군단체 모두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아사드 정부는 내전초기 반군에게 상실했던 영토 상당부분을 재장악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의 시리아 철수 선언은 미국안팎
저항에 부딪혀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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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의 대미 밸런싱 효과
2019년 현재 전세로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개입으로 아사드정권의
영토탈환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 국제정치 이론차원에서 미국패권에 반
대하는 국가들이 공동전선을 형성, 밸런싱에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견해
도 가능하다.147)
첫째, 이사드정권-러시아-이란-시아파 진영은 행위자간 ‘아사드정
권지원’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결속력이 있었다. 국민 74%가 수니파인
시리아내 13%인 알라위와 시아파의 결속이다. 이에 러시아가 연대한 것
이다. 반면 서방 및 온건반군 세력은 아사드정권의 존재를 부정 혹은 거
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대안이 분명치 않거
나 현실적으로 결속력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안타깝게도 온건반군 역시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에 기저를 두고 있어 수니 극단이슬람 단체와의 구
분이 어렵고, 때로 섞이는가 하면, 또 자기들끼리 노선을 두고 서로 적대
진영이 되어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5년 창설이후 IS격
퇴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해온 ‘시리아민주군’(SDF) 등 쿠르드 중심의 반
군도 중요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내전초기 서방이 지원했던
이슬람 온건반군 ‘자유시리아’군 (FSA)과 전투를 벌이게 됐다. 미국에겐
이슬람국가 군사개입에 따른 전략적 딜레마인 것이다. 자국내 쿠르드족
분리주의를 우려하는 NATO회원국 터키와 미국의 관계도 어색한 지경
에 이르렀다.
둘째, 2016년 대선기간 트럼프는 IS격퇴를 목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147)

예: Alexander Korolev, “Theories of Non-Balancing and Russia’s Foreign
Policy,”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1-6 (2018), p.905; Andreas Krieg,
“Trump and the Middle East: Barking Dogs Seldom Bite,” Insight Turkey 19-3
(2017), 139-158; Ekaterina Stepanova (IMOMO), “Russia and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Region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West,” The International
Spectator 53-4 (2018)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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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취임 2년만인 2018년 12월 19일, “IS와의 대
결에서 승리”했다며 2,000명 미군병사를 시리아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깜짝 선언을 했다. 미군사령부와 민간전문가들의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이
고 의회와의 협의도 부재했던 만큼, 이후 국방부, 국무부의 설득 및 트럼
프 측근 의원들의 우려가 표명됐다. 즉, “미국 우호세력인 쿠르드를 버리
고, 러시아와 이란에 통제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반대이다. 다음날, 미국
과 협업해 온 쿠르드계 ‘시리아민주군’(SDF)은 미군철수로 IS가 복원할
것이며, 미 우호세력을 적대세력사이에 방기하는 것이라는 규탄성명을
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NATO 주요국 모두 IS격퇴전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진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결정과 함께 양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재고할 것을 권했다. 공화당 린지 그래엄, 조
니 언스트,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민주당 쟌 샤힌 의원은 공개서한을 통
해 철수결정이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IS, 아사드, 이란,
러시아를 대담하게 하는 “미성숙하고 값비싼 실수”라 했다.148)
분명한 것은 유엔 안팎에서 수없이 논의됐던 내전의 정치적 해결, 평화정
착에 대한 국제적 열의도 식어가고 있는 듯 하다. EU와 유엔주도로 2017년
출범한 브뤼셀회의는 여전히 실패한 유엔안보리결의문 2254 (2015)에 근
간한 정치과정을 앞세우고 있다. 초점은 시리아와 중동지역 “미래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 프로세스다. 트럼프 정부의 미군철수 구상은 또 다른 ‘베
트남전쟁’을 피하고 싶은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4. “주권존중, 내정간섭 불가 원칙” vs. “R2P개념” 대치
아사드 체제가 무너지던, 재정립되건 미러관계에서 시리아 내전은 세
력권 인식하 지정학 경쟁의 프록시적 요소, 이질적 발전모델 전파 등 냉

148)

