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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또는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과 난민 

문제는 오늘날까지 아랍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모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주권을 

옹호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제가 서구적 선입견을 

반영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냉전기 

아랍 정치의 주요 행위자였던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주권을 외면해버리는 외교정책의 노선 전환은 범아랍주의를 

주도하던 이집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흥미롭다.  

 본 논문은 냉전기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과 이에 따른 대(對) 

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연구질문은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왜 나세르의 

집권 후기에 이르러 소극적으로 변했는가?”이다. 본 논문은 

정치 지도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개입에 따른 정당성과 당위성의 

작용 여부가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국가 정체성의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나세르의 연설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적 

연설은 이념의 선전을 통해 국가의 성격과 역할, 정체성을 

청중에게 각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나세르의 연설이 

이집트 국민을 주 청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설문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에 접근하는 시도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 

인과적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내재하는 다양한 토픽을 

관찰하고,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기를 

분기점으로 상정하여 과정추적의 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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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와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국가 역할 인식은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는데, 범아랍 지도자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로의 역할 인식 변화는 ‘아랍의 주권’보다 ‘이집트의 

주권’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상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의 변화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이집트가 

소극적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직접적 정책과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 

체결 의지의 여부에 따른 간접적 정책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 

정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둘째,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아랍 정치에서 더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범아랍주의의 종식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연설문 형식의 메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적이고 해석학적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한다.  

 

 

주요어 : 외교정책론, 국가 정체성, 범아랍주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연설문 분석, 복합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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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민족과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여기는 각각의 조각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 1 – 
 

1.  문제 제기 

 

 “아랍 전통 질서인 범아랍 국가체제와 근대 국민국가체제 중 

어느 질서를 수용하는지의 여부는 국가의 행태에 차이를 야기하는가?” 

냉전기 아랍 국가들은 충돌하는 두 질서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또는 ‘무엇을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가’와 같은 당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했다. 탈식민화 이후 근대 이행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민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두 질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충돌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아랍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2  

 근본적으로 범아랍 질서는 제국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할된 

아랍 민족과 영토에 대한 단일한 주권과 정치적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상정한다. 따라서 범아랍주의의 관점에서 개별 아랍 국가들은 

“일탈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그들의] 경계는 침투 가능한 

허상이자, 지도자는 임시 관리인 또는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진다.3  이처럼 역사,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 온 독특한 구조 속에서 

단일한 주권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의 개입을 마땅한 의무로 여기는 

범아랍 질서는 구조적 무정부 상태에서 상호 간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1
 Kahlil Gibran, Garden of the Prophet (New York: A. A. Knopf, 1933).의 일부를 발췌. 

2
 아랍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주권 규범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확립된다. 다시 말해, 주권에 대한 인식이 담론적 또는 비담론적 형태로 공유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가 형성되고, 이는 국가의 행태와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대

를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 주권 규범의 수용은 아랍 민족의 정치적 통합과 영

토적 연속성을 인정하는 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반면, 개별 국민국가 주권 규범의 수

용은 민족의 단위가 아닌 독자적 주권을 보유한 근대국민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제

도의 확립을 야기한다. Michael N. Barnett, "Sovereignty, Nationalism, and Regional 

Order in the Arab States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Summer 

1995), pp. 479~510.   
3
 Walid Khalidi, “Thinking the Unthinkable: A Sovereign Palestinian State,” Foreign 

Affairs, Vol. 56 (July 1978), p.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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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이 필수불가결한 주권국가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4 

 개입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례가 바로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의 

문제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또는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영국의 승인 아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에 국가를 건설하고 70만 

명 이상의 난민 문제를 초래한 사건이다.5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과 난민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데, 특히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범아랍 질서에 따라 같은 아랍 민족의 주권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 또는 주권국가 질서를 수용하여 타 국가의 주권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야말로 아랍 국가들이 1948년 

이래로 줄곧 고민해온 숙제였던 것이다.  

 상당수의 기존 연구는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영토 점령과 

난민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아랍 

민족으로서 당연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권리를 옹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제국주의 세력을 적대시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랍 정치의 내생적 동학을 고려하지 않는 관점으로, 

서구적 선입견을 오롯이 반영하는 오류를 범한다. 6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국가들을 통합하는 기제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균열을 야기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영토적 해방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과 이념적 가치에 따라 

상이한 입장과 정책을 형성한다.  

 이에 본 논문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지배적인 

관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냉전기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과 이에 따른 대(對)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목적을 갖는다.  

