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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레바논 전쟁(Lebanese War, 1975-1990)은 레바논에게 ‘레

바논화(lebanonization)’라는 비유적 표현을 역사적 유산으로 남기

었다. 이는 종파 간 갈등과 외부 개입의 문제가 뒤섞여 갈등이 첨

예해지고 복잡해졌던 레바논 전쟁의 양상을 일컫는 메타포이다.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이 왜 복잡해 졌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

하여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종파 간 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불균등한 경제 

발전에 따른 ‘계급 갈등’, 그리고 ‘제도의 붕괴’ 등은 각각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조각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에서 행해진 ‘개입 현상’을 통해 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이 중동 주권국가체제

의 불안정성의 표상이며, 이로 인해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이 한층 

심화되었음을 주장한다. 레바논 전쟁에서의 개입 현상은 비단 레

바논의 불완전한 주권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개

입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권의 논리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었다. 특히 주권의 논리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레바논을 둘러싼 국제정치가 주권국가 간의 관계뿐

만 아니라 제국적 위계 관계 혹은 종교적 위계 관계가 공존하는 

현실을 논한다. 여기서 베스트팔렌 질서와 전통적인 질서의 중첩

으로 인해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함

께 지적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레바논 

전쟁사를 서술하며,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의 개입 현상에 주목한

다. 그 과정에서 레바논의 영토적 주권, 베스트팔렌 주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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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주권 개념을 영토적 개입, 정치적 개입, 종교적 개입 개념

과 짝을 만들어 현상을 분석한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

입은 레바논의 영토적 배타성을,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은 레바논

의 대외적 독립성/자율성을, 헤즈볼라를 통한 이란의 종교적 개입

은 레바논의 대내적 최고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주권의 현실은 시공에 따라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곤 한다. 

다시 말해 주권은 실로 가변적이며 동적이다. 중동 주권국가체제

의 불안정성, 다양한 개입, 그리고 전쟁의 복잡성이라는 동학을 살

펴보는 본 논문은 그러한 현실을 레바논과 지역체제 간의 상호작

용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레바논 전쟁에 관한 새로운 서사

(narrative)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의 이야

기”를, 그리고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에 대한 기존의 현상적 분석에서 나아가 복잡성의 근원에 대

한 탐구하였다. 둘째, 기존의 내전 연구를 국제정치학 전반에서 이

뤄지던 국가와 주권 일반에 관한 논의와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서 함의를 지닌다. 셋째,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에서는 충분히 드러

나지 않던 지역 질서의 정치학을 중층적으로 드러내어 대안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는 국제정치의 전쟁, 개입, 그리고 질서에 

대한 폭넓은 사유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내전 연구, 레바논 내전, 주권국가체제, 개입, 복잡성, 역사사회학

학  번: 2016-20131



- iii -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기존 연구 검토 ···································································   5

  1) 내전일반론 ··············································································  5

  2) 레바논 전쟁에 관한 네 가지 내러티브 ····························  7

  3) 레바논 전쟁 개입 연구 ························································  10

3. 논문의 주장 ·········································································   13

4. 연구 방법 ···········································································   14

5. 구성 ·····················································································   17

Ⅱ. 주권론과 중동의 주권국가체제 ···························   18

1. 국제정치학의 주권론 ·······················································   19

2. 탈식민화 과정을 통한 주권국가체제 이행 ·················   27

3.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   34

  1) 불안정성의 조건 ····································································  34

  2) 다양한 레바논 개입 현상에서의 불안정성 문제 ··············  39

Ⅲ. 1960-70년대의 레바논과 전쟁의 발발 ···········   42

1. 카이로 합의(1969) 이전의 레바논 ······························  42

2. 카이로 합의(1969) 이후의 레바논 ······························  46

3. 1975년, 두 가지 전쟁 촉발의 계기 ······························  51

4. 소결: 1960-70년대의 레바논과 개입의 전조 ·············  55



- iv -

Ⅳ. 레바논 전쟁의 네 가지 국면 ······························   58

1. 제 1국면, 초기 2년 전쟁 (1975-1976) ······················  59

  1) 2년 전쟁의 양상 ····································································  59

  2) 시리아의 개입 결정 ·································································  64

2. 제 2국면, 사회적 균열의 심화 (1977-1982) ·············  67

  1) 종파 내부 분열의 시작 ························································  67

  2) 이스라엘의 개입 결정 및 시리아 정치적 개입의 공고화 ·····  71

3. 제 3국면, 신흥 세력과 복잡성의 심화 (1982-1985) ····  75

  1) 이스라엘 침공, 파벌의 정치, 그리고 헤즈볼라 ··············  75

  2)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과 이란의 종교적 개입 ····················  80

4. 제 4국면, 타이프 협정으로의 진전(1985-1990) ·······  86

  1) 타이프 협정(1989)에 이르기까지 ······································  86

  2) 시리아, 이란의 개입과 상호인정의 문제 ································  91

5. 소결 ·····················································································  96

Ⅴ. 다양한 개입 현상과 전쟁의 복잡성 ··················  99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17



- v -

표   목   차

[표 Ⅱ-1] 주권국가체제 성립의 실제적 조건 ···················  35

[표 Ⅳ-1] 국면별 개입 현상의 양상 ···································  98

[표 Ⅴ-1] 레바논 전쟁의 세 가지 개입 현상의 의미 ·······  100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레바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 현상에 관한 논리 ··  14

[그림 Ⅱ-1]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의 개입 ·······················  40

[그림 Ⅳ-1] 레바논 전쟁의 네 가지 국면 ···························  59

[그림 Ⅳ-2] 종파 간 갈등, 종파 내 분화, 갈등의 복잡화 ··  80



- 1 -

Ⅰ. 서론

1. 문제제기

레바논 전쟁(Lebanese war)은 왜 복잡해졌는가? 대략 15년간 지

속되었던 레바논 전쟁은 여러 내, 외부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얽히고설

킨 관계, 정치적/이념적/지역적 이슈들의 결합 속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

상을 보였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이 전쟁

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이다.

내전을 겪기 전까지 레바논은 특유의 민주적 안정성, 자유로운 시

장 환경,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었던 나라였다. 그

로 인해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로, 수도인 베이루트(Beirut)는 ‘중동의 

파리’로 불리우곤 했다. 그러나 1975년, 남부 레바논과 베이루트를 중심

으로 폭력사태가 확산되자 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폭력사태의 격화, 인

질, 납치 등의 사건들이 횡행하였고 레바논의 장점이었던 다원성은 오히

려 레바논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레바논 

전쟁은 한 나라의 분위기를 뒤바꾼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하지만 이를 단지 한 국가의 역사로만 규정하기엔 레바논 전쟁은 

지역적, 국제정치적 차원의 문제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레

바논 전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의 정치 질서의 본질적인 불안정을 대변해준다. 동시에 레바

논 전쟁의 발발은 국가 건설의 미완성으로 인한 내부적 통합의 부재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제국주의와 탈식민화 역사를 거친 제 3세

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내전이 발발

한 7-80년대는 강대국의 논리가 전 세계를 압도하던 냉전기였음에도 레

바논에서는 미소 양극보다 레바논과 주변국의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놓

여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면, 레바논 전쟁은 비서구권으로서 중동 내 정

치 동학과 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16년간의 전쟁1)은 많은 학자들에게 중요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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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레바논 

전쟁이 지닌 복잡성의 내막이 잘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내

전의 발발에서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종결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레바논 전쟁의 전반에서는 외부 행위자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 그로 인

해 외부 개입의 역할은 내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러

나 기왕의 연구들 대다수는 베스트팔렌 체제2)의 관점에서 외부 개입 현

상을 살펴보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에 내재된 

베스트팔렌적이지 않은, 즉 비-베스트팔렌적 측면이 복잡성에 어떤 기여

를 하는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 질서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규정은 자와 타의 구분이 명확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속에서 국가는 존재론적으로 우선

하며, 국내/외의 구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3) 국가의 영토성을 토대로 

1) 레바논 전쟁의 기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레바논 전쟁의 경우, 

전쟁의 양상이 행위자들의 갈등 구도와 내용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하였고, 이는 특

정 연구자로 하여금 15년의 폭력 상황이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게 하였

다. 첫째는 1975-76년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1976년에 행해졌던 리야드 회의를 기

점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여긴다(Fregonese 2009; Rabinovich 1985; Rasler 

1983 등). 둘째, 1975-78년, 즉 레바논 전쟁은 대략 4년간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있

다. 1978년부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엄밀히 따지

면 1978년 이후의 전쟁은 레바논 내전이 아니라 대리전(proxy war)이었다고 여긴다

(Derouen and Heo 2007; Doyle and Sambanis 2000). 마지막 관점은 1975년부터 

1990년 전후까지 레바논 전쟁이 지속되었다고 정의한다. 갈등의 핵심적 문제들이 

15년간 지속되고 있었고 비로소 1989년 타이프협정이 체결된 후에야 문제 해결의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다는 시각이다(ICTJ report 2013; O'Ballance 1998; Khalaf 

2002; Sambanis 2004; Fearon and Laitin 2003 등). 본 논문 또한 레바논 전쟁의 

기간을 1975-1990년으로 규정한다. 1989년 평화협정이 종결기간이 아닌 이유는, 

레바논 내 모든 무장대의 철수가 완료되었던 시점은 1990년 12월이었기 때문이다. 

2) 베스트팔렌 체제란, “상호 인정된 영토 내에서 무력을 독점한” 주권국가가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치 단위로 인정되는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이 때 주권국가는 단선적인 

영토적 경계선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 존재이며, 영토적 경계

선의 바깥에서 주권국가들은 서로의 경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Oxford Reference, “Westphalian state system” (검색일: 2018. 05. 18)

  http://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121924198 

3) Jens Bartelson, A Genealogy of Sovereign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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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것과 타자의 것이 당연하게 나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레바논 

전쟁을 그러한 베스트팔렌적 세계 속에서 발생한 국가 ‘내부의’ 전쟁으

로 여긴다. 레바논 전쟁에 행해진 개입 현상들 또한 레바논 국경을 침범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모두 ‘외부의’ 개입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베스트팔렌 체제 질서를 상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레

바논 전쟁에서 행해진 개입과 그로 인한 전쟁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물론 로즈나우(J. N. Rosenau)는 일찍이 내전 현

상의 “국제적 측면(international aspect)”에 주목한 바 있다.4) 최근에는 

글레디치(K. S. Gledietch)와 세일히안(I. Salehyan) 등의 학자들 또한 

내전 현상이 갖는 초국가성(transnationality)을 드러내려는 시도들을 행

한 바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주권국가 질서를 상정하고 논의

를 전개하거나, 초국가적 요소가 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내전

과의 상관성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베스

트팔렌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

한 연구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전 현상은 베스트팔렌 체제 질

서의 틀 속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며, 기왕의 틀에

서 탈피해 레바논 내전 현상이 갖는 비-베스트팔렌적 성격, 그로 인한 

4) James N. Rosenau (eds.), International Aspects of Civil Str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5) Idean Salehyan, “Transnational Rebels: Neighboring States as Sanctuary for 

Rebel Groups,” World Politics Vol. 59 (2007), pp.217-242; Idean Salehyan, 

Rebels Without Borders: Transnational Insurgenci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Kristian S. Gleditsch, “Transnational 

Dimensions of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4, no. 3, (2007), 

pp. 293-309 등 참조.

6) 추가적으로, 개념 사용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도 있다. 국가 간(interstate)/국가 내

(intrastate) 갈등 개념에서는 갈등이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가 그 개념 구분의 기준

이 된다. 즉 갈등이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국가 외부 영토로 뻗어나가 있는

지에 따라 그 범주가 나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존재가 이미 전제돼 있음을 단적

으로 드러낸다. 예컨대, 글레디치의 경우에는 그의 논의가 내전의 초국가적 차원과 

연대의 정치(linkage politics)를 밝히고자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권국가 프레임 속

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노정돼 있다. Gleditsch 2007, pp.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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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질서의 복잡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이 던지는 구

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레바논 전쟁에는 다양한 개입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입은 전쟁의 복잡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위의 질문에 대하여 본 논문은 레바논과 중동의 주권국가체제 문

제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개입을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영

역에 대한 침범을 의미한다.7) 형식적으로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여

겨지는 현 국제정치 환경에서, 주권을 기준으로 국내/외가 구분되기 때

문에, 개입은 주권의 문제와 결부돼 있을 수밖에 없다.8) 여기서 유의해

야 할 사항은 ‘개입 현상을 주권의 문제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곧 주권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관점에서만 개입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주권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관점을 탈피하여, 대안적 관

점에서 중동 지역의 주권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이는 

각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완전하며, 주권국가체제가 완전하게 정립되었음

을 상정하는 베스트팔렌적 주권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주권의 측면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중동의 주권국가체제의 특징을 발

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주권국가체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

원에서 살펴보지만, 불안정성이 발현되는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레바

논이라는 개별국가 수준에서 검토가 행해질 수 있는 분석틀을 통해 이 

7) Reus-Smit 2013.

8) 류-스밋은 개입 현상을 주권의 틀에서 벗어나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가 주목했

던 개입 현상들은 주권국가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의 사례들이다. 주권국가체제가 아니

던 시절에 행해지던 개입은 사실, 주권을 침해하는 류의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류-

스밋은 현재중심적 시각으로 당시의 개입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지만, 류-스밋과 달리 본 논문이 주목하

는 현상은 근대국가체제의 확산 이후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권적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류-스밋이 바라보는 “질서와 개입 행위(interventionary practices)”의 관계가 주권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에 적극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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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수준의 검토가 행해진다 하더라

도 레바논을 둘러싼 구체적인 개입 현상은 지역 체제적 차원의 현상을 

드러내준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단위와 지역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연구 검토

 1) 내전일반론

레바논 전쟁은 주로 국가 ‘내’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전

으로 분류되거나 내전 사례로서 다뤄지곤 하였다. 내전에 관한 사회과학

적 연구들을 연구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선행 연구들은 전쟁 발

발, 전개 양상, 그리고 결과라는 세 꼭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발

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힘으로써 내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내전은 인간의 “탐욕과 불만(greed 

and grievance)”을 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주장9)

과 종파나 인종과 같이 정체성 간 균열로 인해 발발한다는 인구학적 관

점10)이 주된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11) 

9) 탐욕이론으로는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1 (2003), pp. 75-76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불만이

론은 Frances Stewart, “Horizontal inequalities and conflicts: an introduction 

and some hypotheses,” in Frances Stewart, ed., Horizontal inequalities and 

conflicts: understanding group violence in multiethnic societies (New York: 

Palgrave Mcmillan, 2008) 등이 있다.

10) “인종적 우위(ethnic domincance)” 가설이나 “다양성 위험(diversity is 

dangerous)” 이론이 주된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Jeffrey Dixon, “What Causes 

Civil Wars? Integrating Quantitative Research Finding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1. No. 4. (2009), pp. 709-711. 추가로 Jonathan Fox, Religion, 

Civilization, and Civil War: 1945 through the Millenium (Lanham, Md: Lex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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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의 전개양상을 주로 다루는 연구들은 내전의 지속기간의 문

제, 외부의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화 양상 등을 검토해 왔다. 그 

가운데, 외부의 개입은 전쟁 양상에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주

목을 받았던 현상이다.12) 로키어(A. Lockyer)는 외부의 개입이 내전에 

야기하는 변화를 과거 로마시대 검투 경기에서 경기 주최자가 의도적으

로 검투사들의 무기에 변화를 주던 관행에 비유한 바 있다. 주최자의 행

동으로 인하여 물리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경기의 양상이 바뀌는 상황

은 현대 내전 상황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행해졌을 때 각 행위자들의 전

투력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내전의 양상이 바뀌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

에 주목한 것이다.13) 예를 들어 내전이 비대칭 전투의 양상으로 전개되

던 것이 약한 세력에 대한 외부의 지원으로 인하여 교착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의 개입은 나아가서 내전의 지속기간과 종결 시점에 대해서도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14) 이브라힘과 삼바니스(E. Ibrahim and N. 

Sambanis)는 1944년 이후에 발생했던 138개의 내전 사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두 연구자는 외부의 개입이 지속

됨에 따라 내전 기간은 점차 길어진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개입이 

이뤄졌던 내전들과 개입이 부재했던 내전들의 평균 지속기간이 각각 9

Books, 2004) 와 같은 저서에서는 종교와 내전 발발과의 상관성에 중점을 둔다. 

11) 딕슨(J. Dixon)에 따르면 지리학적/환경적 원인, 정부의 유형 등 또한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Dixon 2009, p. 720 <Table 8. 

Consensus Determinants of Civil War> 참조. 

12) Adam Lockyer, “Foreign Intervention and Warfare in Civil War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7. (2011);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개입이 갈등하는 

집단의 정체성 문제에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연구한 저서로는 Timea Spitka, 

International Intervention, Identity and Conflict Transformation: Bridges and 

Walls between groups (New York: Routledge, 2016)이 있다.

13) Lockyer 2011, p. 2337. 

14) Jung Yeop Woo,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in Civil Wars, Ph.D. 

Dissertaion,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2009); Asequl Aydin and 

Patrick M. Regan, “Networks of third-party interveners and civil war 

dur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3.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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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년이었다는 결과는 그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15) 이 때 레바

논 전쟁 사례는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이 장기화된, 대표적인 사례

로 여겨진다.16) 

 2) 레바논 전쟁에 관한 네 가지 내러티브

레바논 전쟁은 그 자체로 많은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 사례로서 해당 전쟁만을 다룬 연구 또한 다방면에서 행해졌다. 주

된 논의는 전쟁 발발의 원인을 레바논과 중동 지역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는 크게 네 가지 내러티브로 정리되는데, 종

파적 정체성 간 충돌 내러티브, 정치 제도 붕괴 내러티브, 경제적 계급 

갈등 이론, 그리고 이팔 분쟁 내러티브로 구분된다.

우선 ‘종파적 정체성 간 충돌 내러티브’는 내전일반론의 인구학적 

요인에 집중한 연구나 불만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레바논 전쟁에 접근

하면서 이 사례에 관해 가장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있다.17) ‘종

15) Elbadawi Ibrahim and Nicholas Sambanis, “External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33, 

(2000), p. 11.

16) 김상기는 박사 학위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외부의 개입이 “어떻게” 내전의 지속 기간

과 결과, 그리고 전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흥미

로운 점은, 개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개입들은 내전을 빨리 종결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개입은 편파적 개입(biased intervention), 중립적 개입(neutral intervention)으로 나

뉠 수 있으며, 편파적 개입은 반란군 측인지, 정부군 측인지에 따라서도 세분화되어 

이해된다. 이는 Sang Ki Kim, Third-Party intervention in civil wars: motivation, 

war outcomes, and post-wa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2012) pp. 119-121. http://ir.uiowa.edu/etd/3483 참조. 

17) 현재 레바논은 총 17개의 종파를 공식 인정하였다. 크게는 기독교와 이슬람파로 나

뉘며, 기독교는 마론파, 그리스 정교, 그리스 가톨릭 등 12개 분파로 나뉜다. 이슬람

파는 시아파, 순니파, 드루즈파, 알라위파, 그리고 이스마일리파로 5개 분파로 구성된

다. 중요한 특징은 한 종파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에 레바

논은 종파주의를 사회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레바논의 종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다

음 참조: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레바논 개황” (2015) (검색일: 2018. 05. 17)  

http://overseas.mofa.go.kr/lb-ko/brd/m_10811/view.do?seq=1153759&srch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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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적 정체성 간 충돌 내러티브’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의 균열선이 

되어 전쟁의 발발을 초래하였다고 여기며, 다양한 종파 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갈등 양상에 주로 주목한다.18) 

반면, ‘정치 제도의 붕괴 내러티브’에서는 종파적 다양성이 아닌,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의 실패를 통해 전쟁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레바논 정치제도는 ‘권력분점식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로 정의된다. 권력분점식 민주주의란, 각 종파별로 정치권력

을 안배함으로써 다양한 종파별 이해를 반영하고 평화적으로 공존이 가

능토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19)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는 다양성을 포괄

하려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레바논에서는 각 세력 간 이권 다

툼이 극심해졌고, 이것이 전쟁의 요인이 되었음에 주목한다.20) 즉 ‘다극

의 공존’을 추구하였던 제도가 붕괴하자, ‘다극의 충돌’이라는 결과가 초

래된 셈이다.21) 

경제적 문제 또한 레바논에 폭력사태를 초래한 불씨 중 하나였

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

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18) Kamal S. Salibi, A House of Many Mansions: The History of Lebanon 

Reconsider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19) 종파별 배분은 “기독교6 : 무슬림5”라는 권력 배분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1932년의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레바논 사회의 고유

한 특징을 잘 살려 레바논만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사례로 평가되곤 하였다. 인구 

변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만한 장치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 내 불만

이 점증하였다. 이에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의 평화협정에서 ‘정치개혁’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 이 같은 권력분점식 민주주의(혹은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이론으로는 립하트(Lijphart)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Arend Lijphart, 

"Consociational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21. No. 2. (1969), pp. 

207-255. 

20) Brenda M. Seaver “The regional sources of power-sharing failure: The case 

of Leban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5. No. 2.  2000, pp. 

247-271. 시버의 논문은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논문은 흥미롭게도 레바논 전쟁의 원인을 정치 제도의 붕괴에서 찾았지만, 정치 제도

가 붕괴는 지역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21) 스에치카 고타.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지탱하는 연약한 자유와 평화,” 아오야마 

히로유키 엮음. 이용빈 번역.『‘아랍의 심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

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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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이에 ‘경제적 계급갈등이론(class struggle thesis)’은 정체성 간 

충돌, 제도의 붕괴 이면에는 경제적 이권과 계급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

에서 레바논 전쟁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공하였다. 레바논의 경제는 

1970년대까지 상승곡선을 이루었으며, 그 속에서 레바논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 도농 간 격차,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겪었다. 계급 갈등 이론

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노동자 계급의 반란을 야기하

였다고 여긴다. 하지만 레바논에서는 계급 보다는 종파 구분이 더욱 분

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세 번째 내러티브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23)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

쟁24)”의 연장선이라는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앞의 세 내러티브에서는 대

내적 차원에서 레바논 전쟁을 설명하려 했던 반면, 네 번째 내러티브는 

지역적/대외적 문제가 레바논 내에 침투(spillover)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다.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는 레바논 전쟁의 발발을 “아랍-

이스라엘 갈등” 속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15년간의 

전쟁에서 레바논 내부의 문제들 또한 중요한 갈등 요소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를 이팔 분쟁의 맥락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5) 

22) 구체적인 전쟁 촉발의 계기는 시돈에서의 어부 파업 사건(1975.2)과 알리하나 지역

에서의 버스 학살 사건(1975.4)이 단기간에 연달아 일어나며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서는 Ⅲ장의 1-(3) 소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23) “The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Lebanese Crisis,” Journal of Arab 

Affairs, Vol. 1. No. 2. (1982), pp. 211-212.

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비록 두 집단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로댕송(M. 

Rodainson)과 같은 학자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투쟁으로 이해한다. 이는 팔레스

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과의 투

쟁을 전개해 왔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막심 로댕송 저․임재경 역, 아랍과 이스라

엘의 투쟁 (서울: 두레, 1991) 참조.

25) 한편 허드슨(M. C. Hudson)은 이팔분쟁 보다도 팔레스타인 요소를 통해 레바논 전

쟁에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레바논 전쟁의 팔레스타인 요소를 다루는 연구로는 

“The Palestinian Factor in the Lebanese Civil War,” Middle East Journal Vol. 