The Hill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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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대립과 경쟁요소의 부활이었다. 특히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푸틴대통령의 아사드정권 지지가 그러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냉혹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였다. 여기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제도론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2005년 이후 유엔정상
회의, 유엔안보리, 유엔총회가 수용한 새로운 국제정치 개념, 즉, 국제사
회의 R2P (보호책임)독트린도 설자리가 없었다.149) 1993년 안보리 결
의로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단죄할 목적으로 구유
고 전범재판소를 만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도 기억에서 멀어졌
다.150) 러시아는 평화프로세스 협상이나 유엔안보리에서 일관되게 “주
권존중”과 “내정개입 반대”만을 아사드 지원의 정당성과 등가했다. 내전
초기 2012년 유엔감독미션 마져 신변위험으로 두달만에 철수했다. 유
엔, 서방, 러시아가 함께 혹은 각각 주도해온 여러 정치, 외교적 협상틀도
모두 실패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기능이 마비됐던 유엔안보리는
2015년 전원이 합의했다며 절충적 평화안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 (2254
호). 시리아와 주변국 인도주의 재앙도 점점 더 심대해 졌다.

5.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및 대중동 정책 불가예측성
트럼프 정부의 대러, 대이란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선임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시리아내 연합작전에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았다. 오
히려 그의 취임원년 2017년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등 미군과 러시
아군의 시리아내 교전위험성 마저 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현실주의, 자유주의 제도론, 구성주의 각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정은숙,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세종연구소, 2018) 제6장 참조.
150) 정은숙, “유엔국제범죄재판소 피고가 된 밀로세비치,” 송기도 외 공저, 『미국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는 지도자들』 참조.
149)

Ⅶ. 결론: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 & 러시아의 친러세력 확충 

115

년 이란을 중동내 패권추구, 미국 동맹 및 주둔군 위협 등을 하는 사악한
국가라 칭하고 2015년 오바마 정부시 채택된 이란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정 (P5, 독일, EU, 이란) ‘JCPOA’에서 탈퇴했다.
이렇듯 대러, 대이란 불신도가 커진 상황에서 2018년말 트럼프 대통
령의 급작스런 미군철수 선언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무엇을 의미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러시아와 이란에게 힘을 실어주는가라는 의문
이 큰 부분이다. 이라크와 시리아내 IS잔존세력 수천 명 존재, 쿠르드 ‘시
리아민주군’의 위기도 철수가 낳을 위험요소로 제기된다. 당연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
럽동맹국과 이스라엘, 미 군부, 의회의 철수반대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
의 철수결정에 얼마나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부를 수용
한 듯, 2019년 2월 백악관은 약 200명의 미군이 평화유지군의 형식으로
상주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두달전, 승리선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
다.151) 지켜보아야 한다.

6. 2019년 8월 기준 물음들
다음의 물음으로써 마치려 한다. ①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의 승리
로 끝난 것인가. 2019년 2월중에도 반군장악 지역인 이들립에서 90명
이상이 정권의 포격과 공습으로 죽었다. 인도주의 재앙인 것이다. 시리
아 북동부 아주 작은 IS통제지역도 폭력에 직면해 있다. 시리아내 보금자
리가 필요한 국내난민이 620만 명이나 된다. 지난 8년 아사드의 퇴진을

151)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정책 구상은 소프트 파워를 중시해온 전임자 오바마에 비해 좀다
매파적, 하드파워 중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중동의 끝없는 소요, 미국내 지역군사개
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미국 외교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결국 큰 틀에서 오바마
의 다자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란 견해가 대두된다. Andreas Krieg, “Trump and the
Middle East: Barking Dogs Seldom Bite,” Insight Turkey 19-3 (2017), 139-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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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짖던 반군들이 50만명 희생과 국토파괴 후 그를 다시 합법적 지도자
로 수용할 것인가. 인구 74%가 수니파인 시리아에서 소수 알라위파와
시아파 (15%)가 다수 국민의 적대심을 안고, 폐허속 국가재건을 할 수
있는가. 시리아 안팎 전쟁범죄 논의는 불식됐는가. ② 러시아와 아사드
의 이 시점 “테러소탕” 군사작전 결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리아내
“테러단체”정의는 무엇인가. 모든 반정부군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③ 과
연 러시아를 강대우방으로 한 아사드 체제를 미국, EU, 아랍리그가 수용
할 것인가, 수용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EU외교안보 수장 모게리니는
“확실한 것은 평화적 승리는 시리아인이 주인이 되는 제네바 유엔주도
정치과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152)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정권
중심 아스타나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인 것이다. ④ 서방의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미군마저 철수하면 서방이 제외된 러시아, 이란, 중국
이 재건사업에 나설 것이다. 3자간 갈등을 없을 것인가.153) 효율성이 있
을 것인가, 이 경우 시리아의 발전모델은 무엇이 될 것인가. 트럼프 행정
부의 ‘국가안보전략’(2017)과 ‘국가국방전략’(2018)은 중국과 러시아
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대해 도전을 꾀하는 대표적 수정주의 국
가로 상정했다. 즉,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중요한 글
로벌 안보환경의 양대 도전요소로서 극단적 국제테러리즘, 그리고 “중
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 재현”을 꼽았다: “중러가 타국의 경
제, 외교, 안보 정책 결정을 구속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주의 모델에 맞추
어 세계를 만들려 함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고 갈파했다. 가장 최근
러시아가 채택한 ‘러시아연방 외교정책개념’(2016)은 다극질서 차원에
서 “문화와 문명이 다양하며, 여러 개발모델이 존재한다”며 “서방이 대
152)