                                            
4
 전통 질서와 근대국가 질서에 따른 조직원리의 위계적 복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전재성,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2014.6), pp. 

7~45.를 참고. 
5
 아랍 국가들은 1948년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난민을 90만명 이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 집계는 약 52만명에 그친다. 본 논문에서는 

UNESM(United Nations Economic Survey Mission)과 UNRWA(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가 집계한 726,000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Benny Morris, The Birth of Palestinian Refugee Problem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602.  
6
 Kerr, 1971,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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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가 냉전기 아랍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정학적으로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고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7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1960년대 이집트의 인구는 전체 아랍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1950년대 아랍 연맹(Arab League) 예산의 

절반을 지원했을 정도로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국가였다.8  무엇보다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대통령에 의해 아랍 지역은 범아랍주의로 물들었는데, 

범아랍주의의 전례 없는 아이콘으로서 나세르는 아랍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9  실제로 미 중앙정보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호전적 민족주의는 앞으로도 아랍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나세르는 아랍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자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10 

 아랍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이집트는 시리아, 예멘 등의 

국가들로 구성된 혁명적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며 범아랍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고, 자연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선두로 하는 보수적 

왕정주의 국가들과 대립했다. 아랍을 단일한 주권을 가진 통합국가로 

통일하겠다는 나세르의 야망을 견제했던 왕정주의 국가들은 범아랍 

질서에 대항해 주권국가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두 진영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아랍 냉전(Arab Cold War) 11 ”의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랍 정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는 범아랍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 노선의 완전한 

선회이다. 나세르 집권 초기에 이집트는 범아랍주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권리를 옹호했다.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영토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던 나세르의 고집은 범아랍주의의 신념을 

                                            
7
 Ghada Hashem Talhami, Palestine and Egyptian National Identi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92), p. 68.  
8
 Baghat Korany, “The Arab World and the New Balance of Power,” in Michael C. 

Hudson (ed.) Middle East Dilemma: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Arab Integ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 41. 
9
 Adeed Dawisha, Egypt in the Arab World: The Elements of Foreign Policy (New 

York: J. Wiley, 1976), pp. 75~76. 
10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sser and the Future of Arab Nationalism, ”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o. 36-61, June 27, 1961. 
11

 Malcolm H. Kerr, The Arab Cold War: Gamal ‘Abd Al-Nasir and His Rivals, 1958-

19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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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로저스 계획(Roger’s Plan)을 수용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문제를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하면 되는 ‘난민’의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상을 맺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에 건설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집트의 상반된 외교정책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범아랍주의의 아이콘이자 체현인 나세르가 더는 

아랍의 가치와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아랍주의의 종식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의 대립에서 후자가 

지배적인 질서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범아랍주의는 정치적 

효력을 상실한 신화에 불과하며, 아랍 정치는 범아랍의 이념이 아닌 

주권국가의 이익에 따라 운용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존재한다.12 

범아랍주의의 종식은 아랍 정치 내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는데, 크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 구도로 인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공고화와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관하여 아랍 국가들이 더 

이상 이념이 아닌 이익에 따른 외교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 질서의 대립과 잇따른 범아랍주의의 종식은 아랍 

정치의 동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으로써 작용한다.13  

 본 논문은 범아랍 질서의 선두자 역할을 자처했던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현상에 의문을 가지며,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12

제 14차 한중동협력포럼에서 자와드 아나니(Jawad Anani) 요르단 전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아랍 통합에 대한 관념은 아랍 국가들에 의해 존속되지 

않는다. (중략) 그들은 단지 자국에 필요한 파트너쉽과 정책을 시행할 뿐”이라며 현 중동 

국제정치의 속성을 평가했다. 냉전기 많은 아랍 국가들의 정책적 기반이자 아젠다였던 

범아랍주의의 이상과 가치는 오늘날 더 이상 정치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Jawad Anani, Keynote speech at The 14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Speech, Seoul, November 27, 2017). 
13

 범아랍주의의 종식과 신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포아드 아자미(Fouad Ajami)의 

‘범아랍주의의 종식(The End of Pan-Arabism)’을 들 수 있다. 1967년 6일 전쟁을 기점

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범아랍주의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완전히 상쇄되었다는 것이 핵

심 논의이다. 반면, 하산 나파(Hassan Nafaa), 왈리드 칼리디(Walid Khalidi), 모하메드 

헤이칼(Mohamed Heikal) 등은 범아랍주의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며 아자미

의 논지를 반박한다. 반면, 칼 레이든(Carl Leiden)은 범아랍주의가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황금기는 지났다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Hassan Nafaa, “ Arab 

Nationalism: A Response to Ajami’s Thesis on the “End of Pan-Arabism”,” Journal 

of Arab Affairs, Vol. 2, Iss. 2 (April 1983), pp. 173~99., Mohamed H. Heikal, 

“Egyptian Foreign Policy, ”  Foreign Affairs, Vol. 56, No. 4 (January 1978), pp. 