32. No. 3. (1978), pp. 261-278;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는 “Palestinians and Lebanon: The Common Story,”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10. No. 3. (1997), pp. 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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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레바논 전쟁 개입 연구

레바논 전쟁은 촉발 계기에서부터 내전 전개 양상에 이르기까지,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었다. 여기서 외부 행위자들이란 레바

논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을 모두 일컫는다. 당시 레바논에는 역내 주변

국과 강대국을 포함한 국가 행위자들과 더불어 국가 건설을 꿈꾸는 팔레

스타인 민족, 아랍 연맹, 국제연합과 같이 국제 및 지역 기구들까지도 

레바논 전쟁에 관여되었다. 15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은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 양상의 변모와 맞닿아 있기도 하였다. 이

러한 사실은 레바논 전쟁과 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개입 현상은 레바논 전쟁 전반에 관한 이론 틀 속에서 함께 이해

되거나, 동시에 전쟁 개입 현상에만 초점을 둔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논의가 이뤄져 왔다. 전쟁 개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특정 

행위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즉, 개별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리아는 레바논 전쟁의 전(全)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

졌던 개입 행위자였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연구는 시리아의 개입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시리아의 개입의 동기는 레바논과 시리아 간의 “역사적 

불가분성(historical indivisibility)”26), 레바논 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것

이라는 현실주의적 관점27), 지역적 세력 균형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주

26) Adeed I. Dawisha, “The Motives of Syria's Involvement in Lebanon,” Middle 

East Journal, Vol. 38 No. 2 (1984), pp. 228-236. 세부적으로 그는 중동의 정치

적 맥락을 주도하려는 미국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이스라엘 투쟁 전선에서 시리아가 

지닌 입지 등에 대한 고려 속에서 개입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논문에서 

다위샤는 글로벌, 지역적 행위자들의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Adeed I. Dawisha, “The Impact of External Actors on Syria's Intervention in 

Lebanon,” Journal of South Asia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2, No.1 

(1978), pp. 22-43 참조. 

27) 웨인버거의 경우, 시리아 개입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입의 동기이자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시리아가 “레바논의 권위 구조를 자신의 입맛에 맞

추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개입 행위를 피개입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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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는 “국내 정치적 투쟁(domestic political struggle)”의 수단28) 등

의 맥락을 통해 이해되어 왔다.29) 최근의 논의로는 오소이가와(T. 

Osoegawa)의 저서가 있는데, 그는 레바논의 시리아 편승

(bandwagoning) 현상에 주목하여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제정치적 관계

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국가 대 국가의 세력균형론과 같은 단순 현

실주의(simple realism)”으로는 시리아-레바논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한다.30)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쟁의 폭력성 증대에 특히 기여하였던 

대표적인 행위자로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개입은 주로 이스라엘-팔

레스타인 분쟁(이후 이팔분쟁)의 맥락 속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최근에

는 에브론(Yair Evron)31), 라비노비치(I. Rabinovich)32) 등의 학자들을 

영향력(influence)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Naomi J. Weinberger, Syrian Intervention in Leban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8) 국내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레바논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었

다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경제적 계급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레바논 개입이 이

뤄졌다는 주장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Fred. H. Lawson, “Syria's Intervention in 

the Lebanese Civil War, 1976: A Domestic Conflict Expla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3 (1984), pp. 451-480 참조.

29) 이 외에도 라슬러(K. Rasler)는 “국제화된 내전(internationalized civil war)” 연구

의 일환으로 시리아의 개입 사례를 다루며, 개입의 타이밍과 장, 단기적 영향을 확인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Karen Rasler, “Internationalized Civil War: A Dynamic 

Analysis of the Syrian Intervention in Leban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7, No. 3, (1983) pp. 421-456. 

30) 그에 따르면 시리아와 레바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 현실주의, 구성주

의, 상호의존이론을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시리아와의 

관계를 레바논 대통령과 비국가 행위자,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살펴봄으로써 시리아

와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Taku Osoegawa, Syria and 

Leban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New 

York: I. B. Tauris, 2013).

31) 에브론은 레바논 전쟁 시기 두 개입 행위자의 동학을 억지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Yair Evron, War and Intervenion in Lebanon: The Israeli-Syrian 

Deterrence Dialogue, (London: Croom Helm, 1987).

32) 라비노비치의 저서에서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견제하며 협상

해 왔는지를 다룬다. 레바논 전쟁 시기 또한 두 행위자의 협상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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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경쟁적 관계에 집중하여 두 행위자를 둘

러싼 개입의 동학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레바논 

전쟁에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였는지 살펴본 연구들 또한 행

해진 바 있다.33) 

본 장에서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자면, 내전과 레바논 전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미 다양한 관점과 풍부한 방식으로 행해져 왔지만 기왕

의 논의들이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정체성 간의 충돌과 각종 행위자들의 개입 등의 

문제는 내전을 설명하는 근원이라기보다는 표면적 현상에 가깝다. 또한, 

복잡성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개입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에서조차도 사례

의 편중성, 각기 다른 분석 시기 등의 한계를 보여 여전히 통합적인 분

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들을 극복하

고자 레바논 전쟁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의 본질을 파

악하고자 하겠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업적을 부정하

기보다는, 그들이 제시하는 내러티브들을 일부 수용하거나,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34) 

논의된다. Itmar Rabinoich, The Brink of Pea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33) Anne M. Baylouny, “U.S. Foreign Policy in Lebanon” in Robert Looney 

(eds.), Handbook on U.S. Middle East Relations, (Routledge, 2009); Jeffrey 

and Eisenstadt 2016 등. 

34) 칼라프(Samir Khalaf)는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내러티브들의 수용과 통합적 이해

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한 대표적인 예이다: Smair Khalaf, Civil and 

Uncivil Violence in Lebanon: A History of Internationalization of Communal 

Confli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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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주장

본 논문은 핵심적으로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이 중

동의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지역 체제적 불안정성을 내

포한 개입 현상으로 인해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었음을 주

장할 것이다. 

중동 지역의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은 중동이 제국주의에 이어 

급격한 탈식민화를 거친 결과이다. 탈식민화를 통한 근대국가화 과정은 

인위적이고 단기간에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동에서는 이상적 모습

으로서의 주권국가체제의 모습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영

토적 경계를 토대로 한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 국가들은 주권의 

완전함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국가들 간의 관계 또한 주권국가 간의 논

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주권국가체제는 주권국가라는 개별 정치체들의 단순 집합을 의미

하지 않는다. 개별 정치체들이 동일한 특성, 즉 주권국가성을 지니는 것

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이 일종의 체제로서의 성격을 띠려면 각 

정치체들 간의 인정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일종의 행동규범이 

합의, 수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3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권국가체제

의 성립이 각 단위들의 주권국가화(化) 과정과 타국과의 상호 인정의 메

커니즘 속에서 주권국가 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여긴다. 

즉, 단위 수준에서의 주권국가성이 주권국가체제의 필요조건이라 할 때,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체제의 충분조건이 된다. 

따라서 체제 내 행위자(단위) 차원의 불완전성이나 행위자들 간 관계(구

조) 차원에서 주권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 주권국가체제는 미성립 

되었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불안정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입 현상은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발견할 것인데, 여기서 복잡성이란 개입 행위자의 수(數)가 많거나 

35) Daniel Philpott, Revolutions in Sovereignty: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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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전략의 다양성과 같이 물질적 차원의 성격을 뜻하지 않는다. 레바

논 전쟁의 복잡성은 주권국가체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탓에 주권국

가체제 이외의 논리들이 내포되며 발생하였다. 각 행위자들이 원하는 질

서의 논리가 통일되지 않아 주권국가 이외의 질서가 주장, 강요되며 여

전히 질서 간의 경합이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갈등적 양상과 결합하

며 다각화된 갈등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은 이렇

게 세력 간 갈등, 질서의 중첩, 그리고 논리의 충돌 속에서 구성되고 강

화되었다. 다음 [그림 Ⅰ-1]에서는 이상의 논리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그림 Ⅰ-1] 레바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 현상에 관한 논리

4.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레바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 주권국가체제로 이

행되는 과정, 형식적으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은 이후 레바논의 상황, 

그리고 1975년에 발발한 전쟁이 1990년까지 전개되는 과정에 이르기까

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에 드러나는 모습까지 관찰할 것이다. 

역사사회학적 접근은 레바논 전쟁과 개입 현상에 관한 역사적 기



- 15 -

술(descrip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와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 흐름을 서사(narrative)로 드러내면서도 주요 개념을 통해 

분석적 중심을 놓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로슨(G. Lawson)에 따르면, 기존의 실증주의 IR 이론들 - 특히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 - 에서 역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역사를 

“파편(scripture)”으로 다루거나 우연한 사건들을 “골라섞기(pick and 

mix)” 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방식들은 역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연구’로 분류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한 사건의 우연

적, 분열적, 구성적 측면이나 불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이라

는 점에서 ‘몰역사주의(ahistoricism)’라는 특징을 드러낸다.3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를 일종의 “파편(scripture)”으로 여기는 태도를 거

부하여 역사적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하며, 동시에 이를 분석적으

로 접근하여 사회과학 이론적 의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7) 

따라서 본 논문은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다양한 개입 현상, 그

리고 복잡성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첫째, 레바논 전쟁의 전후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이 보고자 하는 역사는 크게 세 시기

의 역사이다. 중동 지역의 주권국가체제 이행의 시기, 레바논 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 그리고 레바논 전쟁이 전개되었던 1975-1990년까지

의 시기이다. 특히 레바논 전쟁 발발 이전의 시기에서는 당시 갈등적 상

황에 큰 분기점이 되었던 카이로 협약(Cairo Agreement, 1969) 전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 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레바논 개

입 양상의 변화로 인해 전쟁 양상이 변화하였던 시점들을 기준으로 크게 

네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행할 예정이다. 

36) George Lawson, “The Eternal Divide?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2. (2012), pp. 

203-226. 

37) 역사사회학 전반에 대해서는 Stephen Hobden and John M. Hobson.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inburg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John M. Hobson, George Lawson, and Justin Rosenberg, “Historical 

Sociology,” in Robert A. Denmark (eds.), The International Studies 

Encyclopedia, (Wiley-Blackwell: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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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권’과 ‘개입’을 세부 개념화(typification)함으로써 분석의 

중심을 잡고자 한다.38) 영토적 개입/영토적 주권, 정치적 개입/베스트팔

렌 주권, 그리고 종교적 개입/국내적 주권이라는 세 가지 유형 쌍을 통

해 레바논 전쟁에서 드러나는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개념 분석틀은 다음 장에서 제시된다.

개입 현상 분석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이란의 개입 현상

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 행위자의 개입은 각각 영토적 개입, 정치적 개

입, 그리고 종교적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것

은 세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외교정책 분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논

문은 행위자들의 결정과 행동들을 둘러싼 현상들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다루는 외교정책 분석과는 구별된다.

레바논 전쟁 전반에 대해서는 주로 2차 역사문헌들을 참고할 것이

다. 레바논 전쟁사의 전 과정을 정리한 오밸런스(E. O'ballnace)의 저서

는 레바논 전쟁의 전 과정을 신문기사, 정부발표 등에 의존하여 연대기

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쟁에 관한 특정 내러티브를 제공하

기보다는, 전쟁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일자별로 정리한 연구라는 점에

서 1차 문헌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오밸런스의 저서를 바탕으로 전쟁의 

세부적 흐름을 정리한 후 여타 2차 문헌들을 통해 전쟁사에 대한 검토

를 진행하겠다. 공식적인 조약, 협약에 대하여는 당사국 정부에서 제공

하는 영문본을 통해 그 내용을 참고하겠다.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 분석은 담화 기록

물, 성명서의 영문본,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 연구자의 언어적 

제약으로 인하여 1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38) 로슨은 문맥과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적 접근을, 그리고 사건(eventfulness)과 이념

형(ideal-typification)을 통해 사회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 둘의 적

절한 조합이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이다(Lawson 2012). 이러한 방식은 자본

과 강압의 동학을 통해 유럽의 근대 국민국가화 과정을 설명하였던 틸리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Theda Skocpol (eds.),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에서 제시된 연구들과 Charles Tilly, 이향순 역,『국민국가 형성의 계

보: 강압, 자본과 유럽 국가의 발전』(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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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된 한계이다. 그럼에도 레바논 전쟁과 개입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의

미를 새로이 확인하는 작업으로는 여전히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5. 구성 

Ⅱ장은 일종의 예비적 고찰로서 중동 지역의 주권국가체제의 불안

정성과 그로 인한 레바논의 개입 현상의 다양성을 확인할 것이다. 주권

과 주권국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오스만 제국 붕괴와 중동

의 주권국가로체제로의 이행하는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중동에 정착한 

주권국가체제의 특징과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들이 지역적 불안정성의 

측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간략히 확인하겠다.

Ⅲ장은 레바논 전쟁 이전의 상황을 다룬다. 1960-70년대 레바논

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하여 레바논에 갈등적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

었고 그 가운데 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시리아를 중심으로 전쟁 발발 이전에 개입의 전조

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Ⅳ장은 15년의 전쟁의 역사를 관통하며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의 의미와 영향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을 총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별 양상을 추적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다

양한 개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주권국가체제의 불

안정성, 개입, 그리고 복잡성의 동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할 예정이

다. 또한,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프레임으로 이해한 본 연구가 국제

정치학뿐만 아니라 내전 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치겠다.



- 18 -

Ⅱ. 주권론과 중동의 주권국가체제

“주권은, 다른 어떤 인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획득되거나

분실될 수 있고, 주장되거나 또는 거부될 수 있고, 존중되

거나 침해될 수 있고, 축하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으며, 변

하거나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주권]은 역사적

인 현상이다.”39)

-Robert Jackson, 1987

본 논문의 목적은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이 중동 주

권국가체제의 발현이며 이것이 실제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

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 처한 주권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중동 지역은 양차대전 

전후 탈식민화 과정을 겪으며 주권국가체제로의 이행을 할 수 있었다. 

주권국가체제 이행은 우선 각 정치 단위들이 주권국가로서 선언하는 것

으로 일차적 과정을 겪는다. 그와 동시에 각 단위들이 서로를 주권국가

로서 상호 인정해주며 이차적 과정을 겪는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단위들은 각 국의 헌법에 주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역 기구 또한 주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국가체제로 이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동의 주권국가체제 이행의 역사는 영국, 프랑스를 중심

으로 하는 외부 세력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위성을 지녔

다고 평가된다. 이런 인위성은 단위 수준에서의 주권국가성이 불완전함

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와 단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권의 원

칙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초래하였다. 본 장에서는 중동 지역이 처한 

주권의 현실이 체제적 불안정성을 지녔음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39) Robert Jackson, “Quasi-states, Dual Regimes, and Neoclassical Theory: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Autumn, 1987) pp. 522. 강조는 인용자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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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권이 “역사적 현상

(historical phenomenon)”으로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이다. 더불어 역사적 현상으로서 주권이 레바논 개입 현상과 어떻게 관

련되었는지 살펴보겠다. 

국제정치학에서 주권은 주로 이론적 가정으로 상정되어 “이미 주

어진”, 그리고 “완전하고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여겨지곤 하였

다. 이는 현 국제체제에서 모든 국가들이 주권국가임을 스스로 선언하

고, 주권의 원칙이 체제의 주요한 규범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각 단위들이 실제로 주권국가가 

되었는가, 혹은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는가 하는 실제 주권 현실의 문

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주권에 관한 대안적 접

근이 등장하였고, 중동의 주권국가체제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

안적 접근을 통해 주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동 주권국가체제 이행의 역사와 그 결과로

서의 현실을 확인하기에 앞서 국제정치학의 주권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를 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겠다. 여기서는 주권을 이론의 전제로 

여기는 베스트팔렌적 접근과 주권 자체를 변수로 상정하여 주권과 관련

한 실제적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대안적 접근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1. 국제정치학의 주권론

전술하였듯, 국제정치학에서 주권은 크게 두 가지 접근 속에서 이

해되어 왔다. 하나는 주권을 근대 국제정치에서 당연하게 주어졌기 때문

에 이론의 전제로서 상정하며, 다른 하나는 전자에 대한 반발로서 주권 

현실이 이론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권 개념과 현실을 탐구하

는 접근이다. 우선, 주권을 이론의 전제로서 여기는 첫 번째 접근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주권을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 상정

하고, 이를 토대로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소유한 권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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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40) 특히 월츠(K. Waltz) 중심의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제는 무정부적 상태(anarchy)라는 

가정을 이끌어 내었다.41) 즉,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라

는 구조, 그 속의 주권국가라는 행위자, 그리고 주권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원리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정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의 접근을 주권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관점으로 규정한다. 위의 접근에

서는 국제정치체제의 기원이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찾

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42) 

베스트팔렌적 관점에서 주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첫째, 베스트팔렌적 관점에서 주권은 모든 국가 단위에게 이미 “존재론

적으로 주어졌다는(ontologically given)” 특징을 갖는다. 이는 각 국가 

행위자가 노력을 하거나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는 선험적으로 주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첫 번째 특징은 주권이 불변성과 불가분성을 지닌 것으로 정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두 번째 특징으로 나아간다. 베스트팔렌적 관점은 주권은 변화

한다거나 그것이 여러 차원으로 나뉜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에

게 주어진 주권은 고정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주권이 

있는 국가와 주권이 없는 비(非)국가는 존재하지만 한 국가에 주권이 부

족하다는 식의 논리는 불가능하다. 국제정치에서 모든 국가는 주권을 소

40) Stephen Krasner (eds),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1. 

41)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ass: 

McGraw-Hill, 1979).

42)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조약으로서, 1648년 10월에 체결

되었다. 베스트팔렌 신화(Westphalian myth)를 지적하는 학자들은, 이 조약이 신성

로마제국과 프랑스의 왕, 그리고 스웨덴 여왕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서 이 조약 자체

가 현재의 국제정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현 국제정치 질서를 

베스트팔렌 체제(혹은 질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럼

에도 주권에 관한 첫 번째 관점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현 국제 체제와 관련해 여전

히 상징성을 지닌 역사적 사건이라고 여겨진다. 베스트팔렌 신화에 대한 주장은 

Andreas Osiander,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phalian 

My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Spring, 2001), pp. 251-2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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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였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가 되며, 이는 주권 ‘평등’의 원칙의 바탕이 

된다. 

세 번째로 베스트팔렌적 관점에서 주권은 영토성(territoriality)을 

토대로 내/외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다. 주권국가는 단선적으로 

구획된 영토 경계를 토대로 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그러한 점에서 

주권국가는 영토적 자율권을 지닌 존재로 상정된다.43) 바텔슨(J. 

Bartelson)에게 이러한 베스트팔렌적 관점은 “국제정치이론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담론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는 영토

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scope)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영토 경

계 내부(domestic)는 질서와 조화가, 외부(international)는 무질서, 부조

화, 그리고 결여라는 시각이 내포돼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제정치에 

대한 무정부상태(anarchy) 가정은 여기서 비롯된다. 또한, 명확한 경계

로 내/외를 나누는 관점은 다시 아와 타에 대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

으로 한다.44) 

1980년대에 들어, 국제정치학계 내에서는 전술한 베스트팔렌적 관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세계

가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에 직면하였다는 역사적 흐름이 

있다. 국제정치학이 강대국 중심의 냉전기 국제정치 이해에서 탈피하여 

약소국과 비(非)서구 지역의 문제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후술되겠지만, 제 3세계 국가들이 기존의 이론에서 상정하던 

것처럼 국가 행위자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소유한다는 공

식의 적용이 어려운 사례로 지적되었다.45) 또한,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

43) Sally N. Cummings and Raymond Hinnebusch, Sovereignty after Empire: 

Comparing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 7.  

44) Bartelson, 1995, pp. 19-49.

45) 실패국가(failed state), 유사국가(quasi-state) 등의 용어는 이러한 제 3세계 국가들

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실패국가는 근대 세계체제에서 온

전한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유사국가는 국

가성(statehood)의 기준을 일부만 충족시키는 국가를 일컫는다. Encyclopedia 

Britannica; Oxford Reference (검색일: 2018. 04. 29) https://

www.britannica.com/topic/failed-state; 이혜정 “주권과 국제관계이론,” 『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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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주권국가로 상정될 수 

있음에도 이것이 곧 모든 국가들의 실제적, 현실적으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접근에서 주

권을 이론적 전제로 상정하는 것으로는 주권의 현실을 담아내기에 한계

가 있었다.46) 

주권에 관한 두 번째 접근은 이러한 이론과 현실과의 불일치, 특

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주권에 관하

여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주권이 다방면에서 재검토 된 결과, 주권 개념은 단지 이론적 전제, 가

정으로서만 여겨지던 것에서 벗어나 탐구와 분석의 대상으로서 그 학문

적 지위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혜정에 따르면, 이러한 주권의 

학문적 지위의 변화는 “이론의 주권”에서 “주권의 이론”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였다.47)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주권을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 이해함으로써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48) 

보다 구체적으로 주권이 일종의 규범(nor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논

의에서는, 한 사회의 규범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 규범 또한 그러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이를

테면 주권 규범은 서유럽의 역사적 산물이었고,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환

치』 제 25집 1호 (2004), p. 125. 

46) 홉슨의 완전한 주권(full-sovereignty, hyper-sovereignty), 조건적/제한적 주권

(conditional- sovereignty, qualified-sovereignty, default-sovereignty) 개념은 이

러한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전재성과 박건영 또한 이러한 이론

-현실 간의 불일치에 대하여 법적, 형식적 주권과 실질적 주권의 간극을 통해 지적

한 바 있다. John M. Hobson, The Eurocentirc Conception of World Politics: 

Western Internation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9-20.

47) 이혜정 2002, pp. 123-209.

48) Cynthia Weber, “Reconsidering Statehood: examining the 

sovereignty/intervention bounda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8, 

(1992); Thomas J. Biersteker and Cynthia Weber (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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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속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사적 과정을 겪었다. 주권 규범의 확

산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수입 지역에서는 전통적, 내생적 규범들과

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때로 전통적 규범과의 혼합 속에서 서

유럽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주권 규범이 정착하게 되기도 했다.49) 

바텔슨의 경우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주권이 “담론

(discourse)”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50) 

그는 주권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주권에 관한 여러 담론을 구분

하고 각 담론에서 주권이 어떻게 “말해져 왔는지”를 파헤쳤다. 그에 따

르면, 주권 개념은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주권은 담론으로서 우연적으로 변화하였고, 지적 불연속성 속에

서 여러 담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앞의 베스트팔렌

적 관점의 주권 이해는 “국제정치이론(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내에서의 주권 담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51) 

한편, 잭슨(R. H. Jackson)과 크라스너(S. Krasner) 등의 학자들

49) 주권을 규범으로서 이해하며 중동 지역 내에서의 주권 규범 충돌을 다룬 연구로는 

Steve Niva, Rival Sovereignties in the Middle East State-Syste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umbia (2003); Raslan Ibrahim, Sovereignty and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From the Fall of the Ottoman Empire to the 

Arab Spring, Ph.D. Dis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2014) 등을 참고하였

다. 

50) 바텔슨에게 주권은 자연과학 혹은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불”의 존재와 유사하다. 불

은 엄연한 지식의 대상이었지만 불에 관한 주장들은 때로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때로 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

히 불에 관해서 말한다. 마찬가지로 주권 개념 또한, 이에 관한 주장이 다양하고 비

교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권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이해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바텔슨의 주권계보학에

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내와 외, 즉 국내와 국제를 구분 짓는 선은 결국 “물에 그은 

선(line in water)”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주권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텔슨

이 발견한 것은 주권은 내와 외를 끊임없이 구분하지만, 사실 주권은 국내와 국제 양 

쪽에 걸쳐져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바텔슨에 따르면, 

이는 마치 예술작품이 완성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등장하는 도구로서 

파레르곤(parergon)과도 같다. 파레르곤에 대해서도 이것이 작품 그 자체인지 혹은 

작품의 배경에 불과한 것인지 논쟁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다. Jens Bartelson, 1995. 

51) Bartelson, 1995, pp.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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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주권 개념을 세부적으로 쪼개어 이해함으로써 베스트팔렌적 

주권 이해에서 야기되었던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메우려던 작업들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권에 대한 베스트팔렌적 접근에서는 주권을 

하나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리적 차원의 주권과 실제적 차원의 주권

을 분리하여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이론-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주권 개념을 세분화, 혹은 유형화하여 이해하려는 대안

적 시도는 주권의 다면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52) 

예를 들어, 잭슨53)의 경우 주권은 소극적 주권(negative 

sovereignty)과 적극적 주권(positive sovereignty)으로 나누어 이해한

다. 소극적 주권은 “~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 ~)”로서의 주권이며 

적극적 주권은 “~을 할 수 있는 자유(free to ~)”라는 주권을 의미한다. 