EU, Remarks by High Representative/Vice-President Federica Mogherini
upon arrival at the ministerial meeting of 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 (2019.3.14.).

153)

북한도 2018-19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잦았으며, 2019년 6월 24일, 평양에서 시리아
외무장관과 이용호 외무상이 정치협상 양해각서에 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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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력을 봉쇄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154) 아사드 체
제의 재정립이 뜻하는 바가 극명히 미러간 상충,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⑤ 미군이 철수하면 터키가 연합군과 함께 IS소탕전을 펼쳐온 북동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때 미국은 난처하게 되고 시
리아내 군기지와 주둔병력을 갖춘 러시아는 중재자를 자처하게 될 터인
데, 중동 지정학에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역외균형에 입각한
아웃바운드(outboud) 미국과 시리아 정권 사수에 사투를 건 인바운드
(inbound) 러시아간 갈등과 협력 의제들이 무한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154)

크렘린, 「러시아외교정책개념」 (2016.11.30).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 on November 30, 2016). www.mi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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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1. Kofi Annan’s Six-Point Peace Plan presented to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2012.3.10.)
2. Final communiqué of the Action Group for Syria (2012.6.30.)
3. International Syria Support Group Vienna Statement (2015.11.14)
4.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4 (2015.12.18.)

1.
Kofi Annan’s Six-Point Peace Plan presented to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2012.3.10.)155)

(1) commit to work with the Envoy in an inclusive Syrian-led
political process to address the legitimate aspirations and
concerns of the Syrian people, and, to this end, commit to
appoint an empowered interlocutor when invited to do so by
the Envoy.
(2) commit to stop the fighting and achieve urgently an effective
United Nations-supervised cessation of armed violence in all
its forms by all parties to protect civilians and stabilize the
country.
To this end, the Syri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cease troop movements towards, and end the use of heavy
weapons in, population centers, and begin pullback of military
concentrations in and around population centers.
As these actions are being taken on the ground, the Syrian
government should work with the Envoy to bring about a
sustained cessation of armed violence in all its forms by all
parties with an effective United Nations supervision mechanism.
Similar commitments would be sought by the Envoy from the
opposition and all relevant elements to stop the fighting and
155)