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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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한다. 중요하게는 상충하는 두 질서, 즉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세르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외교정책의 

차이를 분석하는 목적을 갖는다.  

 

2.  연구 질문 

 

 범아랍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에 

따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 점령은 아랍 영토의 점령이며, 그들이 

겪는 위협 인식은 아랍 전체가 느끼는 위협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아랍 

지도자인 나세르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전체의 문제이자 

이집트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세르의 태도와 

외교정책의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외교정책의 중대한 노선 전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왜 집권 후기에 이르러 

소극적으로 변화했는가?”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을 다룬 연구는 희박하지만, 

중동 외교정책 연구의 주요 이론적 접근을 고려한다면 위의 질문에 대한 

잠정적 설명으로 냉전 논리를 강조하는 체제적 접근과 지역의 내생적 

역학에 주목하는 비서구 이론의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체제적 

접근은 냉전 논리에 따라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이해한다.14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일종의 후견국으로 상정하는 체제적 접근은 나세르의 

외교정책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6일 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아랍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로 작용했는데, 냉전 논리에 따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에 대항하여 소련과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세르는 미국의 협상안을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14

 체제적 접근의 핵심은 체제 수준의 냉전 논리가 하위체제의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강대국 정치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아랍 국가들은 냉전의 규

정성으로 인해 주체적인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냉전이 3세계 발전에 미친 

영향(지역 분쟁, 민주주의, 경제 발전의 악화 등)에 관한 논의는 Fawaz A. Gerges, The 

Superpowers and the Middle East: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1955-1967, 

(Boulder, CO: Westview, 1994); Guy Laron, Origins of the Suez Crisis: Postwar 
Development Diplomacy and the Struggle over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1945-

1956.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1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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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협상을 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이에 

따른 결말은 아랍 정치의 냉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체제적 

설명력은 나세르가 미국의 협상안을 수용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변화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다. 

 한편, 지역의 내생적 역학에 주목하는 비서구 이론은 주로 

정당성 문제를 주요 변수로 상정한다. 3세계 국가들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규범적 개입에 따른 안보 위기에 직면하는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외교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5  하지만 이 또한 나세르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당시 이집트 여론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끝까지 이집트가 

개입하길 원했는데, 실제로 나세르는 1968년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의 

회의에서 “이집트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며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거부한다. 나는 수차례의 전쟁이 이들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욱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16  결과적으로 당시 이집트의 

국내적 상황을 미루어 보아,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소극적 변화는 

나세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위협에 처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체제적 접근과 비서구 이론이 갖는 설명적 한계를 

보완한다. 이때 국가 정체성은 나세르가 인식하는 국가 역할 

인식(national role perception)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집트 권위주의 

레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집트 국가 행위자를 나세르 개인 행위자로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집트 외교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세르의 중심적, 독단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 개념은 아래로부터(bottom-

up) 형성된 정체성이 아닌, 정치 지도자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위로부터(top-down) 형성된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17  국가 정체성의 

                                            
15

 Mohammed Ayoob, “Inequality and Theoriz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ase 

for Subaltern Realis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 No. 3 (Autumn, 2002), 

pp. 27~48. 
16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 ‘ Abd-al-Nasir ’ s Secret Papers, ” 

Translations in Near East and North Africa, No. 1865, Report 72223 (Washington, 

D.C., 1978), p. 95. 
17

 실제로 당시 이집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나세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부

분의 연구가 의견을 같이 한다. Joseph P. Lorenz, Egypt and the Arabs: Foreign Policy 

and the Search for National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2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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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pan-Arab identity)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Egyptian sovereign-state 

identity)으로 변함에 따라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이 

적극적 정책에서 소극적 정책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의 구체적인 인과적 메커니즘은 역할 이론(role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가 인식하는 위로부터의 국가 

정체성은 스스로 부여하는 역할과 구조에 의해 부여받는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역할 인식 변화는 아랍 국가 체제의 핵심이 되는 

주권 개념의 인식 차이를 야기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외교정책의 변화로 귀결된다. 