소극적 주권의 획득은 법적으로 독립적 단위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반

면, 적극적 주권의 획득은 실제로 독립된 행위자로서 얼마나 자율적 행

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54) 크라스너는 주권을 상호의존

적 주권(interdependent sovereignty), 국내적 주권(domestic 

sovereignty),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aw sovereignty), 그리고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라는 네 가지 유형이 있음을 

52) 특히 커밍스와 힌네부쉬는 크라스너의 주권 개념화가 키메라와도 같은 “주권의 여

러 얼굴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한다. Cummings and Hinnebusch 2014, p. 2. 

53) 잭슨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후처리, 그리고 그에 따른 탈식민화라는 역사적 과

정에서 논의를 출발시킨다. 그에 따르면 일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주된 

규범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로 탈식민화와 함께 각 단위체들의 주권국가화가 가능하

였고, 이는 국제체제에 대한 구성 메커니즘의 변화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때 달라

진 메커니즘의 주된 특징은 첫째, 이전의 질서와 달리 오늘날의 국제체제에서는 국가

의 영토 크기, 인구 수와 같은 물질적 능력이나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인 능력의 여부보다 국제사회의 승인(recognition)이 결정적 조건이 되었다. 둘째, 이

전과 달리 현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소극적 주권이 기초가 되어 이것만 획득한 유사

국가(quasi-state) 또한 동등한 게임의 참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잭슨은 이전

의 국제정치의 장(場)을 적극적 주권 게임으로, 오늘날의 장(場)을 소극적 주권 게임

으로 규정한다. 게임 참여자의 구성의 변화와 함께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 또한 변화

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적극적 주권 게임은 질적으로 상이하다. Rober H. Jackson, 

Quasi-Sta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hird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4) Jackson 199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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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베스트팔렌적 접근에서는 주권이 위의 요소들이 서로를 상

호 구성해 낸, 하나의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크라스너는 위의 네 

가지 유형이 각기 다른 주권 유형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네 가지 주

권은 상호 관련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차원의 의미이다.55) 

잭슨은 제 3세계 지역의 주권국가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토대로 소극적, 적극적 주권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비(非)서구 지역의 주

권 국가 사례들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틀을 마련하였다. 허나 이

는 완전한 주권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주권국가라는 이분적 설명만을 가

능케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반면, 크라스너의 경우는 세계화로 

인해 영토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56)과 같이 비교적 최근의 탈근대적 

현상까지도 포괄하며 주권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주권을 평면적으로 세분화하였다는 점

에서 각 국가들이 처한 주권 현실의 역사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57)

주권이 이론적 전제로서 상정될 때에 주권은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불변하고 불가분하므로 정적인 것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언

급되었다. 반면 주권에 대한 이상의 대안적 접근에서는 주권이 역사적 

55) 이는 Stephen Krasner,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 6-13를 참조한 

내용. 크라스너는 이후 Power, the State, and Sovereignty: Essays o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09)를 통해 자신의 주권론을 더

욱 구체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권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세분화되었

다.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 베스트팔렌/바텔적 주권

(Westphalian/Vattelian sovereignty), 그리고 국내적 주권(domestic sovereignty)

이며 이전의 주권 개념표에서 상호의존적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은 국

내적 주권에 포함되었다(pp. 1-22).  

56) 전재성, “국가주권의 재성찰,” 『세계정치』제 25집 1호, pp. 6-7.

57) 크라스너(2009)는 오히려 주권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주권론을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 그는 모든 행위자들이 합의한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

을 뿐 아니라 규범들 간의 충돌과 불일치의 문제는 결국 권력과 이익의 문제를 바탕

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적 주권 이해는 각기 다른 규범 구조

가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 분석하는 데에는 적절

하지만 국제체제 전체의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Krasner 

2009, pp.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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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가변성을 지니며, 이와 더불어 현실에서 주권

은 여러 모습으로 나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분성58)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다시 주권이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정적이기보다 동적

인 것에 가깝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즉, 주권은 상수로 취급되기 보다

는 변수로 여겨지게 되었다.

위에서 본 연구자는 국제정치학의 주권론이 비교적 풍부하게 논의

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왕의 주권론은 산발적이고 

산만하게 행해져 왔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 또한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 또한 주권일반론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을 시도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존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주권론을 대략적

으로 베스트팔렌적 접근과 대안적 접근으로 나누어 검토를 시도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본 글은 주권과 관련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접근을 통해 주권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주권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기존 논의들 또한 주권을 변수

로 상정하여 현실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정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밀러가 

국가건설, 국민건설의 문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일치하는 현상에 주

목하고 그것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

보았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주권 또한 그러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개념이 되어 특정 현상과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레

바논 전쟁에 대한 다양한 개입 현상을 주권의 문제로 이해하여, 주권의 

현실을 살펴보며 이해,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상응하

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58) 바텔슨은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신화를 지적하여, 주권은 가분적인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Jens Bartelson, “On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Republic of 

Letters: A Journal for the Study of Knowledge, Politics and the Arts, Vol. 2. 

No.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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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식민화 과정을 통한 주권국가체제 이행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주권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말하였

듯, 본 논문에서는 주권이 국제정치의 ‘현실’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

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중동 지역의 주권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각 국가들의 현실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지역적 차

원에서 주권국가체제로의 이행의 역사를 살펴다. 

다른 제 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권국가체제 이행의 과정 또

한 탈식민화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59) 중동은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이로부터의 탈피, 즉 탈식민화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근대 국가의 모습

을 갖추게 되었다. 비록 탈식민화 과정은 주권국가체제로의 이행에서 결

정적 시점이지만, 본 글에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하

여 오스만 제국 시기에서부터의 변화들을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

를 시작하겠다.60) 

오스만 제국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은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보였

다.61) 제국의 중앙 정부는 지방의 지도자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제국의 공동체를 유지 및 관리토록 하였다.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지도

부에 대해서도 다민족적 구성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종교적 권리를 인정해 준 바 있다. 현재까지 

유산으로서 남아 있는 밀렛(millet) 제도는 소수 종교의 권리를 존중해 

주던 태도가 엿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62) 이러한 지방분권적 

59) 탈식민화 역사를 통한 주권국가화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는 잭슨의 논의를 참고하였

다. 하지만 잭슨이 주로 다루었던 지역 사례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0) Eugene L. Rogan, “The Emergence of the Middle East into the Modern State 

System,” in Louise Fawcet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44-45.

61) 커밍스와 힌네부쉬는 오스만 제국을 소련 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치 방식과 비교, 대조를 통해 주권의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Cummings and Hinnebus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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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방식으로 각 지역에서는 자율적인 정치체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레바논 지역에서도 17세기 즈음부터 정치체가 등장하여 점진적

인 변화, 발전의 과정을 겪은 바 있다.63)

그러나 1914년, 1차 대전의 발발은 중동 지역에 큰 변화를 야기하

였다. 우선, 전쟁 발발과 함께 오스만 제국은 지방분권적인 전통적 방식

에서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제국의 중앙과 지방

의 공존을 가능케 했던 관용의 제국 정치가 서구와 겨뤄야 하는 상황에

서는 오히려 제국의 와해를 촉진시키는 약점이 되었기 때문이다.64) 이처

럼 제국이 강경한 태도는 하위 정치 단위들의 독립 요구라는 또 다른 변

화를 초래한다. 하위 정치 단위들에게 오스만의 태도 전환은 단지 정치

적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환경뿐 아니라 상업, 사회 

62) Beverley Milton-Edwards, Contemporary Politics in the Middle East, (Malden, 

MA: Polity Press, 2011), pp. 36-37

63) 17세기 레바논 지역에서는 만 가문(Ma'n family) 출신의 드루즈 지도자가 통치하는 

‘아미레이트(the amirate) 자치공국이 세워진 바 있다. 비록 이후 오스만 중앙에 의

해 지도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오스만 제국 시기 레바논 지역의 최초

의 정치체로서 자치공국은 다른 무슬림 가문과 지도자들에 의해 그 명맥이 일정 정

도 유지되었다. 이후 자율적인 정치공동체는 1차 대전이 발발하기까지 여러 형태로 

변형, 지속되었다. David C. Gordon, The Republic of Lebanon: National 

Jeopard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3), pp. 17-19; David S. 

Sorenson, Global security watch-Lebanon: A reference handbook, (Santa 

Barbara, CA: Praeger, 2009), p. 10.

64) 물론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세력이 오스만 제국의 내부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

작한 것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오스만 제국은 1839년부터 서구 세력

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탄지마트(tanzimat) 

개혁이 있는데, 이는 1839-1976년 사이에 추진된 일종의 근대화 운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스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접근에서 시작된 침투가 내부로 확산되

는 것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레바논 지역에서는 탄지마트 이후 기

독교인에게도 동일한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기독교 집단의 세력 강화를 초래하였다. 

기독교 집단은 동일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토대로 서구 세력과 적극적인 교류를 행하

던 집단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탄지마트 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커밍스와 힌네부쉬는 탄지마트 개혁에 대하여 오스만 제국의 서구의 침

투에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근대화(defensive modernization)’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 Tom Najem, Lebanon: The Politics of a Penetrated 

Society, (London: Routledge, 2012), p. 5; Gordon 1983, p. 19; Cummings and 

Hinnebus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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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의 변화까지도 초래하였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던 정치 엘리트층

과 대중들을 중심으로 독립의 요구가 증대되었다.65) 이렇듯, 오스만 제

국이 말미에 제국 유지를 위해 행했던 여러 차례의 노력들은 역설적이게

도 제국의 약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붕괴되었다. 

오스만 제국 멸망 이후의 문제는 1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함

께 논의되었다. 이는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위

임통치령으로 분류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연합국 측은 국제 연맹

(League of Nations)을 창설하고 패전국들의 영토를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하기로 결정하였다. 1920년에 열린 산 레모 회의(San Remo 

Conference)는 중동 지역에 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구체화된 공간이었

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사까지 포함한 이 만남에서 중동 지

역은 A 유형 위임통치 구역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영국, 프랑스가 각각 

나누어 통치하기로 결정되었다.66) 흥미로운 점은, 레바논이 포함되었던 

대시리아(Greater Syria) 지역은 모두 프랑스에게 주어졌지만, 그 중에

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영국의 통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67) 이는 중동 

65) 마찬가지로 레바논 지역에서 또한 정치 엘리트층과 대중들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레바논 지역에서는 당시 마론파, 드루즈 지도자가 자율적 통치권

을 잡고 있었지만, 오스만의 정부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각 지도자들은 자율권은 제한

적으로만 허용되었다. 이는 정치엘리트층의 불만의 근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

바논 지역이 접하고 있던 지중해는 전투에 대한 보급로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

되던 곳이었다. 오스만 제국 중앙이 지중해 동쪽을 봉쇄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쟁 

전략을 취하면서 레바논 지역에서는 빈곤과 궁핍, 그리고 가난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도 제국 중앙에 대한 반감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Sorenson 

2009, p. 11.

66) 위임통치 결정 과정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유형 A’로 분류되었는데, 해

당 유형의 국가들은 독립 국가 준비를 위해 임시 보호, 감독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원시적 형태의 국가들을 일컬었다. 사실상의 역사로는, 전간기 동안 중동 국가

들은 위임통치라는 명목 하에 영국,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전

후 영국과 프랑스의 세 가지 통치방식(위임통치, 보호령, 식민지)에 관한 간략한 설

명은 Milton-Edwards 2012, pp. 31-32 참조하였음.

67) 대시리아 지역은 현 시리아 영토를 포함해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

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시리아 지역이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기까지에

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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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분할 과정이 관련 강대국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기에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점차 근대국

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레바논68)에서도 1920년대부터 본격적

인 근대국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26년에는 프랑스의 헌법을 본따 

최초의 헌법을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의미의 지도자로서 최

초의 대통령 선출도 진행되었다. 1932년에는 인구조사가 전국적으로 행

해졌고, 이는 1990년대까지 레바논 정치 구조의 근간이 되었다. 뿐만 아

니라, 사회간접자본 건설, 군대의 근대화, 정치/행정 구조의 토대 확립, 

토지 등기소 설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근대 국가의 모습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영, 프 위임통치기는 

이 지역의 제도적 기반과 독립 국가로서의 주요 뼈대가 형성되었던 시기

였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각 국가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체로 나아

갈 수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

기는 오스만의 통치를 대체하는 격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위임통치국에 

이순호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15), pp. 657-665를 참고하였다. 

68) 오스만 제국 시기의 ‘레바논 지역’은 프랑스의 위임통치기에 설정된 ‘레바논 영토’에

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레바논 지역은 레바논 산(Mt. 

Lebanon)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만을 포괄하며 이는 대시리아의 관할 지역으

로 여겨졌다. 하지만 프랑스 위임통치기, 프랑스는 레바논 지역이 시리아로부터 분리

하였고, 이후 1926년 대레바논(Le Grnad Liban) 설립 선언과 함께 공식적으로 레바

논을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였다. 대시리아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과정에서 레바논의 

영토는 레바논산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인 베카 계곡(Bekaa valley), 해안

을 접하여 지중해 상업 시설이 집중돼 있는 북부 아카르(Akkar north)와 트리폴리

(Tripoli), 그리고 수니파가 집중된 베이루트와 시돈(Sidon) 등의 지역까지도 포괄하

게 되었다. 프랑스에 의한 경계의 재설정은, 경제적, 안보적 자원을 고려한 것이었다

고 평가된다. 프랑스가 왜 레바논을 시리아로부터 분리하였는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

히 분분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레바논 지역이 마론파 기독교 세력권이었다

는 점, 그리고 기독교 집단은 친프랑스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의 이익에 부합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데이비드 프롬킨 2015, pp. 657-665; 

Mordechai Nisan, Politics and War in Leban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15), p. 24; Enver M. Koury, The Crisis in the Lebanese 

System: Confessionalism and Chao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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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감이 점차 증가되었고, 레바논 내에서는 마론파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이 모두 반(反)프랑스 정서를 보였다. 특히 위임통치 종결을 요구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또한 그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지

만, 번번이 위임통치 종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는 프랑스

에 대한 반감을 격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각 국가들이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구체적 시기는 나라에 

따라 상이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독립은 모두 2차 대전 전후의 시

기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레바논의 경우에는, 1941년에 독립이 처음 

선언되었지만 프랑스의 지속적인 정치 간섭으로 인하여 1943년 11월 

22일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69) 이후 레바논은 아

랍연맹과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독

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단지 독립국가로서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제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은 중동 국가들이 주권국가체제라는 근대적 형태의 

국제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주목

해야 할 것은, 중동 지역이 근대국가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중동 국가

들의 자발적인 내적 변동이 아닌 제국주의의 종식, 즉 탈식민화 과정이

라는 외부 행위자들과의 역학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

자면, 중동의 근대 이행은 그 시작에서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외

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인위적 성격을 띤다.70) 

69) 1941년의 독립 선언 이후, 영국, 미국, 소련, 그리고 몇몇의 아랍국가들은 레바논을 

독립된 주권국가 단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반발이 존재하였고, 

1943년 프랑스의 인정을 받은 후에야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듬해 1월에는 아랍연맹 설립의 기반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프로토콜에서 특별 지위

가 인정되고 이후 아랍연맹의 회원국이 되었고, 그 해에 레바논은 국제연합의 회원국

으로도 인정받았다. Najem 2012, pp. 7-11; Sorenson 2009, p. 12; Gordon 

1983, p. 23.

70) 전재성(2017)은 근대 주권국가체제로의 이행을 두 경우로 분류하는데, 자생적인 유

럽의 이행과 외부에서 부과되었던 비유럽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그는 비유럽

의 이행이 과정, 결과에 따라 제국형 무정부상태, 내부갈등형 무정부상태, 그리고 내

부경쟁형 무정부상태를 낳았음을 주장한다. 특히 중동 지역은 “내부적 평화건설이라

는 국내적 주권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정부상태가 정착”하였기 때문에 내부갈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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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인위적 성격은 두 가지 지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다

수의 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근대 국가의 기본 조건인 영토적 

경계가 중동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다분히 자의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앞서 확인하였듯,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대국들이 중심이었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획정된 영토적 경계는 중동 지역의 본래 정치 단위체의 요구를 따

른 것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식민화 이후 각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였을 때 새로운 경계 수정의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임통치기에 획정되었던 경계별로 주

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곧 중동 지역의 근대 국가적 경계는 서구에 의해

서 인위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71) 

둘째, 당시 제 3 세계의 독립은 각 지역 국가들의 내재적인 결정

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국제사회 규범의 변화에 따른 서구 열강의 식민 

정책의 변화가 독립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72) 민족 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관념의 등장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가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

에서 제국주의적 행태가 규범에 어긋난 행태로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잭슨이 주장하듯,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의 변

화는 중동 지역을 포함한 제 3세계가 탈식민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

다.73) 물론 각 지역과 국가 별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였고, 각각

의 정치 집단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反)제국주의 기

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의 적극적 동학이 존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독립’이라는 실질적 결과는 식민지 정치 구조의 전형적인 특성 

상 식민지 제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레바논의 경우만

을 보아도, 1930년대부터 독립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국제 사회의 비판

무정부상태로 이해된다. 전재성, “동북아의 불완전한 주권국가들과 복합적 무정부상

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저/전재성 책임편집,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pp. 90-92.

71) Rogan 2016, p. 52

72) Jackson 1987, p. 526

73) Jacks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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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압력에 직면한 프랑스가 1943년에 공식적으로 레바논의 독립을 수용

한 후에서야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74) 

여기서 중동의 근대 이행은, 서유럽 지역에서 근대 국가 체제가 

자리 잡아 가던 과정과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다. 서유럽의 경우는 내부적 경쟁과 상호 역학 속에서 근대적 형태의 국

가 모습이 정착되었다. 틸리(C. Tilly)에 따르면 근대 국가체제로의 이행

은 각 정치체들이 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다양한 정치체들은 전쟁 수행을 위하여 자본 혹은 강압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본과 강압의 구조를 모두 변화

시킨 근대적 형태의 국가만이 살아남아, 모든 정치체들은 근대 국가 형

태로 그 모습이 수렴되었다.75) 

나아가 스프류이트(H. Spruyt)는 이와 같이 서유럽에서의 근대국

가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생존 경쟁(competition for survival)의 논리를 

따른다고 한다. 베스트팔렌 체제 성립 이전의 서유럽에는, 도시국가(city 

state), 한자동맹(Hanseic city-league) 등 다양한 정치 단위들이 존재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단위들 틈에서 주권국가 단위가 등장하자 

여러 단위들 간의 생존 경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로 주권국가 단위가 

가장 우위의 정치체로 생존하게 되었다.76)  

종합하자면, 근대적 주권 국가의 형성과 그들 간의 체제가 확립되

는 과정은 결국 인간사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발원지인 서유럽에서조차

도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을 포함한 제 3세계

에서는 그 과정이 애초부터 의도적이거나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

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서유럽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중동 지역은 탈식민화를 통해, 그리고 외부의 영향이라는 굴

레 속에서 행해졌으므로 이 지역의 근대 이행은 인위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77) 이러한 인위성에 대한 지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는 

74) Gordon 1983, pp. 22-23.

75) Tilly 1981.

76) Spruyt 1994.

77) 흥미롭게도, 델라톨라는 15년간의 레바논 전쟁을 겪고 나서야 레바논이 내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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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동 지역에서 체제, 국가, 국민, 영토 등 여러 방면에서 불협화음을 

양산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무수한 갈등 및 전쟁의 근원이 여기

에 있기 때문이다.

3.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1) 불안정성의 조건

이 소절에서는 서유럽과는 상이했던 중동 지역의 근대 이행이 야

기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위적인 근대 이행의 결과로 중동의 주

권국가체제는 불안정성을 담지한 채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주권국가

체제 성립을 필요/충분조건을 통해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불안정성

의 조건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주권국가체제란 국제 체제에 대한 규정으로 주권국가 단위들이 구

성원으로 존재하면서 체제 구성원들 간의 관계 또한 서로 영토적 경계를 

토대로 한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바탕으

로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주권국가체제는 주권국가들이 모여 형성된 일

종의 사회로서, 이는 현 체제가 개별 정치체들의 단순 집합을 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1차적으로 개별 정치체들이 동일한 특성, 즉 

주권국가성을 지니며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긴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사회 혹은 체제로서의 성격을 띠려면 2차적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각 

정치체들 간의 인정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행동규범이 합의, 

수용되는 것이다.78) 

단위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겪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중앙집권화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긴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레바논에게 레바논 전쟁은 실질적 의미의 국가 

건설의 과정이었다는 주장한 바 있다. Andrew Delatolla, “War and state 

formation in Lebanon: can Tilly be applied to the developing world?,” Third 

World Quarterly, Vol. 37. No. 2. (2015), pp. 1-18.  

78) 서구의 주권국가체제 이행을 세 단계로 정리하였던 전재성에 따르면, 각 단위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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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권국가체제의 성립 조건을 정리해 보면 

주권국가체제는 행위자(단위)가 주권국가여야 한다는 필요조건과 함께 

단위 간의 관계가 서로의 권리와 영역을 보존해 주는 원칙을 토대로 한

다는 충분조건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단위의 주권국가성

은 영토적 배타적 경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영토적 주권, 대내적으로 최

고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대내적 주권, 마지막으로 외부적으로 자율성, 

독립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베스트팔렌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주

권국가 단위들 간에 상호인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서로의 배타성을 존중

하며 서로가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인정의 

과정은 외교공관의 교환과 같이 근대적 의미의 ‘외교적 관계’ 형성을 통

해 이뤄진다.

[표 Ⅱ-1] 주권국가체제 성립의 실제적 조건

필요조건 충분조건

단위의 주권국가성 단위-단위 간 상호인정

영토적, 대내적, 베스트팔렌 주권 주권의 원칙에 기반한 관계

유의해야 할 점은, 한 단위의 주권국가성 문제와 단위-단위 간의 

상호인정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토적 경계의 문제는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국 또한 그

러한 경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조건으로서 상

호인정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한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의 대외적 독립성은 해당 국가에서는 스스로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는 외부 행위자가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그 양면성이 드러

주권국가성을 확보하는 것은 1단계로서 내부적 주권 성립 단계로 여겨진다. 2단계는 

주권국가성을 선취한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 상호인정을 함으로써 각 단위들은 외부

적 주권을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 승인된 국가들끼리는 제국 

지위를 얻기 위한 전쟁을 벌이며 세력균형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전재성(2017), 

p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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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즉, 주권국가체제에서는 한 단위의 문제와 체제의 문제가 분리되

어 이해될 수 없고 서로 결합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외부 행위자들의 굴

레 속에서 다소 인위적인 형태로 주권국가화, 주권국가체제로의 이행을 

겪었다. 그로 인해 현 중동 지역에서는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주권국가체제가 불안정한 상태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

다. 첫째로 중동에서는 영토적 배타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상존해 

왔다. 중동 지역의 영토적 경계 설정 과정은 각 정치 단위들 간의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계는 중동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

권을 지녔던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되었고, 이는 근대적 

형태의 국경으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현재 세계지도는 배타적인 영토 

경계선을 바탕으로 영토 구획이 나뉘어 있지만 때에 따라 중동에서는 영

토 경계선은 실선이기 보다는 점선의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하다. 밀러의

경우에는, 위의 인위적인 경계 설정의 역사로 인하여 중동에서는 “국가

와 국민의 불일치(state-to-nation incongruence)” 경향이 높고, 이에 

따라 영토분쟁 등이 중대한 문제로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79) 

영토적 배타성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 프랑스에 의한 인위적인 경계 설정 과정

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 역으로 팔레스타인은 그러한 영토 설정 과정

에서 배제된 불운의 민족이었다. 영토적 토대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현

재까지도 근대적 의미의 영토를 갖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의 중동 지역에서는 타 국가의 영토적 배타성이 

침범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80) 

79) Miller 2007, pp. 5-6; 33-34; 72-74. 예컨대 한 국가에 민족이 너무 많다면 내부

적 불일치 내부적 불일치(internal incongruence) 상태로서 분리독립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나의 민족이 너무 많은 국가에 분배돼 있다면 외부적 불일치

(external incongruence) 상태이므로 민족통합 운동의 경향이 높아진다.  