UN Security Council, Kofi Annan’s Six-Point Peace Plan presented to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20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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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ith him to bring about a sustained cessation of armed
violence in all its forms by all parties with an effective United
Nations supervision mechanism;
(3) ensure timely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all areas
affected by the fighting, and to this end, as immediate steps,
to accept and implement a daily two-hour humanitarian
pause and to coordinate exact time and modalities of the daily
pause through an efficient mechanism, including at local
level;
(4) intensify the pace and scale of release of arbitrarily detained
persons, including especially vulnerable categories of persons,
and persons involved in peaceful political activities, provide
without delay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a list of all places
in which such persons are being detained, immediately begin
organizing access to such locations and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respond promptly to all written requests for
information, access or release regarding such persons;
(5) ensure freedom of movement throughout the country for
journalists and a non-discriminatory visa policy for them;
(6) respect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demonstrate
peacefully as lega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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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al communiqué of the Action Group for Syria
(2012.6.30.)156)
1. On 30 June 2012, the Secretaries-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League of Arab States,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of China, France,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urkey, Iraq (Chair of the
Summit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Kuwait (Chair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Qatar (Chair of the Arab Follow-up Committee on Syria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met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as the
Action Group for Syria, chaired by the Joint Special Envo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League of Arab States to Syria.
2. The members of the Action Group came together out of grave
alarm at the situation in the Syrian Arab Republic. They strongly
condemn the continued and escalating killing,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y are deeply concerned at the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the intensification of the violence, the
potential for even deeper conflict in the country and the
regional dimensions of the problem. The unacceptable nature
and magnitude of the crisis demands a common position and
156)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의 유엔총회 (A/66/865)와 유엔안보리 (S/2012/522) 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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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international action.
3. The members of the Action Group are committed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hey are determined
to work urgently and intensively to bring about an end to the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and to facilitate the
launch of a Syrian-led political process leading to a
transition that meets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Syrian
people and enables them independently and democratically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4. In order to secure these common objectives, the members of
the Action Group (a) identified steps and measures by the
parties to sec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ix-point
plan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042 (2012) and 2043
(2012), includ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in all
its forms; (b) agreed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political transition that meets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Syrian people; and (c) agreed on actions that they would
take to implement the objectives in support of the Joint
Special Envoy’s efforts to facilitate a Syrian-led political
process. They are convinced that this can encourage and
support progress on the ground and will help to facilitate
and support a Syrian-led transition.
Identified steps and measures by the parties to sec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ix-point pla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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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resolutions 2042 (2012) and 2043 (2012), includ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in all its forms
5. The parties must fully implement the six-point plan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042 (2012) and 2043 (2012).
To that end:
(a) All parties must recommit to a sustained cessation of
armed violence in all its forms an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ix-point plan immediately and without waiting
for the actions of others. The Government and armed
opposition groups must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Supervision Mission in the Syrian Arab Republic
(UNSMIS), with a view to furth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in accordance with the Mission’s mandate;
(b) A cessation of armed violence must be sustained, with immediate, credible and visible actions by the Government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o implement the other items
of the six-point plan, including:
(i) Intensification of the pace and scale of release of arbitrarily detained persons, including especially vulnerable categories of persons, and persons involved in
peaceful political activities; the provision, without
delay and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a list of all
places in which such persons are being detained; the
immediate organization of access to such locations;
and the provision,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of
prompt responses to all written requests f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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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access or release regarding such persons;
(ii) Ensuring freedom of movement throughout the
country for journalists and a non-discriminatory visa
policy for them;
(iii) Respect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demonstrate peacefully, as legally guaranteed;
(c) In all circumstances, all parties must show full respect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UNSMIS and fully cooperate with and facilitate the Mission in all respects;
(d) In all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must allow immediate
and full humanitarian access by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all areas affected by the fighting. The Government and all
parties must enable the evacuation of the wounded, and all
civilians who wish to leave must be enabled to do so. All parties must fully adhere to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gree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Syrian-led transition
6. The members of the Action Group agreed on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Syrian-led transition set out below.
7. Any political settlement must deliver to the people of the
Syrian Arab Republic a transition that:
(a) Offers a perspective for the future that can be shared by
all in the Syrian Arab Republic;
(b) Establishes clear steps according to a firm timetable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at perspective;