범아랍주의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나세르의 초기 외교정책과는 달리, 후기 외교정책은 이집트 우선주의 

노선에 따라 훨씬 소극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례의 선정 근거와 

방법론적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이집트 단일 

사례18 내의 시기별 비교 연구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19 이집트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범아랍주의 연구에 있어서 

                                            
18

 본 논문과 같은 사례 내 비교 연구(comparative observation within cases)에 대해 

반 에바라(Stephen Van Evera)는 사례 간 비교 연구(comparative observation across 

cases)보다 제 3의 변수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세르 정권의 초기와 후기에 나타나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방법

론적으로 통제된 비교 연구로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간 비교 연구에 비해 

사례 내 비교 연구는 추론(inference)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구조화

(structured)되고 집중화(focused)된 방법과 논리로 보완이 가능하다. Stephe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49~88.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4). 
19

로스너(James N. Rosenau)는 단일 사례 연구가 지식체계에 흥미로운 기여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점에서 과학적 추론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은 사례 선정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의 논리를 간과한다. 즉,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특정한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례의 범주화를 통해 비교의 

논리가 이미 적용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James N. Rosenau, “Moral Fervor, 

Systematic Analysis, and Scientific Consciousness in Foreign Policy Resear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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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국가로, 이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냉전기 

아랍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critical 

case)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나세르라는 인물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른 시기 그 어떤 국가보다 연설문이나 회의 기록 등을 포함한 1차 

자료들이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하다.  

 본 논문은 정체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복합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먼저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연설문에서 드러나는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지표로 삼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1956년부터 1970년까지 

총 15년에 걸친 방대한 양의 연설문을 분석한다. 정치 지도자의 

연설문으로 국가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 이집트가 권위주의 

국가이며 동시에 나세르가 이집트 외교정책의 주요 정책 결정자라는 

점에서 가능하다. 이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형성된 위로부터의 국가 

정체성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 장에서 

소개된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은 단어 빈도수, 

감정 분석, 문서 간 상관관계 및 클러스터링, 단어 연결망 그리고 토픽 

분석 기법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적(descriptive) 분석과 인과적(causal) 

분석으로 나뉜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갖는 분석적 강점은 

방대한 양의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접근만으로 이뤄졌던 국가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다 실증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연설문 자료는 

나세르 온라인 아카이브에 수록된 연설문으로, 15년 동안 이루어진 

연설문 총 393개를 분석에 활용한다. 연설문은 아랍어로 작성된 것으로 

온라인 번역기와 연구자에 의해 총 두 차례의 번역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추적(process-tracing)을 시행한다. 20  본 논문에서는 

                                                                                                               
Austin Ranney (ed),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Chicago: Markham, 1968), 

pp. 197~238. George and Bennett, 2004, p. 68.에서 재인용. 
20

 과정 추적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결과 사이에 발생하는 인과적 연쇄와 메커니

즘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으로 정의된다. 데릭 비치(Derek Beach)와 라스무스 페더슨

(Rasmus Brun Pedersen)은 과정 추적의 세 가지 목적을 가설 검증, 가설 형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분류한다. 이 논문은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가설을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는 점에서 가설 검증의 기능을 수행한다. 

Derek Beach and Rasmus Brun Pedersen, Process-Tracing Methods: Foundations 

and Guidelin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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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킨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사이에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이 존재한다고 본다. 두 

변수 사이의 인과적 과정은 <표 1-1>에 상세히 서술된다. 한편, 과정 

추적에 활용되는 자료는 주로 1차 문헌으로 나세르의 연설문과 저서, 

회의록, 각종 정부 문서 등이 포함되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중동 역사학자들의 2차 문헌을 참고한다. 