80)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정부의 공식적 활동이 인정한 카이로 협약(1969)은 한 국가

의 영토 ‘공유’가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레바

논 영토 ‘침범’을 지속하였던 사실 또한 영토적 배타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며, 

이는 주권국가체제의 성립의 필요조건이 한 요소가 결여됨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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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적 주권으로서 대내적 최고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현

실 또한 필요조건의 충족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81) 실패국가(failed 

state), 혹은 국가 실패(state failure) 문제는 특정 국가의 정부가 최고 

권위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차 대전 전후로 

3세계의 대다수 민족공동체는 민족자결주의 규범에 기대어 ‘주권국가’로

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중동도 마찬가지였고, 중동의 국가기구인 아랍 

연맹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82) 잭슨

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러한 주권국가 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

권국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사적으

로 주권국가 선언은 단지 소극적 주권의 획득을 의미할 뿐이었다. 

예컨대, 베버식 국가관에서는 근대국가의 본질을 무력에 대한 독

점권에서 발견한다. 틸리 또한, 근대 국민국가 형태는 여러 정치체들이 

자본과 강압을 효율적으로 집중한 정치체로 수렴된 결과물로 이해하였

다.83) 이처럼 국가의 대내적 최고성은 국내적으로 무력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경찰력과 군사력이 국가의 것으

로 인정됨으로써 국가는 최고적 권위와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중동에서 대내적 최고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존

재하며, 최근에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장화와 무장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현상들은 이러한 대내적 주권이 미확립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권국가 단위의 자율적 권위를 의미하는 베스트팔렌적 주

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상 또한 중동 국가체제가 불안정성을 표상한다. 

81) 하이브리드 주권(hybrid sovereignty) 개념은 이와 같이 정부가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여, 다른 체제 질서와의 타협하여 제한적인 권위만을 누리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Bacik Gokhan, Hybrid Sovereignty in the Arab Middle East: 

The Cases of Kuwait, Jordan, and Iraq,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논의 참조.

82) 아랍 연맹은 2번 조항을 통해 연맹의 목적이 “아랍 국가들의 독립과 주권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Charter of the Arab League(아랍 연맹 헌장, 최종 

검색일: 2018. 05. 17) https://arableague-us.org/wp/charter-of-the-arab-league/ 

83) Till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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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체제의 충분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뜻한다. 앞서 말하였듯, 주권

국가체제 내에서는 단위와 단위 간의 관계가 주권의 원칙을 토대로 서로

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이 나라의 규모, 

국민의 숫자 등과 무관하게 ‘1국가 1표’의 권리를 갖는 것은 이러한 독

립성의 존중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또한, 독립성은 국가 간의 상호인정

(recognition)의 절차를 바탕으로 부여되고,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주권국가 간의 상호인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

았거나 혹은 상호인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국가들의 대외적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호 간의 합의, 혹은 상호 참여한 게임에서 근대 주권국가체제로 진입

하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정이 결여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근대적 상호 인정의 논리보다도 전통적 질서에 

따른 위계적 관계가 강조, 요구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하심 가문을 중심

으로 한 전통적 논리, 또는 시리아의 대시리아적 관념의 문제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결여로 인한 대외적 독립성이 미확립 된 상황을 드러낸다. 

즉, 독립성의 존중이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주권국가

이기는 하지만 베스트팔렌 주권을 결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독립성을 의미하는 베스트팔렌 주권의 결여는 곧 국가가 적극

적 주권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의 세 가지 현상들은 국가, 이슈, 혹은 사건에 따라서 함께 발생

하여 상호연관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각기 별개로 발생하곤 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 원인이 인위적인 주권국가화, 주

권국가체제 이행과 그로 인한 체제적 불안정성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 현상들은 서로 전혀 별개의 현상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현상들로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의 갈등들을 

단순히 영토갈등, 인종갈등, 종파갈등 등과 같이 단 하나의 언어로 규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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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레바논 개입 현상에서의 불안정성 문제

흥미롭게도 1975부터 1990년까지 지속되었던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에서는 레바논의 영토적 주권, 국내적 주권, 그리고 베스트팔렌 주

권 침범이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개입 현상에서는 레바논에 대한 

상호인정이 결여된 관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했다. 다시 말해, 레바논 전

쟁 개입 현상들은 레바논 주권의 불완전함의 모든 요소뿐 아니라 레바논

-개입국 관계 또한 주권국가 논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

다. 이는 본 논문이 레바논 전쟁 개입 현상을 중동의 주권국가체제의 불

안정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레바논에는 미국, 소련과 같은 강대국,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시

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함께 국제연합, 아랍연맹과 같

은 비국가 행위자들까지도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84)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시리아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입하였고, 군사 주둔과 같은 

직접적 개입뿐 아니라 정책적 차원의 간접적 개입까지도 포함하다. 이란

은 비록 1970년대 후반부터 개입을 하지만 앞의 두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 간접적 방식을 모두 활용하며 레바논 상황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이란은 레바논 전쟁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삼대 개입 행위자로 꼽히는데, 아래 발언은 이 세 행위자의 개입의 깊이

를 짐작케 한다.

레바논 주권은 레바논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이

뤄질 수 있다. 외국 군대는 레바논 이외의 모든 군대, 즉

시리아 인, 이란 인, 이스라엘 인을 의미한다.85)

-Hosni Mubarak, 1989

84) P. Edward Haley and Lewis W. Snider (eds), Lebanon in Crisis: Participants 

and Issues,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이 저서는 레바논전쟁

이 지속되고 있을 때 출간되어 1980년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레바논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각 행위자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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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과 다양한 개입 현상의 동학을 통해 레바

논 전쟁의 복잡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의 개입이 특히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 그림이 나타내듯, 이스라엘의 개입은 영토적 

주권을, 시리아의 개입은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을, 그리고 이란의 

개입은 국내적 주권을 침범함으로써 레바논의 주권이 불완전함을 드러내

었다. 또한, 시리아와 이란의 개입은 각각 제국적 위계 관계, 종교적 위

계 관계를 설정, 지향하였다는 점에서는 두 개입 현상이 주권국가로서 

상호인정이 결여된 상황을 알 수 있다. Ⅳ장을 통해 레바논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불안정성, 개입, 그리고 복잡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며, 이 글에서는 먼저 세 행위자의 개입이 중동 주권국가

체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담지하고 있었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Ⅱ-1]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의 개입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에서는 단위와 관계 차원 모두에서 체제

적 불안정성의 요소가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은 레바논의 

영토주권을 약화시켰으며,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은 레바논 정부 권위의 

자율성, 독립성에 침해를 가했다. 또한 헤즈볼라-이란 간의 초국가적 관

계에서 비롯된 이란의 ‘종교적 개입’에서는 레바논의 국가적 경계의 불

85) BBC Summary of World Broadcasts - Part IV (SWB) (26 May 1989), p. A/2; 

(1 September 1989), p. A/5. Matthew Preston, Ending Civil War: Rhodesia 

and Lebanon in Perspective, (New York: IB. Tauris & Co Ltd, 2004), p. 17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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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의 종교적 국가 건설

을 추진케 함으로써 국가의 최고성의 토대를 부수었다. 이는 레바논이라

는 한 단위의 주권이 약화되었음을, 다시 말해 레바논 주권이 불완전한 

현실의 방증을 뜻한다. 이에 더해 시리아의 개입은 레바논에 대한 우위

(supremacy)를 추구하였고, 이란의 개입에서는 종교 네트워크 속에서 

권위체(중심)-주변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두 개입은 공

통적으로 레바논-개입국 간의 위계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레

바논-개입국 간에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인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드

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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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60-70년대의 레바논과 전쟁의 발발

본 장에서는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60-70년대 레바논 사회와 지역적 맥락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기 시작하고 격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 촉

발로까지 나아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서 소결에서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맥락에서 레바논 개입의 전조를 확인하며 본 장을 마치겠다.

1. 카이로 합의(1969) 이전의 레바논

1960-70년대에 이르러 레바논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에는 여러 

변화가 발생하였다. 대내적으로 레바논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사람들

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대외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갈등 속에서의 

레바논의 위치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대내/외적 문제들은 레바논 내

부에서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레바논 내부에서 갈등은 

비정기적 폭력으로, 비정기적 폭력은 다시 집단적 폭력으로 점차 심화되

었다.

1969년의 카이로 합의는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에

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카이로 합의는 레바

논과 아라파트(Yasir Arafat)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간의 관계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

다. 이 협약을 토대로 PLO는 공식적으로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아르쿱

(Arqub)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항-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이는 레바논에 대한 내정불간섭을 조건으로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나젬(T. Najem)이 지적하였듯, 이 협정이 갖는 함의는 이를 통해 항이

스라엘 투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

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 공격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86) 

카이로 합의 이전까지 레바논을 둘러싼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86) Najem 20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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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전, 레바논 내부에서는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레바논이 경험한 급격한 경제 발전, 그

로 인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레바논은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1950년대, 레

바논 경제의 중심부에는 상업과 은행업이 존재하였다. 레바논은 원유수

출국은 아니지만, 아랍 지역에서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로서 외화가 흘러 들어가기에 좋은 터전이었다. 레바논의 은행업의 발전

은 이러한 지역 경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1950년대 레바논 내 은행

의 개수는 23개였던 것에 반해, 1966년에는 총 93개의 은행이 설립되

어 있었다는 점으로 레바논의 은행업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60년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레바논의 1인당 국민소득

(GNP)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쟁 이전의 레바논 

경제가 상승곡선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87)

하지만 단기간의 경제성장은 급격한 도시화를 야기하여 레바논 인

구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던 농/수산업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

모 자본과 외부 자본에 의존적인 산업 구조가 형성하였다. 또한, 경제의 

성장과 함께 쁘띠 부르주아(petit bourgeoisie) 계층으로서 중산층이 등

장하였고, 이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트라바울

시(F. Ṭarābulsī, 2007)에 따르면, 레바논의 자유경제는 사실 “독과점적 

자유경제(monopolistic ‘Laissez-Faire’)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 7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던 

레바논의 경제는 불균등한 발전이었고, 이로 인해 사회, 문화 또한 불균

등하게 변화되었다.88)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부분의 사람

8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chapter 2.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p. 1-3. 

http://www.undp.org.lb/programme/governance/advocacy/nhdr/nhdr97/chpt2.pdf 

(검색일: 2018: 05. 15)

88) Fawwāz Ṭarābulsī, A History of Modern Lebanon, (London: Pluto Press, 

2007), pp. 1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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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였다. 각종 산업의 노동자들은 농촌, 도시 등지

에서 파업을 하였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생들과 교

육계에서도 이뤄졌다. 정치 엘리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었

지만, 특정 가문의 엘리트주의가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탓에 정치인

들은 일반 대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곤 하

였다. 심지어 1970년대, 프란지예(Franjieh) 정부에서 살렘(Sa'ib 

Salem)을 중심으로 사회적 개혁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각 분야

별 이해관계가 얽힌 가문과 파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무산되어 사회적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었다.

칼라프(S. Khalaf)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경제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레바논 사회는 변성기, 즉 사회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불만이 점증하고 있던 레바논에는 이라

크, 시리아를 중심으로 등장한 바트주의(Batthism), 아랍연합공화국

(UAR: United Arab Republic)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나세르의 범아랍주의, 혹은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이 침투하여 국내

적 불만과 외부에서 유입된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

이다.89) 그럼에도 1969년 이전까지의 레바논에서는 사회 내의 갈등의 

문제에서 진화된 폭력사태의 규모가 다소 미약하거나 간헐적 주기로 나

타났다. 만약 시위, 파업 등으로 인해 정부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발생

한다 하더라도, 그 양상은 비교적 온건하였다고 평가된다.90)

아랍-이스라엘 갈등과 같은 대외적 문제에 있어서도 레바논은 

1969년까지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

89)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외부로부터 이념이 침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레

바논은 중동 지역에 비해서 그러한 이념적 운동의 주변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나

세르의 범아랍주의(아랍민족주의)는 1950년대의 중동 지역의 중심이었지만, 1950년

대의 레바논에서는 그러한 아랍민족주의가 대중적 열망에 힘입어 확산되거나, 국가 

차원의 기치가 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레바논 영토 내에서는 아랍해방군(ALA: Arab 

Lieberation Army)라는 아랍민족주의 조직이 설립되어 수십 년간 존속하였지만, 아

랍민족주의의 국가적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이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Sorenson 2009, pp. 15-16 참

조.

90) Khalaf 2002, pp. 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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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논은 독립 이래로 아랍-이스라엘 갈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지도, 부여받지도 않았던 국가였다. 아랍 국가들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레바논이 군사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존중하였

다. 예컨대, 1964년 카이로(Cairo)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담과 1967

년 하르툼(Khartoum)91)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투쟁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스라엘과의 전

쟁에서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게릴라군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

는 통로제공자로서의 역할에 그쳤다.92)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의 6일 전쟁(또는 6월 전쟁)93)의 결과는 

아랍-이스라엘 갈등에 대한 레바논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투쟁에서 단 6일 만에 패배한 것은 

단지 나세르의 이집트와 시리아 레짐의 굴욕만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이는 곧 아랍 민족의 패배이자 굴욕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레바논 

내부에서도 팔레스타인 투쟁에 대한 대중적 열망의 불이 지펴지는 계기

였다.94) 하지만 레바논 내부에서는 여전히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엔 내부

91) 수단의 수도

92) 레바논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서 칼라프는 레바논 정부가 군사력 강화에 의지가 없

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태도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레바논이 

평화주의 국가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외에도 혹자는 중동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던 레바논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은 

레바논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칼

라프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Khalaf 2002, pp. 216-217.

93) 1967년, 이스라엘-이집트를 둘러싼 긴장감이 증폭되던 와중에 6월 5일, 시나이 반

도에서 UNEF1의 철수와 이집트의 해상 봉쇄 이후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이라

크에 대한 선제 공격을 행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공격을 요르단

까지도 확대하였고, 공중에서의 공격에 이어 적극적인 지상 공격을 단계별로 펼친 이

스라엘은 10일,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함락시키면서 전쟁을 중단하였다. 칼라프는 이

러한 이스라엘의 압도적 승리는 동부 지중해의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

주는 사건이자,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에 변화

를 야기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6월 전쟁의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P. R. 

Kumarsaswam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Arab-Israeli Conflict, (Lanham, 

Md: Scarecrow Press.  2006), p. 140.

94) 남부 레바논 지역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캠프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게릴라 활동의 토대가 되기는 하였으나 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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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견차가 존재하였다. 팔레스타인 영토 회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

으나, 마론파 기독교 집단은 레바논이 무력 저항에 연루되는 것에 대하

여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국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표하였다.95) 

종합하자면, 카이로 합의가 체결된 1969년 이전까지 레바논은 갈

등적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폭력사태 또는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만한 임계점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내적으로 

점차 사회적 불만이 점차 고조되었으나 그것이 폭력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한창이었지만 레바논에서는 

여기에 적극 관여되지 않은 행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2. 카이로 합의(1969) 이후의 레바논

1969년의 카이로 합의는 레바논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에 변화

를 야기한 분기점이었다. 카이로 합의에 이어, PLO의 레바논 내 활동권

이 공식화 되었고, 이후 1970년 PLO에 대한 요르단의 “검은 9월 대학

살(Black September massacre)” 사건으로 인하여 레바논 영토는 PLO

에게 활동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레바논에서 온건하게 유지되던 사회적 

불안정성은 위의 일련의 사건들의 여파 속에서 급진화, 과격화되었고, 

이는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한 단계들이었다.

1969년 10월부터 레바논과 PLO는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투쟁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집트는 카이로에서 회의를 열면서 해

당 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다음 달 11월 2일 레바논과 

PLO는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는 1)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의 

존재(The Palestine Presence)”; 2) “게릴라 활동(Commando 

Activity)”이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 가운데, 팔레스타인 존재에 대한 2번 조항에서는 팔레스타인 

타인 투쟁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95) Khalaf 2002,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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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캠프의 사람들을 위한 지역자치회(local committee) 설립이 인정되

었다. 나아가 3, 4번 조항은 팔레스타인무장투쟁대(the Palestinian 

Armed Struggle [Commando]  [PASC])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레바

논 내의 정부군 이외의 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각 

조항의 내용은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솔비(Karol 

Sorby)는 이러한 카이로 합의는 무장투쟁대 기지와 난민캠프에 대한 

PLO의 주권을 한 국가의 주권과 동등하게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하였

다.96) 이는 3번 조항에서, “레바논의 안보”와 “팔레스타인 혁명의 이익”

이 동등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2. 레바논의 주권체제 내에서 레바논 당국과의 협력 하에

팔레스타인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설립한다.

3. 팔레스타인 지역위원회와 레바논 당국이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캠프 내에 팔레스타인 무장대

[PASC] 부서를 설립한다. 이 부서는 레바논의 안보와 팔

레스타인 혁명의 이익이라는 틀 내에서 캠프 내의 무기의

존재를 규제하고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4.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무장대를

통하여 팔레스타인 혁명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레바논의 주권과 안보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97)

-Cairo Agreement, 1969

칼라프에 따르면, 카이로 합의는 레바논-팔레스타인 관계를 “국가 

96) Karol Sorby, "Lebanon and the 1969 Cairo Agreement," Archive Orientalni, 

Vol. 80. No. 2. (2015) pp. 79.  

97) The Cairo Agreement(1969) 영문본은 다음 참조:

http://prrn.mcgill.ca/research/papers/brynen2_09.html  (검색일: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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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98) 비록 

팔레스타인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는 있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만을 가

질 뿐이었고 실제로는 레바논의 주권을 일정 측면을 침해하는 협약이었

다.99) 이에 사이드(E. Said)는 베이루트를 “팔레스타인 대용(substitute 

for Palestine)”이라고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사에

서 레바논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진정한 최초의 독립의 시기”였다고 규

정한 바 있다.100) 

카이로 합의 이후, 레바논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급격한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증가는, 

남부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무장대 활동이 높아짐을 의미하였

다. 나아가 레바논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투쟁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에 대한 위협 요인이 증가하였음을 뜻하였다. 결과

적으로, 카이로 합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부 레바논을 공격하게 하는 

명분이 되었다. 아랍-이스라엘 갈등을 지켜보며 갈등 중재의 노력을 펴

던 당시 미국 정부 또한, 카이로 합의 이후 레바논 위기의 심화를 우려

한 바 있다. 특히 레바논 정부가 PLO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팔레스타인 게릴라 활동(fedayeen)을 어떻게 제한할지, 그리고 동

시에 이스라엘의 정책 선회를 어떻게 유도할지 고민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 대한 공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임

에는 의심하지 않았다.101)

98) Khalaf 2002, pp. 216-217.

99) 위에서 언급한 2, 3번 조항에서도 지역자치회의 설립은 “레바논의 주권적 틀 내에

서(within the framework of Lebanese Sovereignty),” 그리고 무장투쟁대의 조직

은 “레바논의 국가안보 틀 내에서(within the Lebanese security)”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는 “팔레스타인 혁명의 이익(the interest of the 

Palestinian revolution)”을 위한 것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레바논의 주권이 침해될 여지가 담겨 있는 합의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이로 합의에 대해서는 앞의 영문본 참조. 

100) Said 1983, pp. 5-8 (Khalaf 2002, p. 221에서 재인용)

101) 카이로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69년 11월 6일에 발송된 미국 정부의 텔

레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jrstocker.wordpress.com/2016/05/31/us-state-department-assess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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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카이로 합의만으로 레바논 내의 위기가 고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팔레스타인 무장대 활동이 공식화 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

을 때 PLO는 요르단이라는 활동 무대를 잃게 되었던 것도 레바논 내 

위기 고조에 한 몫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레바논은 PLO가 적극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여

름부터,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 내에서 활동하던 PLO 요원들에 대한 억

압을 시작하였고, 그 해 9월에 이르자 요르단 정부는 보다 팔레스타인 

난민과 PLO들에 대한 학살 및 추방을 통해 PLO 소탕 작전을 진행하였

다. 소렌슨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요르단 내 PLO의 

활동이 하심 가문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이

에 1971년 중순에 이르러 요르단 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추

방되는 결과를 낳았다.10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때 추방당한 요원들의 

대부분이 레바논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며, 아랍-이스라엘 갈등에 있

어서 비교적 덜 연루되어 내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레바논은 이스

라엘의 주된 타겟이 되었다. 

이렇듯, 1969년을 기점으로 대외적 문제와 관련하여 레바논이 처

한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내적 문제와 결합하며 갈등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레바논 내부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토대로 한다. 첫째로, 이스라엘 공격의 증

가로 인한 레바논 국가 안보 위협이 증가한 문제가 있다. 1969년 이전

부터, 레바논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존

재하였다.103) 카이로 합의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위협이 현실적 문제가 

-the-cairo-accord-nov-1969/   

102) Sorenson 2009, p. 18.

103) 솔비는 레바논 사회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정부가 카이로 합의에 협

조한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1958년도의 내전 상황과 유사

한 양상을 보이는 기독교-무슬림 갈등에 대하여 이집트는 국가통합을 위한 안전보장

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집트의 중재 하에 

아랍-이스라엘 갈등에 관여되는 것은, 오히려 시리아와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신중

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정부가 게릴라 군과 협상

에 들어가면서 PLO를 둘러싼 지역적 난처한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PLO의 무력활동의 공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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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의미했다. 둘째로, 팔레스타인의 활동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인

해 침해될 레바논 주권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카이로 합의

는 레바논의 주권이라는 틀 내에서 이뤄진 합의이지만, 실제적으로 팔레

스타인에게 허용된 자유는 레바논 주권에 대한 점진적 침해를 야기하게 

됨으로써,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간의 마찰이 예견되었다. 

마론파 기독교 집단은 앞의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적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70년 3월, 

이미 팔레스타인과 기독교 민병대가 처음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1973년에 레바논군(LA: Lebanese Army)은 팔레스타인 기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기독교 집단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민족적 연대를 느끼던 무슬림 집단과 의견을 충돌을 하게 되었

다. 즉, 1969년 이후의 레바논은 지역적 문제의 레바논 침투와 이로 인

한 내부 분열의 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대내/외 갈등의 변증법(inside-outside dialectics)” 속에서 

1973년은 상황을 다시 한 번 악화시킨 해였다. 1973년 4월,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공격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세 명을 암살하였다.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대의 폭력성을 더욱 증대시켰다.104) 같은 해 10월, 

아랍-이스라엘 투쟁에서는 또 한 번의 전쟁이 발발하며 상황은 더욱 악

화되었다. 이는 욤-키푸르 전쟁(또는 10월 전쟁)105)으로, 비록 국제연합 

단지 지역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는 레바논 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레바논의 사회적 불안정성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낳아, 1969년 레바논 정부는 국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바가 있기도 하다. 솔비가 제시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Sorby 2012, pp. 78-79 참조.

104) 칼라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폭력이 한층 격해진 데에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

려움 또한 작용하였다. 1967년 6일 전쟁의 참패 이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투쟁

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 합의 직전 나세르의 죽음,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의 관여 등의 상황과 더불어 요르단에서 겪은 억압으로 인해 팔레스타

인 사람들은 아랍 국가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암살하는 사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큰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다. 

105) 욤-키푸르 전쟁은 라마단 기간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는 것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이로 인해 라마단 전쟁이라 불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전쟁 이후 맺어진 시나이 협정의 내용을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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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UNSC)의 결의안 338(1973.10.22)을 토대로 전쟁이 종

결되었지만,106)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PLO에 

대한 공격의 정도와 횟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1975년

에만 총 83회의 공격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공격성(hostilities)의 수치

가 증대하였다고 한다.107) 

이처럼, 1969년 이후 발생한 사건들은 연쇄적으로 진행되었다. 레

바논에게 이러한 사건의 연쇄는 국내적 갈등의 악화, 지역적 문제와 결

합, 다시 국내 갈등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실제로 1973

년 12월에 발생한 학생 시위는 매우 급진화 되어 레바논 정부군과의 무

력충돌로 귀결되었다. 노동자 시위도 마찬가지로 격렬해졌으며,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만의 폭력적 발현은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란으로 

확대되어 나라에 대한 통제력은 점차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3. 1975년, 두 가지 전쟁 촉발의 계기

레바논 전쟁은 단지 대내적 문제, 혹은 대외적 문제만이 극단화 

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레바논 전쟁은 대내

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의 만남, 결합, 그리고 상호 강화의 동학 속에서 

그 서막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과격화된 갈등적 상황을 전

쟁이라는 장기적 폭력사태로 격화시킨 데에는 1975년의 두 가지 사건이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권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이집트가 승

리한 전쟁이라는 평가가 행해지곤 한다. 또한, 해당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가 이스라

엘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국들은 미국에 대한 엠바고

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석유파동(oil crisis)라는 글로벌한 문제가 초래된 바 있다. 