126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의 군사개입과 갈등

(c) Can be implemented in a climate of safety for all and of
stability and calm;
(d) Is reached rapidly without further bloodshed and violence and is credible.
8. Perspective for the future.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of
the Syrian Arab Republic have been clearly expressed by the
wide range of Syrians consulted. There is an overwhelming
wish for a State that:
(a) Is genuinely democratic and pluralistic, giving space to
established and newly emerging political actors to compete fairly and equally in elections. This also means that
the commitment to multiparty democracy must be a
lasting one, going beyond an initial round of elections;
(b)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right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ccountability of
those in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It is not enough
just to enunciate such a commitment. There must be
mechanisms available to the people to ensure that these
commitments are kept by those in authority;
(c) Offers equal opportunities and chances for all. There is
no room for sectarianism or discrimination on ethnic,
religious, linguistic or any other grounds. Numerically
smaller communities must be assured that their rights
will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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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ear steps in the transition. The conflict in the Syrian Arab
Republic will end only when all sides are assured that there
is a peaceful way towards a common future for all in the
country. It is therefore essential that any settlement provide
for clear and irreversible steps in the transition according
to a fixed time frame. The key steps in any transition
include:
(a)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al governing body that
can establish a neutral environment in which the transition can take place, with the transitional governing
body exercising full executive powers. It could include
members of the present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and other groups and shall be formed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b) It is for the Syrian people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e
country. All groups and segments of society in the Syrian
Arab Republic must be enabled to participate in a national dialogue process. That process must be not only
inclusive but also meaningful. In other words, its key
outcomes must be implemented;
(c) On that basis, there can be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legal system. The result of constitutional
drafting would be subject to popular approval;
(d) Upon establishment of the new constitutional order,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for and conduct free and
fair multiparty elections for the new institutions 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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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e) Women must be fully represented in all aspects of the
transition.

10. Safety, stability and calm. Any transition involves change.
However,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transition can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ensures the safety of all in an
atmosphere of stability and calm. This requires:
(a) Consolidation of full calm and stability. All parties must
cooperate with the transitional governing body to ensure the permanent cessation of violence. This includes
completion of withdrawals and addressing the issue of
the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of
armed groups;
(b) Effective steps to ensure that vulnerable groups are protected and that immediate action is taken to address humanitarian issues in areas of need.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elease of the detained is completed
rapidly;
(c) Continuity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qualified
staff. Public services must be preserved or restored. This
includes the military forces and security services.
However, all government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intelligence services, have to perform according to human rights and professional standards and operate under a leadership that inspires public confidenc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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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 of the transitional governing body;
(d) Commitment to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Accountability for acts committed during the present conflict must be addressed. There also needs to be a comprehensive package for transitional justice, including compensation or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the present conflict,
steps towards national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11. Rapid steps to come to a credible political agreement. It is
for the people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o come to a
political agreement, but time is running out. It is clear that:
(a)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yrian Arab Republic must be respected;
(b) The conflict must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dialogue
and negotiation alone. Conditions conducive to a political settlement must now be put in place;
(c) There must be an end to the bloodshed. All parties must
recommit themselves credibly to the six-point plan.
This must include a cessation of armed violence in all its
forms and immediate, credible and visible actions to
implement points 2 to 6 of the six-point plan;
(d) All parties must now engage genuinely with the Joint
Special Envoy. The parties must be prepared to put forward effective interlocutors to work expeditiously towards a Syrian-led settlement that meets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people. The process must be ful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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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iv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views of all segments
of Syrian society are heard in shaping the political settlement for the transition;
(e) The organized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Action Group, stands ready to offer significant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agreement reached by the parties. This may include an international assistance presence under a United Nations
mandate if requested. Significant funds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Agreed actions
12. Agreed actions that the members of the Group will take to
implement the above in support of the Joint Special Envoy’s
efforts to facilitate a Syrian-led political process are as
follows:
(a) Action Group members will engage as appropriate, and
apply joint and sustained pressure on, the parties in the
Syrian Arab Republic to take the steps and measures
outlined in paragraph 5 above;
(b) Action Group members are opposed to any further militarization of the conflict;
(c) Action Group members emphasize to the Government of
the Syrian Arab Republic the importance of the appointment of an effective empowered interlocutor,
when requested by the Joint Special Envoy to do s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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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n the basis of the six point plan and the present
communiqué;
(d) Action Group members urge the opposition to increase
cohesion and to be in a position to ensure effective representative interlocutors to work on the basis of the
six-point plan and the present communiqué;
(e) Action Group members will give full support to the Joint
Special Envoy and his team as they immediately engage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and will consult
widely with Syrian society, as well as other international
actors, to further develop the way forward;
(f) Action Group members would welcome the further convening by the Joint Special Envoy of a meeting of the
Action Group, should he deem it necessary to review the
concrete progress taken on all points agreed in the present communiqué and to determine what further and additional steps and actions are needed from the Action
Group to address the crisis. The Joint Special Envoy will
also keep the United Nations and the League of Arab
States 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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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Syria Support Group (ISGG)
(2015.11.14.)157)
Meeting in Vienna on November 14, 2015 as the International
Syria Support Group (ISSG), the Arab League, China, Egypt, the
EU, France, Germany, Iran, Iraq, Italy, Jordan, Lebanon, Oman,
Qatar, Russia, Saudi Arab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to
discuss how to accelerate an end to the Syrian conflict. The
participants began with a moment of silence for the victims of
the heinous terrorist attacks of November 13 in Paris and the
recent attacks in Beirut, Iraq, Ankara, and Egypt. The members
unanimousl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se brutal
attacks against innocent civilians and stood with the people of
France.
Subsequently, the participants engaged in a constructive
dialogue to build upon the progress made in the October 30
gathering. The members of the ISSG expressed a unanimous
sense of urgency to end the suffering of the Syrian people, the
physical destruction of Syria, the destabilization of the region,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terrorists drawn to the fighting in
Syria.
The ISSG acknowledged the close linkage between a
ceasefire and a parallel political process pursuant to the 2012
157)