전쟁에 대한 간략한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Kumaraswamy 2006, pp. 

182-183; pp. 245-246.

106) UNSC resolution 338(S/RES/338) (검색일: 2018. 05. 1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338(1973)  

107) Charles Winslow, Lebanon: War and Politics in a Fragmente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6), pp. 175-178 (Khalaf 2002, p. 2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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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여를 하였다. 하나는 1975년 2월에 발생하였던 시돈(Sidon 또는 

Sayda) 지역의 어부 파업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해 4월에 발생한 

알-리하나(Ain-al Rummenh 또는 Ain el-Rihaneh ) 지역의 버스 학살 

사건이다.

우선, 1975년 2월에 발발한 시돈 지역의 어부 파업 사건은 단순 

시위 운동이 폭력적 양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레

바논의 경제적 발전시기, 시돈 지역의 주요 산업인 어업에 대자본이 침

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108) 이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주된 요소였다. 이 상황에서, 쿠웨이트 및 

레바논 자본을 공동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Protein company)는 국

가로부터 어업 자동화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고109), 그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 

어부들은 생존권 위협에 대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반발하였다. 

당월 26일, 시돈 지역에서는 정부 결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발

생하였다. 이 때, 시돈을 대표하던 국회의원이자 중요한 지역 정치인 사

드(Marouf Saad)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위 참

가자들과 이를 진압하는 정부군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5명

의 군인과 1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날 이후로, 시돈 지역

에서는 레바논-팔레스타인 위원회가 결성되어 시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110)

본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돈 인구의 40%가, 그리

고 어부 인구의 대략 절반이 팔레스타인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

108) 해당 지역은 레바논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여겨진다. 시돈이라는 지역명은 아랍어로 어업(fishing, fisher)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그만큼 어업은 시돈의 정체성이자 지역적 근간임을 보여주는 지점이

다.

109) 그 과정에서 샤문(Camile Chamoun)은 어업권 이양 문제를 주도한 인물로 여겨지

며, 그 결과로 정부는 해당 기업에 허가를 내주었다. 

110) Khalaf 2002, pp. 227-228; John　K. Cooley, “The Palestinians,” in Haley 

and Snider (eds.), Lebanon in Crisis: Participants and Issues, 1979,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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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역의 문제가 단지 레바논 내 어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팔

레스타인의 문제와 연관되어 다소 급진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

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대략 한 달 후,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는 두 

번째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는 알-리하나 지역111)에서 발발한 버스 학

살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카타이브 당의 지도자인 지마예르(Pierre 

Gemayyel)가 새로운 마론파 교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마을을 방문

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이 때 카타이브 보안 경계선을 침범한 한 차량 

한 대가 지마예르와 교회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날, 한 팔레스타

인 무리가 무슬림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 지역을 통과하며 팔레스타인 캠

프(Tel-al-Za’tar camp)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중에 공격을 받았던 

마론파 마을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무리가 다시 공격을 감행하려는 의도로 

오해하여 버스를 공격하고, 버스 내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이는 이후 마

론파 기독교 집단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폭력화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112)

이러한 유혈 사태에 대한 반응은 레바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하였던 13일 저녁, 아랍민족주의자, 좌파, 그리고 급진적 무

슬림 파벌 및 정당들의 연합인 민족운동(NM: National Movement)의 

지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카타이브 당의 해산과 내각의 수

상을 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어서 PLO의 아라파트는 간

부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레바논-팔레스타인 관계를 방해하려는 공작이

라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아랍 주변국들의 개입과 저지를 요청하기도 하

였다.113)

111) 이는 레바논 산(Mount Lebanon) 근처에 위치한 동부 베이루트 지역이다. 레바논 

산은 오토만 시기 이전부터 마론파 집단의 본거지였으며, 사건이 발발하던 당시에도 

마론파 중심의 마을이었다. 

112) 배너맨 외 2인에 따르면, 당시 학살당한 27명의 팔레스타인인 중에서 18명은 이라

크에 주둔한 아랍 해방 전선(Arab Liberation Front, ALF)의 소속 민병대원이었다. 

마론파의 의심은 일정 부분 타당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들의 우연한 만남이 직접

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Khalaf 2002, pp. 229-230; Cooley 1979, pp. 

33-35; Sorenson 200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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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곧 마론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과 팔레스타인 연합 세력이라는 두 파벌로 나뉘어 

균열선이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미 1975

년 이전부터 통제력을 점차 일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폭력사태는 또 다

른 폭력사태를 낳았다. 각 종파별 집단을 중심으로 개별적 군사화, 무장

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4월 16일, 아랍 연맹의 사무총장 리아드

(Mahmoud Riad)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베이루트를 방문하였고 그

가 머무르던 3일의 기간 동안, 대략 3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

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략 한 달간의 폭

력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2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114) 

요약하자면, 1975년 2월의 시돈 파업 사태와 4월의 오해로 인한 

학살 사건은 곧 레바논 전쟁의 발발을 의미했다. 2월의 시돈에서의 사태

는 시돈뿐 아니라 티르(Tyre)와 트리폴리(Tripoli 또는 Tarabulous) 지

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115), 4월의 사태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에까지 폭력사태를 확산시키는 사건이었다. 사회 균열선에 따른 집단들

의 무장화가 강화되었고, 이 속에서 갈등은 곧 무력충돌이 되었다.

칼라프116)에 따르면, 레바논의 사회 내 갈등이 전쟁의 발발로 이

어진 데에는 해결되지 않는 내부의 불만이 아랍-이스라엘 갈등이라는 

대외적 문제와 함께 결합한 탓이었다. 대내/외부적 문제의 결합은 아랍-

이스라엘 갈등을 둘러싼 대외적(지역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팔레스타인 

113) Khalaf 2002, 220; Cooley 1979, p. 33.

114) Cooley 1979, p. 35.

115) Seaver 2000, p. 256.

116) 칼라프는 레바논 전쟁에 대하여 보다 복잡한 동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내/외부의 

변증법은 크게 세 가지 차원(국내와 지역적 상황,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의 결합 속

에서 이뤄졌고, 이를 세 가지 층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층위는 사회

갈등(civil strife)로, 경제적 불균형, 비대칭적 발전,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산물로 발생

하는 갈등 층위에 중점을 두며 두 번째는 내전 층위(civil war) 층위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집단화 되면서 전쟁 양상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대리전

(proxy war) 층위에서 칼라프는 갈등의 전쟁화는 부족주의 ‘타자’화 과정과 함께 지

역적,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가 함께 결합되고 여기에 외세의 개입이 더해져 대리전의 

양상으로 나아간다는 점에 주목한다. Khalaf 2002, preface, pp. ix-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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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레바논 내부로 침투한 결과로 이뤄졌다. 이러한 결합으로 레바논 

사회는 ““분리가 가능한(divisible)” 사회경제적, 정치적 숙적 관계와 갈

등은 원시주의(primordialism),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 집단 

정체성 등과 같이 “분리가 불가능한” 쟁점에 대한 교전적이고 치명적인 

갈등”으로 나아갔다.117)

4. 소결: 1960-70년대 레바논과 개입의 전조

앞 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레바논은 카이로 합의를 기점으

로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를 겪었고 이 변화는 레바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환경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카이로 합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

를 레바논의 대내/외적 상황과 관련해 이해하자면, 이는 레바논에게는 

영토 주권의 침해의 기틀이 제도화하는 합의였으며, 동시에 아랍적 문제

로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중심을 레바논 영토로 위치시킨 합의

였다. 

카이로 합의로 초래된 두 가지 변화가 레바논 주권과 관련하여 갖

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물론 전쟁이 발발하고 다양한 개입들이 본격화

되는 상황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본 글에서는 1960-70년대의 레바

논 상황에서는 레바논의 주권의 불완전함의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

었다고 판단한다. 이미 언급하였듯, 카이로 협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레

바논 주권의 침해의 여지를 담고 있다. 비록 레바논 정부와 함께 내용이 

합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레바논 내에 군대와 경찰력, 그리고 자치위원

회의 주둔이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레바논이 해당 남부 레바논 영토

에 관한 주권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레바논 주권의 존

중을 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레바논 내 활동에 대하여 

레바논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1980년대에 레바논 의회가 

카이로 합의의 철폐를 진행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117) Khalaf 2002,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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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의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개입

의 전조가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스라엘의 개입은 

이미 현저한 양상을 보였다. 카이로 합의 전후로 레바논에게 적극적, 공

격적 개입을 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레바논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

격적일 필요는 없었다. 카이로 합의를 전후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레바논이 처한 입장 또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對) 레바논 

정책 또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카이로 합의 직전인 1968년부터 

레바논 전쟁 발발 직전인 1974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행한 주요 

공격은 총 44차례에 달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이후 레바논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영토적 

개입의 전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은 레바논 내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을 억누르려는 적극성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적극

성은 레바논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후퇴 협약을 맺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대한 통제

력을 잃지 않고자 했다. 

반면 시리아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적극성을 드러내지 않았

다. 그럼에도 시리아는 오래 전부터 레바논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었

으며, 그 속에서 직접적인 무력 개입의 여지가 상존해 왔다는 점이 지적

된다. 예컨대, 시리아는 정치적 망명자를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정

치인 지원, 선거 개입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보였다. 레바논의 외무부 

수상 타클라(Phillippe Takla)가 뉴욕을 방문하여 키신저와 나눈 대화에

서 그는 “시리아가 아직까지는 레바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도는 없

어”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118) 

이를 통해 전쟁 발발 이전까지 시리아는 레바논에 간접적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에만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리아는 오래 전부터 

118) 263. Memorandum of Conversation - New York, September 30, 1975, 

10:15-10:35a.m. (Keefer and Howard 2012, p.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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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 태도

를 보여 왔었다. 물론 1940년, 시리아는 공식적으로 레바논 정부를 인정

한 바 있었으나 레바논과 근대적 의미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

다.119) 차후 자세히 서술되겠지만, 시리아는 중동이 주권국가체제로 이

행하던 1920년대부터 대시리아(Greater Syria) 관념을 통해 좁게는 레

바논, 넓게는 요르단 등지까지도 포괄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120) 

요컨대, 다양한 개입 현상 속에서의 레바논의 불완전 주권의 현실

은 이미 전쟁 이전의 상황 속에서도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카이로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스라엘과 시리아는 레바논 상황에 대해 직,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여를 

함으로써 레바논 전쟁 개입 현상의 전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 장을 

통해 레바논 전쟁 당시에 실제로 개입 현상이 어떻게 본격화되었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119) Itmar Rabinovich, “The Limits of Military Power: The Syria's Role,” Haley 

and Snider (eds), Lebanon in Crisis: Participants and Issues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9), p. 56.

120) 오소이가와는 이러한 시리아와 레바논의 관계는 “초국가 관계(trans-state 

relation)”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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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레바논 전쟁의 네 가지 국면

이제껏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은 종종 지역 세력 다

툼의 문제로, 혹은 종파주의나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레바논 전쟁의 개입 현상이 ‘세력’이라는 현실

주의적 관점이나 종파, 민족과 관련된 내러티브로 설명되기 이전에, ‘지

역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의 표상으로서의 개입 현상에 주목한다. 따

라서 이 글에서는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다양한 개입 현상, 그

리고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의 동학을 다룬다. 우선은 중동 주권국가체제

의 불안정성이 전쟁의 다양한 개입 현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성의 발현으로서 개입이 

레바논 전쟁을 어떻게 복잡화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 시리아의 정치적 개

입, 그리고 이란의 종교적 개입은 레바논 전쟁에서 각기 다른 양태를 보

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세 가지 개입 현상은 공통적으로 

레바논이라는 단위의 주권이 ‘불완전함’뿐만 아니라 레바논-개입국 간의 

관계에서 ‘상호인정이 결여’되는 현실을 드러내어 지역 체제적 불안정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견제를 위하여 레바

논에 대한 영토적 침범을 지속하였고, 시리아는 레바논에 점진적이고 은

연중에 침투하며 내정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1982년 이

후 등장하였던 헤즈볼라라는 이슬람주의 단체에게 직, 간접적 지원을 함

으로써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리아와 이란의 개입의 

경우에는 레바논과의 ‘위계적’ 관계를 지향,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권국가 간의 상호인정이 부재한 상황을 담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애초부터 현실이

라는 수면 위로 표출됐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레바논에서 그렇게 다

양한 행위자들이 경쟁적으로 관여, 개입하는 현상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에 발생하였다. 이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불완전한 주권이 “문제시”되기

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카이로 



- 59 -

합의 이후의 환경적 변화와 함께 내부 불만이 점차 폭력화 되는 과정 속

에서 그러한 불안정성이 더욱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레바논 전쟁을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이러한 불안정성과 개입 현상, 그로 인한 전쟁

의 복잡성을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그림 Ⅳ-1] 레바논 전쟁의 네 가지 국면

1. 제 1국면, 초기 2년 전쟁 (1975-1976)

 1) 2년 전쟁의 양상 

레바논 전쟁에서 초기 2년간의 전쟁이 가장 집중적이고 격렬한 양

상을 보였다. 15년 동안 총 10만 명의 사상자 수가 발생하였다면, 첫 번

째 국면의 사상자 수는 대략 4만 명에 달하였고, 1975년 4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 선언된 휴전(ceasefire)은 60회에 가까웠다.121)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 단지 두 가지 사건이 총체적 내전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무력한 국가 군대로 인한 통제력의 상실도 한 요인이었다. 초

기 갈등의 양상이 종파적 균열에 따라 나타나면서 군대 내에서도 종파별 

분열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쟁 진압에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사태

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122)

121) 오밸런스에 따르면, 1976년 10월, 1차 국면 종결에 기여한 리야드 평화 회의

(Riyadh peace conference) 직후 선언된 정전이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O’ballance 1998, p. 59 참조.

122) Najem 201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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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전쟁을 갈등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레바논전

선(LF: Lebanese Front)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집단과 팔레스타인/무슬

림 연합 집단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슬림 연합 집단은 

레바논민족운동(LNM: Lebanese National Movement)123)이 그 중심에 

있었다. 팔레스타인과 무슬림 세력 간의 동맹은 전쟁을 촉발시킨 시돈 

지역의 사건에서부터 그 조짐이 드러난 바 있다. 4월 알-리하나 학살 사

건을 겪으며, 두 세력은 본격적으로 연합하여 마론파 기독교와의 전쟁을 

하였다. 

현상타파 세력으로서 레바논민족운동은 1975년 8월 18일에 포괄

적인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종파별 비율에 따라 정치, 사회를 제도화한 

종파주의의 철폐 및 정치 제도의 세속화를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레바

논이 아랍세계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며 아랍의 문제로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에 레바논 내 PLO 활동권을 지지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팔레스타인과의 동맹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레바논전선 중심의 기독교 집단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었다. 마론파 기독교 집단은 1943년 국민협약 이후, 정치제도의 특권을 

점하고 있었다. 특히 43년 국민협약을 토대로 기독교 집단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무슬림 중심의 아랍 세계 가운데에서 기독교 세계

의 제도화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마론파 기독교 집단이 팔레스타인 문제

에 유난히 예민하였던 이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카이로 협약의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기독교 집단은 팔레스타인 문

제로 인해 레바논의 국가 주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바 있다. 이는 마론파 기독교 집단이 레바논이라는 국가 

경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제도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124) 

이러한 초기 갈등 구도 속에서, 레바논 정부는 국민회담위원회

123) 레바논민족운동은 시아, 드루즈 시아파의 연대. 수니파 집단과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줌블랏(Kamal Jumblatt)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드루즈파 지도자로서 당

시 레바논민족운동을 이끌었다.

124) 두 집단에 대해서는 Preston 2004, pp. 27-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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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National Dialogue Committee)을 통해 종파 간 화해의 길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레바논전선을 주도하

던 팔랑헤 당의 서베이루트 공격으로 그러한 노력은 무산되었고 오히려 

두 세력 간 적대성은 더욱 증대되었다.126) 이후 시리아의 중재 하에 다

마스쿠스 합의(Damascus agreement, 1975)가 체결되었으나 이 또한 

두 세력 간의 격렬한 전투가 재개되며 무산되었다. 대표적으로 ‘호텔전

투(Battle of Hotels, 1976. 10)’를 들 수 있다. 이 전투는 베이루트 중

심지의 호텔들이 전투장으로 이용되었다 하여 호텔전투로 명명 되었으

며, 내전 발발 이후에 베이루트에 거처하던 외국인들까지도 위협의 중심

에 놓이게 된 첫 번째 전투이기도 했다.127) 이와 같은 전쟁 양상은 대략 

8개월간 지속되었다. 레바논 전쟁의 군사 작전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양상을 보였다.128) 

격렬한 전쟁 양상에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시리아의 개입이었다. 

시리아는 1976년 6월에 최초로 공식적인 개입을 결정하였다.129) 시리아

125) 이는 종파 지도자들 간의 만남 추진을 통해 이뤄졌다. 이 외에도 레바논 정부는 

Contitutional Document(1976.2)를 통해 갈등하는 파벌 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을 행하였다. Preston 2004, pp. 29-30 참조.

126) O'ballance 1998.

127) 호텔 전투는 레바논 전쟁의 주요 전투들 중 하나로 꼽힌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들

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어버린 전투로 인해 각 호텔 내의 민간인들은 위협

의 중심에 놓였다. 그러나 두 파벌 간의 합의로 직원과 투숙객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휴전이 한 번 되었고, 이후 투숙객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휴전이 있었다. 민간인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호텔 전투로 인해 정부

는 NDC를 중심으로 비무장화(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단지 전투가 도시 

중심지에서만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O'ballance 1998). 호텔 전투

와 더불어 베이루트 중심으로 레바논 전쟁의 지정학을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 참조: 

Sara Fregonese, “The Urbicide of Beirut? Geopolitics and the built 

environment in the Lebanese civil war (1975-1976),” Political Geography, vol. 

28, (2009), pp. 309-318.

128) O'ballance 1998, p. 198.

129) 시리아는 개입에 대한 의견을 미국 정부와 나눈 바 있으며, 이는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메모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90. Memorandum of Conversation, 

Paris, June 22, 1976, 5-7:35 p.m.” (Keefer and Howard 2012, p.1043) 참조, 

또한 시리아의 병력 배치에 대한 내용은 New York Times, 1976. 04.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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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마론파 프란지예 대통령의 요청 등으로 1976년 3월 말부터 레

바논 개입을 진지하게 고민한 바 있었으며, 4월부터는 병력을 국경에 배

치하는 등 본격 개입의 조짐을 보였다.130) 이후 6월 6일, 6,000명의 시

리아 병력이 레바논의 국경을 넘었고, 며칠 후에는 두 배 이상의 병력이 

레바논 내에 주둔하게 되었다.131) 시리아 군은 주로 북부의 아카르

(Akkar) 지역, 베카 지역의 자흘레(Zahleh), 남부의 시돈 이렇게 세 지

역으로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시리아의 개입은 레바논 전쟁의 격렬함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

다. 보다 종합적으로, 시리아의 개입은 첫 번째 국면의 종결에 결정적이

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시리아의 군사적 개입 결정은 곧 레바논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시리아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정전(ceasefire)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 안정화를 제안하는 등의 장기적 안목에

서 레바논 상황을 다루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다마스쿠스 회의

(Damascus conference, 1976.7)는 시리아가 정치 지도자 및 고위 관계

자들 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132) 

레바논 내 평화 모색을 위한 노력으로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뤄

졌다. 시리아의 개입이 레바논 전선과 레바논민족운동 두 갈등 세력에 

대한 중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아랍연맹(AL: Arab League)의 

노력은 정상회담을 통해 시리아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레바논 전반에 대

한 장기적인 평화 모색을 위한 노력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8차 아랍 

130) Sorenson 2009.

131) 시리아 개입이 최초로 행해진 시기와 병력의 규모에 관해서는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인다. 오밸런스(O'ballance 1998, p. xvii; p. 49)에 따르면 시리아는 1976년 4월

에 최초 개입을 하였으나 델라톨라(Delatolla 2015, p. 287)은 5월, 소렌슨

(Sorenson 2009)은 7월로 서술한다. 그 규모에 관해서도 델라톨라는 25만명, 나젬

(Najem 2012, p. 36)은 30만 명이라고 언급한다. 

132) 그러나 기독교 집단의 지마예르(Pierre Gemayel)와 LNM의 줌블랏(Kamal 

Jumblatt)이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사실로 다마스쿠스 회의의 실질적 효력은 그리 크

지 않았음을 추측 가능하다. 실제로 회의를 통한 정전 선언이 행해진 지 단 2일 내

로 기독교파 내부의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자유당(National Liberation Party)의 휴

전협상 반대 입장이 관철되면서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O’ballance 199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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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카이로, 1976.10)과 리야드 회의의 결과로서, 리야드평화합의

(Riyadh Peace Agreement, 1976.10.26)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시리아

와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로써 15년간의 전

쟁에서 가장 치열하였던 1차 국면의 폭력사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었다.133)

추가적으로, 1차 국면의 종결을 이끌어 낸 리야드 회의는 시리아

의 개입에 범아랍적 합법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

다.134) 리야드평화협정은 아랍억지군(ADF: Arab Deterrene Force)의 

레바논 파견을 결정하였다.135) 이 과정에서 이미 레바논에 진입하며 레

바논 상황에 깊이 관여하던 시리아군이 아랍억지군으로 편입되게 되었

다. 최초 개입 이후, 베이루트-다마스쿠스 고속도를 중심으로 점차 레바

논 내부로 진입해 나가던 시리아는 주변국의 반대 없이 서베이루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당시 레바논 내 아랍억지군은 총 

30만 명이었으며, 그 중 시리아 병력은 27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136) 

이러한 시리아의 개입에 대한 레바논 내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시리아는 개입을 통해 무력 진압과 평화 협정 체결의 중심에서 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들인 것이었음에도, 레바논 내에서 시리아의 개입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기독교 지도자인 지마예르(Bashir 

Gemayel)는 시아 무슬림 지도자인 줌블랏(Kamal Jumblatt)과 함께 시

리아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1976년 9월에 새로 

취임한 사르키스(Elias Sarkis) 대통령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리아에 의

존적인 정책을 취하여, 시리아의 개입은 제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마론파 기독교 집단만을 보아도, 시리아의 개입은 내부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시리아 무력 개입의 효과를 장/단기적 

133) 리야드 합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Riyadh) 지역에서 칼리드(Khalid) 왕의 

중재 하에 진행된 소규모 아랍 정상 회담인 리야드 정상회담(1976.10.16)의 결과였

다. 정상회담 참가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PLO, 그리고 쿠

웨이트가 있었다. Traboulsi 2007, p. 201.

134) Ṭarābulsī 2007

135) New York Times, 1976. 06. 21.

136) Sorenson 2009, p. 20; New York Times, 1976. 10. 28.



- 64 -

맥락에서 분석한 라슬러의 논문에 따르면, 시리아 개입이 행해졌던 6월

부터 리야드 회의가 있었던 10월까지는 갈등이 매우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137) 

 2) 시리아의 개입 결정

제 1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개입 현상은 1976년 6월에 최초로 행

해졌던 시리아의 개입이었다. 아랍연맹이라는 비국가 행위자도 관여되었

다 하지만, 아랍연맹의 개입에도 시리아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분명하

다. 위에서 서술되었듯, 이 국면에서 시리아 개입은 크게 두 가지 양태

로 드러났다. 하나는 무력 개입이며, 다른 하나는 평화 협정을 대내/외적

으로 주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리아의 개입의 주

된 초점이 ‘레바논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시리

아의 아사드(Hafez al-Asad)가 시리아를 “레바논의 경찰(policeman of 

Lebanon)”로 이해하며, 레바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

끼고 있었다는 사실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138) 

시리아의 개입의 동기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의 ‘대시리아(Greater Syria)’ 관념이다. 대시리아 관

념은 레반트(Levant) 지역에 대한 시리아의 역사적 인식으로서, 지리학

적으로 시리아 지역139)으로 포괄되었던 지역 전부에 대한 주권이 다마

137) 그는 1977년까지의 레바논 전쟁에서 갈등의 정도(intensity)가 변화하는 양상을 파

악하였다. 시기는 시리아 개입 이전 시기(1975.10-1976.6), 시리아 개입 시기

(1976.6-1976.10), 그리고 리야드 회의 이후의 시기(1976.10-1977.12)로 나뉘었고, 

측정 결과는 <Figure 2>를 참조하였다. Rasler 1983, p. 439. 