https://www.un.org/undpa/en/Speeches-statements/14112015/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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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Communique, and that both initiatives should move
ahead expeditiously. They stated their commitment to ensure
a Syrian-led and Syrian-owned political transition based on
the Geneva Communique in its entirety. The group reached a
common understanding on several key issues.
The group agreed to support and work to implement a
nationwide ceasefire in Syria to come into effect as soon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Syrian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have begun initial steps towards the transition under UN
auspices on the basis of the Geneva Communique.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pledged to support a UNSC resolution to empower a UN-endorsed
ceasefire monitoring mission in those parts of the country where
monitors would not come under threat of attacks from terrorists,
and to support a political transi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Geneva Communique. All members of the ISSG also pledged as
individual countries and supporters of various belligerents to take
all possible steps to require adherence to the ceasefire by these
groups or individuals they support, supply or influence. The
ceasefire would not apply to offensive or defensive actions against
Da’esh or Nusra or any other group the ISSG agrees to deem
terrorist.
The participants welcomed UN Secretary General Ban’s
statement that he has ordered the UN to accelerate planning for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wide ceasefire. The
group agreed that the UN should lead the effort, in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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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terested parties,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and
modalities of a ceasefire.
The ISSG expressed willingness to take immediate steps to
encourag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to pave the way for the
nationwide ceasefire. In this context, and pursuant to clause 5 of
the Vienna Communique, the ISSG discussed the need to take steps
to ensure expeditious humanitarian access throughout the
territory of Syria pursuant to UNSCR 2165 and called for the
granting of the UN’s pending requests for humanitarian deliveries.
The ISSG expressed concern for the plight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the imperative of building
conditions for their safe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host countries. The resolution of the refugee issue
is important to the final settlement of the Syrian conflict. The
ISSG also reaffirmed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use of
indiscriminate weapons o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humanitarian access, as stated in UNSCR 2139. The ISSG agreed
to press the parties to end immediately any use of such
indiscriminate weapons.
The ISSG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biding by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UNSCR
2199 on stopping the illegal trade in oil, antiquities and
hostages, from which terrorists benefit.
Pursuant to the 2012 Geneva Communique, incorpor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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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the Vienna statement of October 30, and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118, the ISSG agreed on the need
to convene Syrian government and opposition representatives
in formal negotiations under UN auspices, as soon as possible,
with a target date of January 1. The group welcomed efforts,
working with United Nations Special Envoy for Syria Staffan de
Mistura and others, to bring together the broadest possible
spectrum of the opposition, chosen by Syrians, who will decide
their negotiating representatives and define their negotiating
positions, so as to enable the political process to begin. All the
parties to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adhere to the guiding
principles identified at the October 30 meeting, including a
commitment to Syria’s uni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sectarian character; to ensuring that State
institutions remain intact; an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ll
Syrians, regardless of ethnicity or religious denomination. ISSG
members agreed that these principles are fundamental.
The ISSG members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the transition
process contained in the 2012 Geneva Communique. In this
respect they affirmed their support for a ceasefire as described
above and for a Syrian-led process that will, within a target of
six months, establish credible, inclusive and non-sectarian
governance, and set a schedule and process for drafting a new
constitution. Free and fair elections would be held pursuant to
the new constitution within 18 months. These elections must be
administered under UN supervision to the satisfa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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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nd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 all Syrians, including the
diaspora, eligible to participate.
Regarding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pursuant to clause
6 of the Vienna Communique, the ISSG reiterated that Da’esh,
Nusra, and other terrorist groups, as designa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further, as agreed by the participants and
endor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be defeate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agreed to help develop among
intelligence and military community representatives a
common understanding of groups and individuals for possible
determination as terrorists, with a target of completion by the
beginning of the political process under UN auspices.
The participants expect to meet in approximately one
month in order to review progress towards implementation of
a ceasefire and the beginning of the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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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4 (2015)
(2015.12.18.)158)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resolutions 2042 (2012), 2043
(2012), 2118 (2013), 2139 (2014), 2165 (2014), 2170 (2014), 2175 (2014),
2178 (2014), 2191 (2014), 2199 (2015), 2235 (2015), and 2249 (2015)
and Presidential Statements of 3 August 2011(S/PRST/2011/16), 21
March 2012 (S/PRST/2012/6), 5 April 2012(S/PRST/2012/10), 2 Oct
ober 2013 (S/PRST/2013/15), 24 April 2015(S/PRST/2015/10) and
17 August 2015 (S/PRST/2015/15), Reaffirming its strong com
mitment to the sovereignty, independence, unity and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yrian Arab Republic, and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pressing its
gravest concern at the continued suffering of the Syrian people,
the dire and deteriorating humanitarian situation, the ongoing
conflict and its persistent and brutal violence, the negative impact of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t ideology in support of
terrorism, the destabilizing effect of the crisis on the region and
beyond, including the resulting increase in terrorists drawn to
the fighting in Syria, the physical destruction in the country, and
increasing sectarianism, and underscoring that the situation
will continue to deteriorate in the absence of apolitical solution, Recalling its demand that all parties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civilians, including members of ethnic, reli158)