138) O’ballance 1998, p. 93.

139) 역사적으로 시리아 지역은 현(現) 시리아 영토,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뿐만 아니

라 웨스트뱅크와 가자기구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파잎스(D. Pipes)는 이를 “역사적 

시리아(historic Syria)”로 규정한다. 오스만 제국 시기, 역사적 시리아는 여러 행정 

지구로 나뉘어 통치되곤 하였으나, 이 행정 지구의 분리가 근대적 형태의 배타적인 

경계 짓기의 과정을 뜻하진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 현재와 같이 분명한 경

계로 나뉘게 된 것은 1차 대전 직후 전후처리 과정을 겪으면서였다. 또한, 파잎스는 

시리아 지역의 정확한 범위는 없음을 지적한다. 이는 이론가에 따라, 역사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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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스에 있다는 인식을 일컫는다. 시리아는 대시리아 관념을 바탕으로 

레바논을 다른 나라, 즉 타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실제로 1920년대에 레

바논이 시리아 지방에서 분리, 독립된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

는 주장을 함으로써 레바논-시리아가 여전히 하나의 “몸체(entity)”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140) 대시리아 관념이 정치적 주장 혹은 레토

릭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 직후였는데, 파이잘 왕(King 

Faisal)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범시리아주의(Pan-Syrianism)14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념화되었다.142) 

역사 속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민

족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 역

사를 통틀어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공동 이익이 잇따라 있

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 레바논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가족들은 시리아에 친

척이 있습니다.143)

-Hafiz al-Asad, 1976

위 인용문은 1976년 7월 20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국내에

서 레바논 개입과 관련해 한 발언의 내용이다. 아사드는 여기에서 시리

혹은 외교관이나 전쟁에 따라서 그 자역적 경계선은 변화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와 같은 영토 단위(구역)은 오스만 제국 시기까지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Daniel Pipes, Greater Syria: The History of 

an Amb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4-15; 22-23.

140) 대시리아 관념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시리아 정당으로는 시리아사회민족주의당

(SSNPL: Syrian Social Nationalism Party)이 있다. Preston 2004, pp. 167-168.

141) 범시리아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순수” 범시리아주의이며 다른 하

나는 “실용적” 범시리아주의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는 아랍 민족까지도 범시

리아주의에서 말하는 ‘한 민족’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 차이를 보인다. 

Pipes 1992, pp. 40-45 참조.

142) 시리아, 대시리아, 그리고 범시리아 민족주의로의 이념적 변화에 관해서는 Pipes 

1992,  pp. 36-37.

143) al-Asad의 연설 - Syrian provincial council on 20 Jul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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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레바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두 나라에 나뉘어 있는 한 민족(one people in two countries)144)” 주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레바논의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정부 또한 이러한 연유로 인해 시

리아에게 개입을 적극 요청하기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었다. 레바논 

내에서 시리아 무력 개입에 대한 격렬한 반대는 이러한 시리아 개입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증폭되었다. 아래 인용문은 1976년 

키신저가 시리아의 레바논 개입에 대한 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이다. 

여기서 키신저 또한, 시리아의 개입의 의도를 “대시리아” 인식의 맥락에

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 저[키신저]는 시리아가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

하였죠. 전 다된 상황을 망쳐버리곤 하는 아랍인들의 무한

한 능력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PLO를 약화

시키고, 이를 시리아의 종속물로 만들고, 요르단을 데려와

서 대시리아(Greater Syria)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리고 여전히 전 아사드가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

다고 여깁니다. 이[대시리아] 생각은 사우디를 압박할 것

이고, 이집트를 제대로 고립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가 [시리아의 레바논 개입에] 그렇게나 격렬하게 반응했던

이유입니다.145)

-Henry Kissinger, 1976

 

144) Preston 2004, pp. 167-168.

145) 당시 회의는 파리에서 열렸으며, 회의 참가자는 미 국무장관 키신저, 중동 및 남아

시아 부서 차관 아테르톤(Alfred L. Atheron, Jr.), 이집트 대사 에일츠(Hermann F. 

Eilts), 시리아 대사 머피(Richard Murphy), 요르단 대사 피커링(Thomas R. 

Pickering),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포터(William Porter), 특별 대레바논 대변인 씰라

이(Talcott Seelye)가 참가하였다. 주로 시리아의 개입 규모, 양상에 대한 사실 확인

과 함께 시리아 개입의 의도를 분석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록은 다음 참조: 290. Memorandum of Conversation, Paris, June 

22, 1976, 5-7:35 p.m. (Keefer and Howard 2012, p.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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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국면, 전쟁의 지속과 균열의 심화 (1977-1982)

 1) 종파 내부 분열의 시작

리야드 합의 이후, 시리아는 레바논 내에서 평화강제자로서의 역

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베이루트에 대한 그린라인(Green 

Line)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시리아의 관리, 주도 하에 베이루트 중심

에 그린라인을 그어 파벌 간의 지역을 분할, 통치하기 위한 시도였다. 

시리아는 본래 레바논의 동베이루트 지역은 마론파 기독교 집단이, 그리

고 서베이루트 지역은 무슬림 집단의 마을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분할선을 그었다. 중요한 점은 그린라인 정책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시리아가 레바논 내에서 기꺼이 기독교-무슬림 간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라슬러(K. Rasler)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시리아의 무력 개입은 

초기 2년 전쟁의 격렬한 양상을 약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제 1국

면에서 서술되었듯, 시리아의 무력 개입은 레바논 내에 더욱 격렬한 논

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로 인해 시리아 개입은 내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시리아 개입

의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제 2국면의 초반부까지 시리아의 

개입은 갈등 관리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시리아의 개입은 군사적 통

제를 목적으로 대량의 인적, 재정적 자원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146)

하지만 1977년 3월 16일, 줌블랏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러한 효과는 금새 상실하였다. 줌블랏의 암살에 분노한 대중들로 인해 

146) Rasler 1983, pp. 452-453. 라슬러의 논문에서는 레바논 전쟁의 기간이 본 논문

과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본 논문에서 제 1국면으로 

구분한 초기 2년 전쟁만을 레바논 전쟁으로 한정짓고 있다. 또한 라슬러는 당시 레

바논 전쟁의 폭력의 정도를 측정하며 남부레바논의 경우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그에 따르면 남부 레바논에서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다

고 하지만, 본 논문의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같이 레바논 전쟁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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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는 재개되었고, 결국 리야드 합의는 단지 1차 국면을 종결시킨 

협정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줌블랏은 1975-6년 동안 레바논민족운

동을 이끌던 지도자로서, 무슬림 집단에게 그는 집단의 상징적 인물이었

다.147) 이러한 인물의 죽음은 레바논 내에서 시리아와 시리아의 레바논 

내 정책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의해야할 것은, 줌블랏의 암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레바논 내에서는 기독교, 무슬림 민병대들이 리야드 협정에 근거한 

비무장화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병대

들은 기존의 국가 혹은 주아마(zu’ama)라는 전통 권위의 구역들을 점령

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 확대하였다. 또한 민병대들은 점령지에서 과세, 

군대 의무화 등과 같이 각자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집단적 토

대를 탄탄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각 민병대들은 그들의 점령지에서 

“국가 안의 국가(states within the state)” 형태에 가까웠다.14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또한 레바논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전쟁 발발 계기의 중심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가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해당 문제의 미해결은 곧 레바논 전쟁이 

미해결되었음을 암시한다. 1977년 9월에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개입이 

최초로 행해졌다. 이스라엘은 남부레바논의 알키얌(al-Khiyam) 마을에 

대략 1000번의 폭격을 가하였다.149) 이후 1978년 3월에는 남부레바논

의 리타니 강(Litani river) 주변에 대략 25만 명가량의 병력을 대략 3

개월 동안 주둔시킴으로써 레바논의 주권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개입을 

행하기도 하였다.150) 

147) Ṭarābulsī, 2007, p. 201

148) 특히 이는 기독교 민병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

에 관해서는 Najem 2012, pp. 36-37 참조.

149) Lawrence L. Whetten, “The Military Dimension,” Haley and Snider (eds), 

Lebanon in Crisis: Participants and Issues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9), pp. 85-90; Edward P. Haley and Lewis W. Snider (eds.), Lebanon in 

Crisis: Participants and Issue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79), pp. 95-107 참조.

150) Najem 2012, p. 38; Haley and Snider 1979, pp. 83-86;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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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78년에 체결된 캠프데이비드협정(1978.9)은 시리아, 이

스라엘 개입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캠프데이비드협정은 미국의 카터 대

통령의 주도 하에 이뤄진 아랍-이스라엘 갈등 해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집트는 이로 인해 아랍 국가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 대신에 시리아가 

지역적 차원의 기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시리아는 과거 이집트가 자

처하였던 PLO의 파트너, 동맹자, 그리고 대변자로서 그 역할이 인정, 강

조되었다. 

시리아를 둘러싼 변화는 레바논 전쟁에서 시리아-PLO 간 전략적 

동맹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레바논 내에서 반(反)이스라엘 투쟁을 지속

하고자 하는 PLO와 레바논에 대한 관리, 통제를 원하던 시리아의 이해

관계는 적절히 들어맞았다. 1980년대 초반, 시리아는 PLO를 억압하는 

기독교 집단, 특히 팔랑헤당에 대해 억압을 시도하고 그 부산물로 자신

의 레바논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151) 이와 같은 

동맹의 변화는 레바논 내에서의 관계적 구도 및 갈등 세력 간의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로, 캠프데이비드협정은 리타니 강까지 진군한 이스라엘의 

병력 철수에 기여하였다. 잠정적 철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력 개입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개입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레바논 내의 

갈등 구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대표적

으로는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파벌에 대해 취한 “울타리 개방 정책

(open fence policy)”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를 명분으로 레바논

의 기독교 집단에게 의학 치료, 일자리, 식량 등의 분야에서 개방하며 

관계를 돈독히 다져갈 수 있었다.152)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스라엘은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남부레바논군(SLA: South 

Lebanon Army)153) 설립을 유도하였는데,  PLO에 대한 연합 공격 및 

151) O'ballance 1998, p. 93.

152) O’ballance 1998, p. 65. 

153) 남부레바논군는 자유레바논군(AFL: Army of Free Lebnon)이라는 민병대에서 분

리, 독립한 민병대이다. 그리스 정교 신자(Greek Catholics)인 하다드(Saad Haddad)

를 중심으로 세력이 구축되었으며 그는 남부레바논군의 수장이 되었다. 이후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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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 통제/관리의 과정에서 활용되었다.154)  

이러한 대내/외적 동학 속에서 두 번째 국면은 각 파벌 내부에서

의 분화가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파괴적인 전투가 지속되었

던 1국면과 상이한 양상이다. 예컨대 마론파 기독교 집단의 중심이었던 

레바논전선에서는 민병대 중심의 레바논군(Force: Lebanese Force)이 

분리, 독립되었다. 두 번째 세력으로 팔레스타인과 동맹관계 속에서 무

슬림 집단을 연합시켰던 레바논민족운동 또한 와해되는데, 이는 아말

(Amal)155), 민중사회당(PSP: Popular Socialist Party)156) 등의 세부 집

단으로 분화되어 전쟁의 새로운 행위자를 등장시켰다. 각 세력에서의 파

벌의 분화는 종파 간의 균열이 세부적으로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열 및 분화의 양상은 전쟁의 구도에 복잡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종파 내부적 분열에 일조하였다. 비록 당시 사

르키스 대통령157)이 시리아 의존적인 태도로 레바논 사태에 접근하였지

만, 그는 레바논 내의 갈등적 상황의 근본적 해결은 국가 개혁158)을 통

한 국력 향상과 정부의 압도적인 승리에 있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내각 

엘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및 레바논 내 이

스라엘 주둔을 조력한다. 

154) Najem 2012, p. 38.

155) 아말은 아랍어로 희망(hope)을 의미하며, 레바논 사회에 대한 희망을 기원하는 의

미가 반영되었다. 

156) 비록 민중사회당의 기원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강하였으나 지도자였던 

줌블랏의 사망은 사회주의 이념의 지지기반의 약화를 가져왔다. 집단 내 좌파의 감소

와 이념의 공백은 종파적 이념이 대신 채웠고, 이러한 변화들로 무슬림 집단의 이데

올로기적 특징이 보다 종파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계기가 되었다. Najem 2012, 

p. 37 참조. 

157) 그는 1976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58) 그는 그의 정치적 멘토인 시합(Chehab, 1958-1964)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시합

은 레바논 내 최초의 비(非)주아마(zu’ama) 계급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질서 

안정을 위한 안보 전문가로 칭하곤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

통령직의 주안점을 두었고, 경제 발전 프로그램 진행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

다. 이러한 그의 국가관은 시하비즘(Chehabism)으로 구체화되었고, 사르키스 대통령

은 열렬한 시하비스트였다고 볼 수 있다. 시합 대통령에 대해서는 Najem 2012, pp. 

23-24; Sorenson 2009, p.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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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안보를 위한 사회/경제적 안정, 정치 체제 개편을 추구하며 주요 

무슬림 파벌을 이기기 위하여 마론파와 드루즈 집단의 영향력 확대를 그 

목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국력 강화 이니셔티브에서 제시된 내용

은 갈등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마론파 기독교의 영향력 및 

대통령 특권 강화에 있었다는 점에서 종파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탈피하

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는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 구도를 더욱 공고

히 하는 길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드루즈파 지마예르(Pierre 

Gemayel) 또한 사르키스의 이니셔티브를 비판, 거부하였다.159) 

 2) 이스라엘 개입 결정 및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의 공고화

두 번째 국면은 시리아, 이스라엘 개입 현상에서 중동 주권국가체

제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시리

아와 이스라엘의 개입 현상은 직, 간접적 방식으로 심화 되었는데 그 과

정에서 시리아는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영

토적 주권을 침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시리아는 리야드 합의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아랍연맹의 이

름을 빌어 레바논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레바논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켰다. 아랍억지군의 위임통치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캠프데이비드협정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변

화로 시리아에 요구되는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리아의 레바논 개입이 더

욱 용이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는 레바논에 대한 헤게모니와 “압도적 우

위(supremacy)” 확보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160) 물론 레바논 개입에 

대한 적극성은 1차 국면에 직접적인 병력 파병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앞의 소절을 통해 1차 국면에서의 시리아는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내비치는 현상에 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9) Ṭarābulsī 2007, p. 207 

160) Preston 2004, pp. 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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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차 국면에서부터 시리아는 레바논의 상황에 보다 깊이 관여하

고 주도함으로써 레바논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우위에 설정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적극성은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의 약화를 야기한다.

시리아의 개입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레바논-시리아 

간의 위계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161) 이는 크게 세 가

지 차원을 통해 확인된다. 첫째, 레바논 정치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확

대를 꾀하는 것이다. 영향력 확대는 대통령 뿐 아니라 군대 및 내각에까

지도 미쳤다. 예컨대 사르키스 대통령의 친시리아적 태도 및 정책은 시

리아의 영향력 확대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162) 둘째, 시리아는 직접적

인 병력을 활용하여 갈등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레바논의 치안을 담당하

는 것이다. 아랍억지군의 위임통치권, 새로이 강조된 지역 핵심국에 대

한 기대에 힘을 입어 레바논에 병력 진입에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레바

논의 동부 지역은 마치 시리아의 보호지구(protectorate)와 같은 수준으

로 시리아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베이루트에서의 그린라인 정책 

또한 시리아의 갈등 관리, 통제 방식의 일환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셋째, 시리아는 친시리아 캠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리아

는 레바논 내 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레바논에서의 우위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레바논 정부에 대한 개입을 행하였던 시리

아의 개입은 레바논 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남부레바논의 영토에만 한정하여 영토적 개

입을 공고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Ⅲ장에서 보았듯,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생성해 내는 공간

이었다. 이에 팔레스타인 무장 활동의 중심지였던 남부레바논에서 이스

161) Rabinovich 1979, p. 73.

162) 구체적으로 아사드 레짐은 특유의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레바논의 보수 세력

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친시리아 정

책을 취한 대통령은 사르키스(Elias Sarkis)가 있으며, 프란지예 가문의 경우는 1950

년대부터 아사드 가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리아가 무력 

개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해 

시리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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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개입이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제 2국면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개입이 본격 전개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부 혹은 아

랍 국가들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활동이 제약되기를 기대하였었다. 이

는 제 1국면을 종결시킨 리야드 회의에도 반영되어 합의문에 팔레스타

인의 레바논 내 활동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레바논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대의 활동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

았던 탓에 이스라엘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느꼈다.163) 결과

적으로 1977년 9월, 이스라엘은 최초로 레바논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개입의 궁극적 목적은 “남부레바논의 안정화”였

다. 이는 같은 해 11월, 국방부 장관 웨이즈먼(Ezer Weizman)이 레바논 

개입 정책에 관해 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남부레바논

의 안정화란 곧 남부레바논에서의 “법과 질서의 회복”을 뜻하며, 이스라

엘은 이를 통해 남부레바논에서의 팔레스타인 위협 요인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기를 바랐다.164)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 속에서 이스라엘의 개입은 레바논 내 기독

교 집단에 대한 조력이라는 부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도 했다. 레바논 

개입 정책에 관한 웨이즈먼의 발표(1977.11)에서는 개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원칙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기독교 집단에 대한 

163) 시리아가 주도하였던 리야드 회의의 결과로 맺어진 리야드 협정에서 레바논 내 팔

레스타인 활동 제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5개의 난민 캠프에서 중화기

(heavy weapon) 반입 금지; 2) 이스라엘 보복의 결과로 인한 레바논 내 피해에 대

한 보상 책임; 3) 카이로협약을 토대로 한 팔레스타인무장투쟁(PAS) 인원을 난민 

1000며 당 5명 비율로 고정하며 자동소총으로만 무장이 가능하고 이 또한 아랍억지

군에 복속된다; 4)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인 상한선은 20만명으로 제한; 5) 팔레스타

인 라디오 방송 금지; 6) 팔레스타인 출판물은 레바논 법의 통제를 받는다; 7) 팔레

스타인의 레바논 정치 참여 금지; 8) 팔레스타인 중화기 보관 장소에 제약을 가한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Whetten 1979 pp. 83-84 참조. 

164) Reply in the Knesset by Defence Minister Weizman to question on the 

situation in Southern Lebanon, 13 November 1977 (이스라엘 외교부, 검색일: 

2018. 05. 14)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3/Pages/66%20Reply

%20in%20the%20Knesset%20by%20Defence%20Minister%20Weizm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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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의료, 경제,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는 본격적인 레바논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8월에 이미 이스라엘 수상 

비긴에 의해서 구체화된 바 있는데, 그는 팔레스타인의 레바논 내 활동

으로 인해 기독교 집단이 받고 있는 박해적 상황과 어려움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군사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비긴은 군사적 개입의 근거로서 “기독교 세계(Christian 

world)”의 도덕적 의무(moral duty)”이자 “약속(commitment)”을 제시

하였다는 점이다.165)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동기는 이스라엘 개입이 안보 위협에 대한 대

응적 차원의 것이었음을 드러내 주었다. 반면, 두 번째 동기는 이스라엘

은 레바논 내 기독교 집단에 대한 안보뿐만 아니라 기독교 집단의 일상

생활까지도 보장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한 점에

서 이는 이스라엘 개입이 비단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

라 레바논의 접경지역을 친이스라엘 지역으로 만들려는 예방적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나이더 외 3인에 따르면, 이러한 이스라

엘의 지원은 시리아, 요르단 접경지역과 마찬가지의 “생활방식(modus 

vivendi)”을 레바논 국경에서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166)

본 논문은 두 번째 국면에서의 두 개입은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레바논의 불완전 주권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리아는 무력 개입 이후 레바논 정부의 조

력 하에 레바논 내 치안 및 안보 관리를 대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점

차 정부 내각의 문제에까지도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리아의 

개입이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이

스라엘은 남부레바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토 점령

의 방식을 취했으며, 동시에 기독교 집단을 통해 영토 관리에 용이한 토

165) Remarks by Prime Minister Begin on the situation in Lebanon - 8 August 

1977 (이스라엘 외교부, 검색일: 2018. 05. 14)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3/Pages/29%20Remar

ks%20by%20Prime%20Minister%20Begin%20on%20the%20situatio.aspx

166) Snider et al. 1979,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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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개입은 레바논의 특정 

영토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토적 주권을 약화시켰

다. 즉, 두 행위자의 개입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레바논

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바논 주권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주

고 있다. 개입이라는 현상이 단지 전쟁의 특정 세력을 지원해주는 형식

이 아니라 레바논의 영토적 배타성과 정부의 자율성/독립성에 침해를 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 3국면, 신흥 세력과 복잡성의 심화 (1982-1985) 

 1) 이스라엘 침공, 파벌의 정치, 그리고 헤즈볼라

1982년 6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

다. 이로 인해 레바논 전쟁은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스라

엘의 공격으로 전환된 제 3국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과 PLO, 무슬림 연합이, 다른 

한편에서는 대항 이스라엘 투쟁에서 새롭게 등장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 전쟁을 치렀다. 심지어 제 2국면에서 진행되던 종파 내부의 균열 또

한 점차 심화되었다. 그 가운데, 새로이 등장한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확

대되면서 시아파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되기도 하였다. 프레스톤(M. 

Preston)에 따르면, 이런 “파벌의 정치(Intra-factional Politics)”는 

1980년대부터 본격 시작되어 1990년까지 지속되었다.167) 

우선, 이스라엘 침공의 배경에는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의 

등장이 있다. 캠프데이비드협정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카터(Jimmy 

Carter) 정부(1977-1981)는 임기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

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휴전 협

정의 노력이 행해졌고,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호전성을 줄이는 

167) Preston 2004,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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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카터 정부는 차투라 담화(Chataura talk, 

1977)168) 참여, 프랑스와 협력 하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436 도출

(1978.10)16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 논의를 주도(1979)하

는 등의 노력을 행하였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며, 대(對)레바

논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수상 비

긴(Menachem Begin)은 아랍-이스라엘 문제를 무력으로 정리하기에 적

절한 타이밍이라는 판단을 내렸다.170) 

이스라엘은 총 7만 병력을 레바논에 투입하였다. 이는 1) 이스라

엘-레바논 사이의 완충지역의 확대, 2) PLO 파괴, 그리고 3)시리아의 

레바논 철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제 2 국면까지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만 

머물렀었던 이스라엘은 1982년 7월에 이르자 서-베이루트 지역의 무슬

림을 포위하였고, 베카 지역의 시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

시에 격추된 시리아 전투기는 최소 82대에 달하였다.171) 이와 같은 총

체적 공격은 팔레스타인인과 PL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수 계획

(evacuation plan)”을 이스라엘이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172) 

그러나 상위 정치와 별개로 이스라엘의 침공은 팔레스타인과 반

(反)이스라엘 민병대들을 분노케 하였다. 친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바쉬

르(Bashir Gemayel)의 암살 사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 민병대의 

팔레스타인 캠프 (Shatila/Sabra camp) 대학살이 발생, 기독교 민병대와 

드루즈파 간의 충돌 등으로 레바논 내의 폭력적 양상이 극대화 되었

다.173) 정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민병대 활동이 지속되었던 양상은 정

168) O’'Ballance 1998, 

169) UNSC resolution 436(S/RES/436) (검색일: 2018. 05. 17)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436(1978)  

170) Najem 2012, 39

171) Sorenson 2009, p. 23

172) “철수 계획”은 1982년 8월 7일 처음 제안되었고, 시리아, 레바논 정부 및 PLO에 

이어 이스라엘 정부가 차례로 동의하였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 계

획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은 8월 11일이다. 철수계획이 진행되던 과정은 

O'Ballance 1998 참조하였으며, 뉴욕 타임즈 기사는 New York Times, 1982. 8. 11. 