https://www.un.org/press/en/2015/sc12171.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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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us and confessional communities, and stresses that, in this
regard,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lies
with the Syrian authorities, Reiterating that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in Syria is through an inclusive and
Syrian-led political process that meets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Syrian people, with a view to full implementation of
the Geneva Communiqué of 30 June 2012 as endorsed by resolution 2118 (2013),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clusive transitional governing body with full executive powers, which shall be formed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while
ensuring continuity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Encouraging,
in this regard, the diplomatic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yria
Support Group (ISSG) to help bring an end to the conflict in
Syria, S/RES/2254 (2015)2/4 15-22539Commending the commitment of the ISSG, as set forth in the Joint Statement on the
outcome of the multilateral talks on Syria in Vienna of 30
October 2015 and the Statement of the ISSG of 14 November
2015 (hereinafter the “Vienna Statements”), to ensure a
Syrian-led and Syrian-owned political transition based on the
Geneva Communiqué in its entirety, and emphasizing the urgency for all parties in Syria to work diligently and constructively towards this goal, Urging all parties to the UN-facilitated political process to adhere to the principles identified
by the ISSG, including commitments to Syria’s uni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sectarian character, to ensuring continuity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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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the rights of all Syrians, regardless of ethnicity or religious denomination, and to ensuring humanitarian access
throughout the country, Encouraging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UN-facilitated political process for
Syria, Bearing in mind the goal to bring together the broadest
possible spectrum of the opposition, chosen by Syrians, who
will decide their negotiation representatives and define their
negotiation positions so as to enable the political process to
begin, taking note of the meetings in Moscow and Cairo and
other initiatives to this end, and noting in particular the usefulness of the meeting in Riyadh on 9-11 December 2015, whose
outcomes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negotiations under
UN auspices on a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onflict, in accordance with the Geneva Communique and the “Vienna
Statements”, and looking forward to the Secretary General’s
Special Envoy for Syria finalizing efforts to this end,
1. Reconfirms its endorsement of the Geneva Communiqué of
30 June 2012, endorses the “Vienna Statements” in pursuit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Geneva Communiqué, as
the basis for a Syrian-led and Syrian-owned political
transition in order to end the conflict in Syria, and stresses
that the Syrian people will decide the future of Syria;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hrough his good offices
and the effortsof his Special Envoy for Syria, to convene
representatives of the Syrian governmen 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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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to engage in formal negotiations on a political
transition process on an urgent basis, with a target of early
January 2016 for the initiation of talks, pursuant to the
Geneva Communiqué, consistent with the 14 November
2015 ISSG Statement, with a view to a lasting political
settlement of the crisis;
3. Acknowledges the role of the ISSG as the central platform to
facilitate the United Nations’ efforts to achieve a lasting
political settlement in Syria;
4. Expresses its support, in this regard, for a Syrian-led political
process that is facilita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within
a target of six months, establishes credible, inclusive and
non-sectarian governance and sets a schedule and process
for drafting a new constitution, and further expresses its
support for free and fair elections, pursuant to the new
constitution, to be held within 18 months and administered
under supervision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satisfaction
of the governance and to the highest international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 all
Syrians, including members of the diaspora, eligible to
participate, as set forth in the 14 November 2015 ISSG
Statement; S/RES/2254 (2015)15-22539 3/4
5. Acknowledges the close linkage between a ceasefire and a
parallel political process, pursuant to the 2012 Geneva
Communiqué, and that both initiatives should move ahead
expeditiously, and in this regard expresses its support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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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ceasefire in Syria, which the ISSG has committed
to support and assist in implementing, to come into effect as