173) 이스라엘 침공과 그 여파로 확산된 폭력사태의 피해는 상당하였다. 비록 정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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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였다.174) 심지어 반(反)이스라엘 민병대들은 

다국적군175)에 대한 공격까지도 감행하였다.176) 결정적으로 1983년, 이

스라엘 대사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Abu Nidal Group)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레바논에 대한 “총 공격(All-out military 

operation)”을 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종파적 갈등 양상을 한층 복잡화하

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종파 집단 내 권력 다툼형 분열로 인해 각 

집단의 성격이 변화하며 그 복잡성이 더해졌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합의

에서 PLO의 후퇴가 결정되었고, 이는 종파 내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

다. PLO의 약화가 저항 세력 내 권력의 진공상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

라 이는 각 종파 집단 내부 종파 집단 내부의 지도부 교체 시기와 맞물

렸기 때문이다.177) 

예를 들어, 기독교 집단에서는 레바논군(Forces)의 지도자 바쉬르

(Bashir Gemayel)가 암살되며(1982), 지도자 자리에 대한 권력 투쟁이 

치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레바논경찰에 따르면 당시 레바논, 팔레스타인인 사

망자는 대략 2만명, 부상자는 대략 3만명에 달하였으며 이스라엘군에서는 368명의 

사망자, 약 2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1982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총 30개 중 레바논 사태에 관한 결의안은 

16개를 차지하였다. 이는 레바논, 이스라엘-레바논, 또는 이스라엘-시리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결의안 521은 UN감시단과 유엔군 파병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 부상자에 관한 자료로는 Race & Class Editor's note, “The 1982 

Israeli Invasion of Lebanon: the casualties,” Race & Class, vol. 24 No. 1 

(1983), pp. 340-343; 1982년에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하였다.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1982.shtml (검색일: 2018. 4. 18) 

174)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부족하였던 것 또한 정부 통제력 약화의 한 요인이었다. 바쉬

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다고 평가되지만, 그의 사망 이후 취임한 아민(Amin 

Gemayel)은 기독교 집단을 통제할 만큼의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175) 당시 다국적군은 레바논 정부의 요청 하에 들어왔었다. 9월 말에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레바논에 재진입한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이 이에 해당

한다. 

176) 예를 들어 1983년 4월, 미국 대사관 폭파로 63명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23일, 해군 막사에 대한 공격이 행해져 241사단이 붕괴되었다. 또한, 프랑스 본부에 

대한 공격으로 59명의 프랑스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77) 프레스톤은 각 종파별로 지도자 교체, 변화 현상으로 인해 분열이 심해지던 현상에 

대하여 핵심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Preston 2004, pp. 122-124; pp. 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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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레바논군은 다섯 개의 세력으로 분열

되었다.178) 무슬림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 투쟁의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아말 내부의 분열과 투쟁이 있었다. 아말의 

권력 투쟁은 제 2국면의 후반, 즉 1978년에 당시 지도자였던 무사

(Musa al-Sadr)의 행방불명에서 촉발되었다. 3국면에 들어서면서 베리

(Nabih Berri)가 공격적 세력 확장을 펼치면서 그러한 투쟁은 더욱 격렬

해졌고 결과적으로 베리는 지도부 장악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1980

년대 중반까지도 경쟁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은 지속되었다. 특히 베리의 

아말이 정치국(Politburo)에 권력의 방점을 두어 아말을 이끌었다는 점

에서 내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기존의 ‘시아이슬람최고위원회

(Supreme Islamic Shia Council)’의 일부로서의 아말의 성격을 약화시

켰기 때문이다.179)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시아 무슬림 내부 분열과 그로 인한 시아

파 운동의 변모 과정 속에서 헤즈볼라(Hizb allah)라는 시아파 행위자가 

새로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란의 행위자로서 등장했음을 의

미했다. 시아파 무슬림 집단에서 내전에 깊이 참여하였던 행위자로는 위

178) 기독교 세력의 레바논전선(Lebanese Front)은 레바논군(Lebanese Forces)와의 

갈등에서 밀리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기독교 집단으로서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하였

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레바논전선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권력 탈취가 아니라 

마론파 통합이었다. 이에 기독교 자원을 토대로 레바논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였으며, 현 레바논(Greater Lebanon, Grand Liban)이 아닌, 기독교 집단을 중심

으로 한 소레바논(Smaller Lebanon, Petit Liban) 건설에 대한 고려까지도 진행하였

다(Preston 137-8). 예를 들어, ‘The Lebanon We Want to Build 메니페스토’는 

팔랑헤-레바논전선의 종교적 목적을 공식화 하는 선언이었고, 성신대학(University 

of Holy Spirit) 설립을 통해 이념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 기반 플랫폼이 마련

되었다. 라비노비치에 따르면, 위의 메니페스토는 영어버전에서 레바논을 포함해 중

동은 터키, 이스라엘, 이란 등 비아랍국이 포함된 다원적 지역이라는 언급을 함으로

써 이스라엘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레

바논전선이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며 종교적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데에는 마론

파 집단 내 바쉬르(Bashir Gemayel)의 독보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팔랑헤 당의 재

기를 모색하려던 의도가 담겨 있다. Rabinovich, The War for Lebanon, 1970-198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14-116.  

179) Preston 2004, pp. 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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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된 아말이 유일하였다. 하지만 레바논 내에 최초로 시아민병대 

집합공간을 제공하였던 아말은 실질적으로 느슨한 연대 조직에 불과하였

다. 특히 베리의 아말로 전환되며 종교적 성격보다 정치집단으로서의 성

격이 더욱 강화되자 시아 이슬람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집단을 갈망하였

다. 여기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다. 당시 

이란은 이슬람혁명을 통해 시아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성공하

였고, 이는 시아 운동권에서는 일종의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이란은 항-이스라엘 투쟁 정책을 본격화 하면서 레바논 내에 

헤즈볼라라는 시아파 집단 성립을 유도하였다.180) 

“신의 정당(Party of God)”을 뜻하는 헤즈볼라는 이란의 적극적 

지원 및 조력 하에 전쟁 양상에서 중대한 변화를 준 행위자였다.181) 헤

즈볼라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로 헤

즈볼라는 넓게는 무슬림, 좁게는 시아파 집단에서 새로운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전쟁의 내막을 더욱 복잡화 하였다. 둘째로, 헤즈볼라의 등장

은 아랍-이스라엘 투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

하였다. 셋째, ‘헤즈볼라’라는 이름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집단

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모티브로 하여 레바논 내에도 이슬람국가

(Islamic Republic)을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182) 

기존의 레바논 전쟁이 단지 정치 구조의 개혁과 내부 세력 다툼의 성격

이 강했었다면, 헤즈볼라의 새로운 목표는 기존의 국가 체제 자체에 대

한 도전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제 3국면은 종파 내부의 분열과 그로 인해 갈등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 [그림 Ⅳ-2]는 레바논 전

쟁의 1~3국면을 통해 진행되었던 종파 간의 갈등 및 종파 내적 분열의 

180) 박찬기, “헤즈볼라(Hezbollah)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 48. 

No. 3. (2008), pp. 212-215.

181) Hudson 1997, p. 255; 성립 초반 헤즈볼라의 군사 전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Iver Gabrielson, “The evolution of Hizbollah's strategy and military 

performance, 1982-2006,”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25 no. 2 (2014), 

pp. 257-283 참조. 

182) Preston 2004,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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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2] 종파 간 갈등, 종파 내 분화, 그리고 갈등의 복잡화

제 3국면의 양상을 종결하게 된 것은 미국 정부의 주도 하에 체결

된 레바논-이스라엘 간의 “후퇴 합의(Withdrawal agreement, 5/17 합

의, 1983.5.17)”를 통해서였다. 후퇴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총공격을 멈출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후퇴 합의의 내용이 곧 이

스라엘의 완전한 철수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합의를 통해 남부레바논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되겠지만, 이는 이스라엘

과 SLA에게 남부 레바논을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 협약에 가까웠다

는 점에서 레바논의 영토적 주권 침범을 ‘제도화’ 한 협약으로 여겨진다. 

물론 레바논 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여 협약의 의회 비준이 실패하

지만, 이스라엘-레바논 정부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로는 남아 있었다.183)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퇴 합의에서 레바논 영토에서의 전면 철수를 약속

하지 않았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이 남부레바논에 머물러 있는 것까

183) O'Ballance 1998, p. 125; Najem 2012,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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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두 국가의 국경 부근에 구획된 “안보 지역

(security region)”에서 공식적으로 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184) 

 

2)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 이란의 종교적 개입

제 3국면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이란 세 행위자 모두가 

각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개입을 행하였다. 각기 다른 논리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하였지만 세 행위자의 개입 현상은 공통적으로 주권국

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개입 현상은 레바논의 

영토적 주권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었고,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 또

한 2국면에서의 연속선상에서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 침해를 심화하

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등장한 헤즈볼라와 그에 대한 이란의 종교적 

개입은 레바논에서의 종교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레바

논의 국내적 주권에 위협을 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세 개입 행위자 중에

서도 새로운 양상을 구성한 이스라엘, 이란의 개입에 주목해 논하겠다.

우선 이스라엘은 영토적 점령을 통해 남부레바논 지역을 통제, 관

리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대대

적인 침공으로 남부레바논 이외 지역까지도 진출하였지만, 이는 내정 간

섭의 형태로 나아가지 않았고, 영토라는 물리적 차원에만 머물러 개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적 주권에 한정해서만 개입을 지속시

킨 까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적극적, 공격적인 의도를 담고 있

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정책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첫 원칙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 점령에 대한 이

184) “안보지역”에 관한 합의는 합의문의 “Appendix” 파트에서 구체화되었다. 특히 이

스라엘, 레바논 군이 함께 안보조정위원회(Security Arrangement Committee)와 합

동감시단(Joint Supervisory Temas)을 조직하는 조항들을 통해 이스라엘 주둔의 여

지를 찾아볼 수 있다. 후퇴합의(5/17 합의)의 내용은 이스라엘 외교부가 제공하고 있

는 영문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Lebanon - 

17 May 1983” (검색일: 2017. 05. 16)

http://www.israel.org/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6/Pages/114%2

0Agreement%20between%20Israel%20and%20Lebanon-%2017%20May%2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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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선언에 가까웠다.185) 이는 곧 레바논 주권에 대

한 존중의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아래 웨이즈먼 국방부 장관의 발언 또

한 레바논 영토를 현재 점령하고 있지만 “영구적 점령”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남부 레바논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의도가 없다는 우리

의 발표와 우리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은 미국의 입장을

보다 평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이바지 하였

다.186)

-Ezer Weizman ,1978

하지만 본 논문은 이스라엘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글이 아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개입이 실제로 주권과 관련하

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주권

을 영구적으로 침해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레바논의 영토적 배타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후퇴 합의(1983)를 바탕으로 1985년까

지 후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에서는 이스라엘에 남부레바논 

“안보 지역(security zone)”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며, 오

히려 후퇴합의를 통해 개입은 제도적으로 공고화 되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은 개입을 통해 레바논 주권의 

한 측면을 침해하였을지라도 레바논과 동등한 주권국가 관계를 설정하려

185) Reply in the Knesset by Defence Minister Weizman to question on the 

situation in Southern Lebanon, 13 November 1977 (이스라엘 외교부 웹사이트, 

검색일: 2018. 05. 14)

186)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웨이즈먼(Ezer Weizman)이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레바

논 내 이스라엘 무력 활동을 제약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하게 된 발언이다. 강조는 인

용자가 하였다: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FBIS) 5(58) (March 24 

1978), p. N3 from Ma'ariv, March 24, 1978 pp. 24, 31(Snider et al. 1979, p. 

1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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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내정에 

관여, 간섭하기 보다는 남부레바논 문제와 관련해서만 적극성을 보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개입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곤 하였는

데, 이는 스스로가 시리아와 구별되는 점이 있음을 자각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87) 또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국경을 존중”할 뿐 아니라 

“레바논 영토의 1인치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곤 하였

다.188) 심지어 5/17 후퇴 합의(1983)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소한의 안

보적 조정”과 함께 “레바논의 독립과 주권을 표현한 합의”라고 규정하기

도 하였다.189) 

시리아, 이스라엘에 비해 비교적 늦게 행해졌던 이란의 개입을 살

펴보겠다. 이란에서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이후 혁명의 확

산과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생기고서야 레바논 상황이 시야에 

들어왔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이란은 비교적 간접적인 방식으로 레

바논 상황에 개입을 하였지만, 이란과의 직접적인 교류 속에서 이란의 

지휘를 받았던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란 개입의 효과는 상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레바논은 다양한 종파들 중에서도 시아 무슬림 인구수가 최대 규

모인 독특한 국가이다.190) 이로 인해,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에게 레

187) 이스라엘 내각은 레바논이 시리아에 항복하는 것은 레바논의 독립, 주권의

“사망”을 뜻한다는 의견은 표명하였다.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s

bureau on the Israel-Lebanon Agreement, 5 March 1984(이스라엘 외교부 웹

사이트, 검색일: 2018. 05. 14) 참조.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6/Pages/157%20State

ment%20by%20the%20Prime%20Minister-s%20bureau%20on%20th.aspx 

188) Statement to the Special Assembly by Ambassador Herzog, 21 March

1978 (이스라엘 외교부, 검색일: 2018. 05. 14)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3/Pages/138%20State

ment%20to%20the%20Special%20Assembly%20by%20Ambassado.aspx  

189)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s bureau on the Israel-Lebanon

Agreement, 5 March 1984 (이스라엘 외교부, 검색일: 2018. 05. 14)

http://mfa.gov.il/MFA/ForeignPolicy/MFADocuments/Yearbook6/Pages/157%20State

ment%20by%20the%20Prime%20Minister-s%20bureau%20on%20t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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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논은 이란의 혁명 이념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에 개입하게 된 가장 우선적 동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프레스톤에 따르면, 이란은 레바논을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진입 

다리로 여겼을 뿐 아니라 레바논은 이란에게 친이란 집단의 규모를 활용

하여 서구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였

다.191) 

여러 요인들 속에서 이란의 개입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란의 개입이 종교적 목적과 프로그램의 전파를 중심으로 행해

졌다는 점을 두고 종교적 개입이라 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이

슬람주의 프로그램은 샤리아 법(Shari'a Law)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 건

설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란의 개입은 레바논에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서 샤리아 법이란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며 이

슬람 국가는 “이를 질서의 바탕으로 여기며 국가를 통제하는” 국가를 뜻

한다.192)   

이상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란은 헤즈볼라의 이념적, 정책적, 그리

고 경제적 조언 및 지원을 함으로써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도왔다. 예컨대, 이란은 레바논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IRGC: Islamic Republic Guards Corps)를 직접 파견하여 군사적 지원

을 하였다. 나아가 혁명수비대는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의 혁명

사상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이념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메이

니는 이슬람공화국최고국방위원회(IRHDC: Islamic Republic Higher 

Defense Council)를 통하여 레바논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헤즈볼

라에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였다.193)

190) Sorenson 2009, p. 1

191) Preston 2004, pp. 173-174

192) Salwa Ismail, “Being Muslim: Islam, Islamism, and Identity Politics,” in Fre

deric Volpi (eds.), A Political Islam: A Critical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p. 17.

193) 박찬기 2008, pp. 219-220; Nassif Hitti “Lebanon in Iran's Foreign Polic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in Amirahmadi and Entessar (eds), Iran and 

the Arab World, (London: Macmillan Press, 1993), pp.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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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직, 간접적 개입 덕분에, 헤즈볼라는 1985년에 이르러 

레바논 전쟁의 가장 두드러진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헤즈볼라의 공격적인 영향력 확대는 곧 종교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양상을 레바논의 대내적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란의 개입은 레바논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도 지속, 확대되었다.

요약하자면, 제 3국면에서 시리아는 제 2국면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개입을 진행하였다. 레바논에서의 우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시키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

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레바논의 대외적 독립성, 자율성의 문제를 드러낸

다. 이스라엘 또한 2국면에서와 마찬가지의 맥락에 개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3국면에서의 이스라엘 개입은 더욱 확대되어 레바논 전쟁에 새

로운 여파를 남겼다. 특히 주권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레바논-이스

라엘 후퇴합의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개입의 규모를 감축시켰음에도 불

구하고 레바논 내 영토에 대한 일종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영토를 ‘공유’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스라엘 개입은 3국면을 통해 남부레바

논에 대한 영토주권에 대한 권리를 제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3국면에

서 최초로 행해진 이란의 개입 또한 다방면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헤즈

볼라에게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레바논 내에 새로운 정치 권위 구조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일종의 종교 권위체로서 레바논

의 헤즈볼라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국내적 주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 국면에 들어서며 더욱 표면화된

다. 이렇듯 3국면에서의 개입 현상들은 점차 레바논의 주권이 불완전함

을 적극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 또한 점

차 현저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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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국면, 타이프 협정으로의 진전 (1985-1990)

1) 타이프 협정(1989)에 이르기까지

레바논 전쟁의 마지막 국면은 1985년부터 종전협정인 타이프 협

정(Ta'if Agreement, 1989)이 체결, 이행되기까지의 시기로써 이는 약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이 국면을 크게 세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해당 국면에서는 타이프 협정으로의 단

계적 진전이 있었고, 둘째로 그 과정을 주도한 시리아는 레바논 내 깊숙

이 전략적으로 침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 국면에서는 헤즈볼라라는 

종교적 단위가 이스라엘 투쟁을 주도함과 동시에 레바논 내에 이란 발 

이슬람주의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스라엘의 후퇴 이후, 각종 파벌 간의 갈등 구도가 복잡하고 복

합적으로 형성되었다. 팔레스타인 세력 내 갈등, 급진 순니파 대 친시리

아, 팔레스파인 갈등, 아말-무슬림 연합 vs. PLO 갈등, 기독교 내부에서 

친시리아 파벌 간 갈등, PSP와 아말 대 순니 세력 간 갈등, 헤즈볼라 대 

이스라엘, 아말 간 갈등 등 각각의 세력들 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었

다. 제 2국면에서 시작되었던 종파 간 세부 균열이 다음 국면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마지막 국면에 이르러서도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였

다.194)

하지만 레바논의 정부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10년 이상 지속되

고 있는 전쟁을 종결시켜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에 1980년 중반

부터 레바논에서는 종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행해졌다.195) 특히 

194) Preston 2004, pp. 70-71.

195) 이를테면, 안보협동위원회(Security coordination committee, 1985.07) 구성, 삼

부 협상(Tripartite agr19eement, 1985.12.28) 체결, 안보 플랜(security plan) 설정 

등과 같은 작업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말-PLO 간 합의, 아말-헤즈볼라 간 합의

(1989.01) 등 갈등 행위자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레바논 전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

나,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로 종전의 부위기가 형성되었음은 분명하였다. 오밸런스

의 저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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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개입 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리아가 주도

하였던 삼부 합의(Tripartite Agreement, 1985.12.28)이다. 이는 시리

아가 최초로 기성 정치 집단이 아닌 비주류 정치 집단(저항세력)과 협력

하여 진행한 최초의 합의였다. 레바논군(Forces), 아말, 민중사회당

(PSP) 지도자가 참가하였고, 합의문은 내부 개혁 문제와 시리아와의 긴

밀한 관계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리아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후 타이프 협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

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시리아는 전쟁 이후의 체제를 장악하기 위

해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6)

이와 더불어 타이프 협정으로 나아가기까지 행해진 평화 구축의 

노력들은 주로 시리아의 주도 하에 행해졌다. 예컨대 시리아 협상가 카

담(Abdul Hallim Khaddam)은 아말-PLO 합의나 저항 세력 내부 충돌

을 중재하며197), 레바논의 정치엘리트층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1986

년 레바논 정부의 안보플랜은 시리아의 관리 하에 계획 및 이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레바논 정부의 요청 하에 시리아군은 서-베이루트에 폭력 

상황에 대한 무력 진압을 행하였다.198) 심지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형

식으로 레바논 상황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던 이란과의 평화회담 또한 레

바논 정부가 아닌 시리아가 진행하였다.199)

(O'ballance 1998) 

196) 물론 이는 1986년 초에 기독교 세력(Samir Geagea, L. Forces)이 저항세력을 베

이루트에서 축출하면서 삼부 합의의 결정은 붕괴되었지만, 그 효력은 붕괴되지 않았

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Hassan Krayem,  “The Lebanese Civil 

War and Taif Agreement,” in Conflict Resolution in the Arab World; Selected 

Essays, ed. Paul Salem (Beirut, 1997, 

http://ddc.aub.edu.lb/projects/pspa/conflict-resolution.html); Harris 2012, pp. 

249-250; Preston 2004, pp. 34-35를 참조. 

197) O'ballance 1998, pp. 158-159; p. 164.

198) 당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행하였으나, 결국 레바논 

내 시리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결국 시리아에게 안보 권한이 이미 위임된 셈이었

다. (O'ballance 1998, p. 174)

199) 이는 1988년 5월 14일, 26일 각각 두 차례 행해졌다 (O'ballance 1998, p. 183) 

두 국가의 담화는 결국 1989년 아말-헤즈볼라의 평화 합의로 귀결될 수 있었다. 

(Preston 200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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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프 협정은 레바논의 종전을 이끌어낸 협정으로서, 아랍 연맹

을 중심으로 레바논 상황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체화 된 결과이

다. 1989년 9월 사우디 주재 하에 타이프 회의가 첫 개최되었고, 결국 

이는 총체적인 정전 협정으로서 타이프 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200) 타

이프 협정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대내적 정치 개혁 문제; 

둘째, 레바논 내 국가주권의 전영토적 확산; 셋째, 이스라엘 점령으로부

터의 해방; 넷째, 레바논-시리아의 관계. 

타이프 협정의 주된 내용은 정치 개혁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

이 협정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짐작

된다. 이 협정에서는 99석에서 108석으로 의석수 증가, 기독교 무슬림 

비율 조정(6:5에서 5:5),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설립, 종파주의의 철폐 

지향 및 분파주의 반대에 관한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201) 

협정의 내용 중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네 번째 안건인 레바논

-시리아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시리아 개입의 궁극적 목적이

었던 레바논-시리아 위계적 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되었음을 뜻하

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주둔이 처음 등장한 부분은, 레바논의 주권의 전

영토적 확산에 관한 조항에서였는데, 이 협정에서 국가주권 확산, 확립

을 위하여 “시리아군은 레바논 정부의 합법성의 효력을 조력”할 것이 언

급되었으며, 이는 “2년 내의 기간”으로 제한되었다. 물론 해당 협정의 

목적은 레바논 국가주권의 확립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당 협정

은 시리아 군의 레바논 주둔을 법제화하고, 그의 조력 하에서 국가주권

의 확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 실제로 레바논의 모든 

민병대의 비무장화를 통한 국가 통제력 확립의 과정은 시리아 군의 관

리,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

200) 타이프 협정으로 나아가기까지, 아랍 연맹은 레바논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수차례 

회담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평화 플랜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

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랍연맹은 타이프에서 레바논의 국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생존 국회의원 62명과 각 파벌의 지도자가 참가한 레바논 국회의 타이

프 세션이 곧 타이프 회의인 것이다. O'Ballance 1998.

201) Preston 2004, pp. 39-40. 

202) Preston 2004,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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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타이프 협정으로의 직접적인 과정에서 시리아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타이프 회의의 주축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

었다.203) 그럼에도 타이프 협정의 결과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의 위계적 

관계가 제도화된 것을 통해, 1989년 이전에 시리아는 이미 레바논 내에 

그 존재의 정당화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이프 

협정의 결과로 이전까지는 레바논을 “점령(occupation)” 했었던 시리아

가 1980년대 중반부터 레바논에 “합법적으로 주둔(presence)”하게 되

었다. 

시리아에 우위를 제도화하는 협정 내용으로 인해 레바논 내에서는 

협정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1989년 기독교 세력인 아웅204)

은 “시리아 해방 전쟁(War of liberation)”을 선언함으로써 시리아의 주

둔에 격렬한 반대를 했다. 아웅 장군에 따르면, 이 해방 전쟁의 목적은 

“자유로운 레바논”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시리아와 레바논

이 동등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205) 하지만 이러한 반발 또

한 아웅 장군이 레바논의 전후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서 끝을 맺었고, 레

바논은 대략 15년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헤즈볼라는 마지막 국면 동안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레바

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레바논 전쟁의 후반에 등장하였음에도 그 

203) 카사블랑카 정상회담에서 시리아가 배제된 이유는 첫째, 시리아는 오히려 지역 갈

등을 심화시키는 존재로 판단되었고,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레바논 내에서 시리아

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리아는 레바논의 

“평화” 구축을 위한 작업들에서 거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Krayem 1997). 

204) 아웅은 Forces에서 분리되어 나온 레바논군대(LA: Lebanese Army)의 장군으로, 

그는 시리아와 협력하는 당시 정부(Hoss 내각)를 부정하고 자신을 수상으로 내세운 

내각(Aoun 내각)을 구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카사블랑카 정상회담에서는 레바논의 

평화 협정을 민병대 지도자가 아닌 제도권 정치인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당

시 호스(Hoss)와 아웅(Aoun) 중에 누가 레바논을 대표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O'ballance 1998을, 아

웅 장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였다: New York 

Times, 1989. 09. 10. 

205) “Il ne faut pas dire les régions chrétiennes mais les régions libres du 

Liban(Orient-Le Jour)”. 이 때, Orient-Le Jour는 레바논의 프랑스어 신문. 

(Preston 2004, p. 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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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막강하였던 헤즈볼라는, 첫째로 이스라엘 후퇴와 함께 감소하

였던 대항 이스라엘 투쟁을 다시 격렬하게 이끌었다. 둘째로, 헤즈볼라

는 집단적 정체성을 이란의 이슬람주의라는 종교적 이념에서 찾음으로

써, 장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불분명해졌던 전쟁의 종교적 색채를 레바논 

영토에 다시 덧입혔다. 특히, 시아 집단의 적절한 대변자가 없었던 레바

논 환경에서, 종교권위체로서의 이란을 등에 업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 대중들에게 반가운 존재였다. 헤즈볼라의 대중적 지지와 인기는 점

증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레바논에서 “종교 권위자

의 통치(wilayat al-faqih)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는 헤즈볼라의 그러한 색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헤즈볼라

는 아말의 견제 속에서 시아파 내부 전쟁의 촉발 요인이 되었다. 아말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으로, 1987년-1990년 사이의 사망자는 1200명, 부

상자수는 4000명에 달하였다. 종종 아말의 대원들조차 헤즈볼라의 이념

적 공감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아말 지도부는 헤즈볼라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여겨진다.206) 

하지만 타이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상황적 변화

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타이프 협정 이후의 이야기는 본 연구의 범

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타이프 협정의 진행

과정에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거의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논의하

였듯, 타이프 협정을 기점으로 시리아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졌지만, 이

란은 타이프 협정을 거부하였다. 타이프 협정을 토대로 이뤄진 비무장화

에도 헤즈볼라는 무장단체로서의 맥을 이어갔고, 여전히 레바논 내에서 

국가경찰력 이외에 상비군을 보유한 단체로 남아 있다.207) 

206) Preston 2004, pp. 75-76.

207) 유의할 점은, 종전 이후에 헤즈볼라가 ‘공식 정당’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이다. 헤

즈볼라는 레바논의 상황에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레바논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호

메이니의 죽음, 그리고 헤즈볼라의 지도자 교체 등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한 결과였다: Joseph Algha, “Hizbullah's Infitah: A 

Post-Islamist Turn?” in Asef Bayat (eds.), Post-Islamism: The Changing 

Faces of Political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40-2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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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리아, 이란의 개입과 상호인정의 문제

마지막 국면에서 두드러졌던 시리아와 이란의 개입은 각각 레바논

의 베스트팔렌 주권과 국내적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바논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입은 레바논과의 위계

적 관계를 지향, 설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바논-개입국 간 상호인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4국면에서의 개입 현상들

은 중동의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드러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은 영토적 주권만을 침해하는 이

스라엘과는 상이함을 보였다. 의미심장하게도 시리아의 레바논 개입 이

유에 대한 연설에서 아사드는 단 한 번도 ‘주권(sovereignty)’과 ‘독립

(independen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개입의 불가피함

을 말하면서도 레바논 주권과 레바논의 독립에 대한 존중을 적극 표현하

였던 이스라엘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시리아의 개입 양상은 레바

논 주권을 적극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시리아는 베이루트, 베카 계

곡 등지의 영토를 점령하여 병력을 주둔시켰다는 점에서 레바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개입의 

본질은 레바논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행위할 수 없게 하였다

는 점에 있었으며, 이에 시리아 개입은 레바논의 대외적 독립성, 즉 베

스트팔렌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레바논 대통령이 다마

스쿠스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신(新) 국민헌장”을 발표한 때가 1976년

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시리아의 레바논에 대한 위계적 우위는 일찍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4국면에서 시리아는 타이프 협정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우위

(supremacy)” 확보에 성공하였다. 이는 2국면에서부터 표출되었던 시리

아의 목적이었는데, 3, 4국면을 통해 전략적으로 그 권리를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타이프 협정에서는 레바논 내에서의 시리아의 우위가 법적으

로 ‘합법화(legalized)’ 되었다.208) 아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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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리아와 레바논 간 ‘특별한’ 관계의 강조를 통해 시리아 군의 레

바논 내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1국면에서 언급되었던 ‘대시리

아 관념’과 ‘역사적 불가분적 관계’의 제도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레바논은 아랍의 동맹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랍 국

가들과 진정한 형제 관계로 묶여 있다.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서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며, 이는 혈연관계,

역사, 형제로서 공동의 이익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

것은 양국 간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

의 개념이 확립되는 지점이며, 주권과 독립의 틀 안에서

두 형제 국의 이익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에 대

한 양자협정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다.209)

-Taif Agreement, 1989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은 관계적 이해에 기반한 시리아의 정치적 개

입이 레바논과 위계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다. 시리아의 개입의 궁극적 목적이 레바논 내에서의 패권, 혹은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듯이 시리아는 실제로 전쟁 개입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진다.210) 타이프 협정은 이러한 시리아의 

성취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도 시리아는 이러한 협정에 기반하

여 2005년까지 대략 3만 명의 병력을 레바논에 주둔시켰다. 이에 하리

스(W. Harris)는 전후 시기에서 2005년까지의 레바논 역사를 ‘시리아 

208) 타이프 협정은 레바논 정부뿐만 아니라 아랍연맹(AL)과 국제연합(UN)에서도 승인

되었다. 이는 레바논 내 시리아의 합법적 주둔이 국제적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Osoegawa 2013, pp. 92-94. 

209) 타이프 협정의 내용은 레바논 정부가 제공한 영문본을 통해 확인하였다. “The 

National Accord Document - The Taif Agreement” (검색일: 2018.05.17) 

http://www.presidency.gov.lb/Arabic/LebaneseSystem/Documents/TaefAgreemen

tEn.pdf 

210) Sandra M. Saseen, “The Taif Accord and Lebanon's Struggle to Regain its 

Sovereignty,”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 No. 1. 

(1990),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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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기’로 규정하고 있다.211) 

이란의 경우는, 헤즈볼라를 통하여 레바논 전쟁에의 개입을 직, 간

접적으로 하였다. 이전 국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헤즈볼라에게 이

념, 정책, 군사,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레바논 내에서의 영향력

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1989년에 이란은 레바논에 1,500명-2,000명

의 혁명군(Revolutionary Guards)을 지원하기도 하였다.212) 히티에 따

르면 이란의 관료들이 베이루트를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란이 레바논 개입의 규모와 중요성을 증대해 나

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213)

영향력 확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메이니 주도의 이슬람 사상의 

전파였으며, 동시에 “이슬람형 정부(Islamic model of government)”를 

수출하는 것이었다.214) 이란은 레바논이라는 공간을 이념 확산을 위한 

“기지(platform)”이자 매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헤즈볼라를 중

심으로 이란에게 훈련을 받은 혁명대원들은 이라크나 심지어 유럽에까지

도 파병되곤 하였다.215) 이 뿐만 아니라, 이란의 레바논 개입은 이란과 

아랍 세계와의 소통의 창구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레바논은 종파 

간의 지난한 전쟁이자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최전선이었다는 점에서 아

랍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히티(Nassif Hitti)는 이란이 레바논 영토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시선을 적극 활용하여 이슬람 이념적 확산을 꾀하

211) William Harris, Lebanon: A History, 600-201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57-269. 구체적으로 하리스는 1990-2000년의 시

기를 “고도의 패권기”로, 2000-2005년까지의 시기를 “부주의한 패권기”로 구분하였

다.  

212) Preston 2004, p. 174.

213) Hitti 1998, pp. 180-181.

214) Hitti 1998, p. 187.

215) 이러한 훈련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헤즈볼라의 주된 

존재의 이유이자 활동의 중심에는 항-이스라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부 레

바논에서의 헤즈볼라의 활동은 전술적으로 SLA를 직접 타겟하여 붕괴시키는 것이었

다. 이는 이스라엘-레바논의 연결망을 끊고, 이스라엘방어군(IDF: Israel Defense 

Force)의 철수를 목표로 하였다. Iver Gabrielson, “The evolution of Hezbollah's 

strategy and military performance, 1982-2006,”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25. No. 2. (2014), pp. 258-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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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주장하였다.216) 

이란의 목표와 관련하여 헤즈볼라에게 이란은 주요한 이념적 원천

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즈볼라는 이념적으로 호메이니의 

이론인 “이슬람 법학 후견인(wilayat al-faqih, Guardianship of the 

Jurisprudence)”을 따랐을 뿐 아니라, 이란은 마치 그들에게 “이념적, 

종교적 어머니”처럼 여겨졌다.217) 아래 인용문은 당 지도자(Sheikh 

Abdul Karim Obeid)가 헤즈볼라가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과는 분리 될 수 없는 결정입니

다. 이란이 ‘아니(no)’라 하였고, 우리 또한 ‘안 된다(no)’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

습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란이 결정하고 우린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할 뿐입니다.218)

-Sheikh Abdul Karim Obeid, 1986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룰 점은, 이란 개입의 목적과 이란-헤즈

볼라와의 관계가 주권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이다. 우선 이란의 개입은 

헤즈볼라로 하여금 레바논 내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레바논이라는 근대적 형태의 국가와 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새로운 국가 건

설을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레바논 내에서 정부가 국내

적 주권이 위협받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레바논 전쟁이 

종결된 후에도, 경찰력과 군대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 헤

즈볼라의 등장과 존재의 양상은 레바논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에 장애물

216) Hitti 1998, pp. 189-190.

217) Algha 2013, p. 242

218) Al Yaom al Sabi' (The Seventh Day) (Paris) 10 November 1986, p. 17 (Hitti 

1993, p. 18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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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219)

또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는 호메이니의 이론에 있

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는 이란과의 관계에 대

해서도 상호인정에 기반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헤즈볼라와 이란의 종교적 질서 이해에서는, 레바논

과 이란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별개의 자율적 권

위체가 아니다. 이란 중심의 이슬람 세계에서 이란은 종교적 권위자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헤즈볼라에서 이란을 “어머니”로 여긴다는 점, “이

란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점 등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헤즈볼라와 이란이 설정한 레바논-이란의 관계

는 주변부-중심부(중앙)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레바논 전쟁은 1990년에 전쟁 종결을 선언하기까지 총 16년의 시

간동안 지속되었다. 1989년에 타이프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

히 갈등과 폭력 사태는 지속되었으며, 그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야 겨

우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레바논은 시리아의 압도적 

패권이 2005년까지 지속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입지를 

다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비무장화가 실패함으로

써 여전히 국내적 주권의 확립이 소원한 상태였다. 비록 2000년대에 들

어서며 레바논의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까지

도 레바논 주권의 불완전함은 표면화 되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19) 다른 의미에서도 당시 헤즈볼라의 존재와 목적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을 뜻하였다. 근대적 개념으로서 주권국가는 역사적으로 정교분리를 통한 정치 

세속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폿(D. Philpott)이 지적하듯, 정교분리 원칙은 

근대국가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토대 위에 건설되는 국가의 형태는 근대

적 주권국가로 여겨질 수 없으며, 헤즈볼라의 레바논 영토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

은 곧 근대국가 레바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필폿의 논의는 다

음 참조: Philpot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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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레바논 전쟁은 전쟁의 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와 외의 문제가 

결합하면서 전개되었고, 그러므로 내와 외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전쟁의 

전개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었다. 특히 본 글에서는 레바논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이란의 1) 개입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2) 그것이 레바논 주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3)레바논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특히 주목하여 15년

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레바논에 최초로 개입을 행한 국가는 시리아

였다. 시리아의 개입은 아랍연맹의 아랍억지군 파병 결정과 함께 지역적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리아 개입의 정당성, 합법성의 문제

와 별개로 시리아의 개입은 레바논의 주권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연중에 점진적으로 침해해 나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는 1국면의 끝을 상징하는 리야드 회의를 주도하여 이후 레바논 상황을 

관리, 통제하는 권한을 얻었고, 본격적으로 평화강제자로서의 역할을 자

청하였다. 그러나 3국면에 이르자 시리아의 개입 양상은 정부의 회의를 

참관, 주도 하는 형태를 띠었으며 4국면에서는 심지어 군사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레바논과의 위계적 관계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시

리아의 개입이 레바논을 ‘점령’하던 것에서 나아가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은 레바논의 베스트팔렌 

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시리아-레바논 간의 관계

가 과거 제국적 위계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쟁 발발 이전부터 레바논 영토에 간헐적 공격을 하던 이스

라엘은 1970년대 후반(2차국면)부터 보다 전략적, 적극적인 개입을 행

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개입은 시리아에 비하면 

보다 단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레바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단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터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스라엘은 1) 레바논 내 反팔레스타인 세력에 대한 지원, 협조 정책과 더



- 97 -

불어 2) 팔레스타인 무장대의 활동 본거지인 남부레바논 영토를 점령하

였다. 특히 3국면에서 대대적인 침공을 통해 레바논 영토에 대한 영향력

을 높이고자 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합의 하에 남부레바논

에 머무르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직접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기독교 세력 지원을 통하여 남부레바논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개입 양상은 내정 간섭보다도 영토 점령

을 통해 자국의 안보 위협을 대처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스라엘의 개입은 레바논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났으

며, 이스라엘은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면서도 레바논의 주권을 존중한다

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시리아와는 상이함을 보였다.

반면에 이란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개입을 행한 경우였

다. 우선 이란은 무력 개입을 하기보다는 헤즈볼라라는 무장대의 설립, 

지원함으로써 레바논 전쟁에 관여하였다. 또한 호메이니의 이란은 헤즈

볼라에게 이념적 원천이 되었을 뿐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영토에 이슬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헤즈볼라에게 정책

적, 경제적, 그리고 병력 지원을 하였다. 비록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같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었으므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3-4국면에서 레바논 상황 통제를 위하여 이란과의 협의가 있었던 점으

로 미루어 이란의 간접적 개입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레바논 

주권과 관련하여 이란의 개입을 살펴보면, 이란의 개입은 헤즈볼라로 하

여금 레바논 영토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추동하였고, 이는 

이란과의 종교적 네트워크 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레바논의 대내적 최고

성을 의미하는 국내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란의 

종교적 개입 속에서는 이란과 헤즈볼라(레바논)의 관계가 종교 권위체와

의 위계적 관계였다는 점에서 주권국가 간 상호인정이 결여된 현실이 드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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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국면별 개입 현상의 양상

국면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년도 1975-1976 1977-1982 1982-1985 1985-1990

특징
전쟁 발발과 

시리아의 적극성

시리아 ‧ 이스라엘 

개입 공고화

이스라엘 총공격과 

헤즈볼라의 등장

타이프협정으로의 

진전과 시리아 

주둔의 법제화

시

리

아

‧ 무력 개입

‧ 리야드 평화협정 

주도  

‧ 평화강제자, 무력을 통한 갈등 관리 

‧ 병력 규모 유지 

․ 정치 회의 주도

․ 군사협정 체결을 

통한 합법적 주둔

‧ 내정 주도 

이스

라엘
-

‧ 병력 주둔

‧ 기독교 세력 지원

․ 침공을 통해 

베이루트까지 진입

․ 남부레바논 관리

‧ 남부레바논 관리

이란 - -
    ․ 이란혁명군 파병, 대원 훈련

    ․ 이념, 정책, 재정적 지원

종합하자면, 시리아의 정치적 개입, 이스라엘의 영토적 개입, 그리

고 이란의 종교적 개입은 각각의 개입 현상들은 레바논 주권이 불완전함

을 드러내주고 있다. 시리아의 개입으로 인해 레바논은 대외적 독립성이 

약화, 혹은 상실되었고 이스라엘의 개입은 레바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함

으로써 레바논의 영토의 배타성을 떨어트렸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개입

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내적 주권을 침해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리아 및 

이란의 개입에서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라는 근대적 의미의 평등한 국

가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제국적, 종교적 색채가 짙은 

전통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레바논-개입국 간의 상호인

정이 결여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레바논 

전쟁에서의 다양한 개입 현상들이 1) 단위의 차원에서, 그리고 2) 단위-

단위 간 관계 차원에서 중동의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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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양한 개입 현상과 전쟁의 복잡성

레바논 전쟁은 ‘레바논화(Lebanonization)’ 되었다. ‘레바논화’라는 

비유적 표현은 한 국가 내부에서 집단 간 갈등이 극심한 충돌로 비화되

어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국가의 완전한 붕괴, 종파적 분열과 무차별적인 폭력, 그리고 외부 

행위자들의 깊은 관여라는 세 가지를 토대로 그 상황이 특징지어지는 경

우를 말한다. 이 표현은 최근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등이 레바논 전

쟁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곤 하는

데, 이로써 ‘레바논화’는 복잡한 전쟁 양상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220) 

‘레바논화’라는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첨예한 갈등적 상황이 레

바논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레바논 또한 

15년간의 전쟁을 겪으며 ‘레바논화’ 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이 왜 ‘레바논화’ 되었나 하는 물음

에 답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이 글이 주목한 ‘레바논화’의 모습은 다양한 

개입 현상이 구성하는 전쟁의 복잡성이었다. 단지 종파 간의 갈등 혹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이라는 내러티브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그 복잡성의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레바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은 중동 지역 주권국가체제

의 불안정성의 표상이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레바논 전쟁의 다양

한 개입은 비단 한 단위의 불완전한 주권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레바논을 포함한 단위와 단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권의 논리가 완전

히 성립되지 않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레바논 전쟁

의 다양한 개입이 한 단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시

220)Samir Khalaf, Civil and Uncivil Violence in Lebanon: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unal Confli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halaf, 2002), pp. 10~15; New York Times, 1987. 11. 01; New York 

Times, 1991. 04. 21; Al Jazeera, 201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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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특히 한 단위의 문제와 체제적 문제 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주권국가체제의 현실은 역사 혹은 상황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권의 현실은 실로 가변

적이고, 동적이라는 대안적 관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Ⅲ, Ⅳ장에서는 앞 장에서 확인한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레바

논 전쟁의 다양한 개입 현상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레

바논이라는 한 주권국가 단위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

라엘, 시리아, 이란이라는 개입 행위자와 레바논 간의 관계의 차원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 Ⅴ-1]은 이상의 작업에서 

주권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확인한 결과를 개입 유형별로 정리하

였다.

[표 Ⅴ-1] 레바논 전쟁의 세 가지 개입 현상의 의미

영토적 개입 정치적 개입 종교적 개입

행위자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표면적 

현상

․ 남부 레바논 영토에 

대한 지속적 침범 상태

․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지속적 관여

․ 독립적 국가로 인정 X

․ 헤즈볼라(Hizbollah)에 

종교 이념적 source 제공

․ 경제적, 정책적 지원

․ 정치적 권위체로 존재

구체적 

동기/

목적

․ PLO 견제

․ 레바논 내, 마론파 

기독교 집단 지지

․ 대시리아(Greater 

Syria) 관념의 실현

․ 과거지향적 제국주의

․ 이란 이슬람주의 세력 

(시아파)의 팽창

․ 샤리아 법에 근거한 

이슬람 국가 건설

의미

․ 영토적 주권 침해 ․ 대외적 독립성 침해 ․ 대내적 최고성 침해

-

․ 전통적 위계 관계를 

토대로 베스트팔렌 

주권의 확립 방해

․ 정교일치 이념을 

근간으로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도전

레바논과 

관계
․ 주권국가 간 관계 ․ 제국적 위계관계

․ 종교 권위체와의 

위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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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Ⅲ, Ⅳ장의 논의에서는, 중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담

지한 레바논 전쟁 개입 현상들이 전쟁의 복잡성을 한층 강화하며 구성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양한 개입이 구성한 레바논 

전쟁의 복잡성은 우선, 레바논을 둘러싼 국제정치가 주권국가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국적 위계 관계, 혹은 종교적 위계 관계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이는 국제정치를 작동시키는 질서가 베스트팔

렌 질서와 근대 이전의 전통적 논리들이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 낸 복잡

성을 의미한다. 여러 질서가 중첩,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행위자

들 간에 합의되지 않는 지점들을 야기하며, 그 속에서 갈등 해결은 어려

워진다. 주권국가체제의 성립이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는 할 수 없으므로 주권국가체제가 반드시 역사의 진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갈등 양상의 

예측 가능성과 발생한 갈등의 해결이 용이해진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듯, 질서의 중첩은 갈등 구도의 다각화, 

논리의 충돌로 인한 갈등 재개 등과 같이 현상적 복잡화를 야기하였다. 

레바논은 1에서 4국면으로 나아갈수록 종파 내적 갈등과 분화가 심화되

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개입 행위자들

이 등장하며 갈등의 구도는 더욱 다각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종교

적 개입은 레바논 내 갈등에 다시 종파적 색채를 띠게 함으로써 갈등 해

결에의 어려움을 야기하곤 하였다. 즉 레바논 전쟁 복잡성의 핵심은, 중

동 주권국가체제의 불안정성을 담지한 다양한 개입 현상에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레바

논 전쟁에 대한 기존의 현상적 분석에서 나아가 복잡성의 근원을 탐색하

는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내전 연구를 국제정치학 전

반에서 이뤄지던 국가와 주권 일반에 관한 논의와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

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내)전과 개입의 문제는 엄연히 ‘국제

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함의가 강조된다. 셋째, 본 논문은 주류 국제

정치학 이론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던 지역 질서의 정치학을 중층적

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세 번째 함의가 발견된다. 이 글은 특정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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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왕의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전쟁, 개입, 그리고 질서에 대한 폭넓은 사유

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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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phor of 'Lebanonization' is a historical legacy left by 

the Lebanese war(1975-1990). It refers to the complex aspect of 

the Lebanese war, in which the conflicts have become more acute 

and complicated in the interplay of the sectarian conflict and 

external intervention.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intervention 

phenomena during the war, beginning with the question, why the 

Lebanese war has become so complex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various interventions in the 

Lebanese war represent a manifestation of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ern sovereign state system, which has intensified the 

complexity of the war. The intervention in the war not only 

revealed the problem of the imperfect sovereignty of Lebanon, but 

also the reality that the logic of sovereignty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among states. In other words, the complexity of the 

Lebanese war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overlap of the 

Westphalian order and the traditional order such as imp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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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 or religious hierarchy. 

This paper makes a thick-description on the history of 

Lebanese war through historical soci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intervention of Israel, Syria and Iran. In the process, 

Lebanon's territorial sovereignty, Westphalian sovereignty, and 

internal sovereignty are paired with the concept of territorial 

intervention, political intervention, and religious intervention. For 

example, Israeli territorial intervention invaded Lebanese territorial 

exclusiveness, Syrian political intervention based on imperial 

hierarchical relations.  infringed Lebanon's external 

independence/autonomy. Lastly Iran's religious intervention based 

on religious hierarchy reveals the problem of Lebanon's internal 

sovereignty .

The reality of sovereignty has different faces depending on 

different time and spaces. In other words, sovereignty is indeed 

flexible and dynamic.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instability the sovereign state system, various interventions, and 

the complexity of war in the Middle Eas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complexity. 

Second, it is an attempt to study civil war in the context of the 

'state' and 'sovereignty' discussed in IR scholarship. Third, it 

present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by revealing the 

politics of regional order which is not fully revealed in the 

mainstream IR theories. 

keywords : civil war study, Lebanese war(1975-1990), sovereign 

state system, intervention, complexity, historical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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