soon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Syrian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have begun initial steps towards a political
transition under UN auspices, on the basis of the Geneva
Communiqué, as set forth in the 14 November 2015 ISSG
Statement, and to do so on an urgent basis;
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lead the effort, through the
office of his Special Envoy and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parties, to determine the modalities and requirements of a
ceasefire as well as continue planning for the up port of
ceasefire implementation, and urges Member States, in
particular members of the ISSG, to support and accelerate all
efforts to achieve a ceasefire, including through pressing all
relevant parties to agree and adhere to such a ceasefire;
7. Emphasizes the need for a ceasefire monitoring, verification
and reporting mechanism,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on options for such a
mechanism that it can support, as 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one month after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encourages Member States, including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provide assistance, including through
expertise and in-kind contributions, to support such a
mechanism;
8. Reiterates its call in resolution 2249 (2015) for Member States
to prevent and suppress terrorist acts committed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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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ISIL, also known as
Da’esh), Al-Nusra Front (ANF), and all other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Al Qaeda
or ISIL,and other terrorist groups, as designated by the
Security Council, and as may further be agreed by the ISSG
and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pursuant to the
Statement of the ISSG of 14 November 2015, and to eradicate
the safe haven they have established over significant parts of
Syria, and notes that the aforementioned ceasefire will not
apply to offensive or defensive actions against these
individuals, groups, undertakings and entities, as set forth in
the 14 November 2015 ISSG Statement;
9. Welcomes the effort that wa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Jordan to help develop a common understanding within
the ISSG of individuals and groups for possible determination as terrorists and will consider expeditiously th recommendation of the ISSG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errorist groups;
10. Emphasizes the need for all parties in Syria to tak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o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a political process and a lasting ceasefire, and calls on all
states to use their influence with the government of Syria
and the Syrian opposition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steps towards a ceasefire;
11.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report to the Counci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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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one month after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options for furthe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12. Calls on the parties to immediately allow humanitarian
agencies rapid, safe and unhindered access throughout Syria
by most direct routes, allow immediate,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ach all people in need, in particular in all
S/RES/2254 (2015)4/4 15-22539 besieged and hard-to-reach
areas, release any arbitrarily detained persons,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calls on ISSG states to use their
influence immediately to these ends, and demands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2139(2014), 2165 (2014), 2191
(2014) and any other applicable resolutions;
13. Demands that all parties immediately cease any attacks
against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as such, including attacks against medical facilities and personnel, and any indiscriminate use of weapons, including through shelling
and aerial bombardment, welcomes the commitment by
the ISSG to press the parties in this regard, and further demands that all parties immediately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pplicable;
14. Underscores the critical need to build conditions for the safe
and voluntary return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to their home areas and the rehabilitation of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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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ed area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ose countries hosting refugees, urges
Member States to provide assistance in this regard, looks
forward tot he London Conference on Syria in February
2016, hosted by the United Kingdom, Germany, Kuwait,
Norway and the United Nations,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t his endeavour, and further expresses its support to the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of Syria;
15. Requests that the Secretary-General report back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including on progress of the UN-facilitated political process, within 60 days;16.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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