 <표 1-1>은 본 논문의 가설과 조작적 개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검증 방법을 정리한 표이다. 표의 좌측에는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인과적 메커니즘 

과정을, 우측에는 가설에 필요한 개념화와 절차에 다른 검증 방법을 

나타내었다. 먼저 국가 정체성의 변화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 21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가밀 마타르와 알리 아딘 힐랄(Gamil Matar and Ali al-Din 

Hilal)이 아랍 정치의 주요 층위로 제시하는 체제, 지역 하위체제 그리고 

국가(행위자) 수준을 구분하여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22  

 한편,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연쇄 

메커니즘은 국가 정체성이 국가 역할 인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이집트가 수행해야 할 혹은 이집트에 기대되는 특정한 

역할이 나세르 자신으로부터 부여되고 동시에 다른 행위자나 구조로부터 

부여된다. 국가 정체성에 따른 이집트 국가 역할 인식의 변화는 

이집트가 개입해야 하는 ‘자신’의 문제와 개입하지 않아도 무관한 

‘타자’의 문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주권 개념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어디까지는 자신의 문제로 포용하고, 어디까지를 타자의 문제로 배척할 

것인지의 여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이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이익과 관념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21

 허용 조건(permissive condition)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때 핵심은 무조건적인 인과를 의미하지 않으며 촉발인 사건 또는 생산 조건

(productive condition)이 동시에 작용할 때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개념은 

제도의 경로 변경을 설명하는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의 인과적 분석틀에서 차

용했다. Hillel D. Soifer, “The Causal Logic of Critical Junctures,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5, No. 12 (2012), pp. 1572~97. 
22

 Gamil Matar and Ali al-Din Hilal, Al-nizam al-iqlimi al-arabi [Arab Regional 
System] (Beirut: Dar al-Mustaqbal al-Arabi,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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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지역���������	
��������������������  외교정책���������	
��������������������  및���������	
��������������������  

아랍연맹���������	
��������������������  회의록���������	
��������������������  분석���������	
��������������������  

c)���������	
��������������������  경제개발,���������	
��������������������  토지개혁���������	
��������������������   ���������	
��������������������  

등���������	
��������������������  국내���������	
��������������������  정책���������	
��������������������  분석���������	
��������������������  

a)���������	
��������������������  이집트와���������	
��������������������  아랍을���������	
��������������������   ���������	
��������������������  

동일시하는���������	
��������������������  국가���������	
��������������������  정체성���������	
��������������������   ���������	
��������������������  

(자/타���������	
��������������������  경계���������	
��������������������  부재)���������	
��������������������  

b)���������	
��������������������   이집트와���������	
��������������������  아랍을���������	
��������������������   ���������	
��������������������  

분리하는���������	
��������������������  국가���������	
��������������������  정체성���������	
��������������������   ���������	
��������������������  

(자/타���������	
��������������������  경계���������	
��������������������  존재)���������	
��������������������  

나세르가���������	
��������������������  연설에서���������	
��������������������   ���������	
��������������������  

강조하는���������	
��������������������  국가���������	
��������������������  명칭���������	
��������������������  

(통합아랍공화국���������	
��������������������  또는���������	
��������������������  

이집트)으로���������	
��������������������  파악,���������	
��������������������  

토픽���������	
��������������������  분석으로���������	
��������������������  정체성���������	
��������������������   ���������	
��������������������  

변화의���������	
��������������������  분기점���������	
��������������������  확인���������	
��������������������  

스스로가���������	
��������������������  부여하는���������	
��������������������  또는���������	
��������������������   ���������	
��������������������  

구조적으로���������	
��������������������  부여되어지는���������	
��������������������  

a)���������	
��������������������  아랍의���������	
��������������������  지도자���������	
��������������������  

b)���������	
��������������������  이집트의���������	
��������������������  지도자���������	
��������������������  

���������	
��������������������  로서의���������	
��������������������  역할���������	
��������������������  인식���������	
��������������������  

나세르가���������	
��������������������  연설에서���������	
��������������������  

강조하는���������	
��������������������  국가���������	
��������������������  역할과,���������	
��������������������   ���������	
��������������������  

지역���������	
��������������������  내���������	
��������������������  아랍���������	
��������������������  국가들이���������	
��������������������  

이집트에���������	
��������������������  기대하는���������	
��������������������  역할���������	
��������������������  

담론을���������	
��������������������  통해���������	
��������������������  확인���������	
��������������������  가능���������	
��������������������  

���������	
��������������������   a)���������	
��������������������   범아랍���������	
��������������������  질서에서���������	
��������������������   ���������	
��������������������  

아랍���������	
��������������������  공동체의���������	
��������������������  주권을���������	
��������������������  의미���������	
��������������������  

b)���������	
��������������������  주권국가���������	
��������������������  질서에서���������	
��������������������   ���������	
��������������������   ���������	
��������������������  

개별���������	
��������������������  국가의���������	
��������������������  주권을���������	
��������������������  의미���������	
��������������������  

나세르가���������	
��������������������  연설문이나���������	
��������������������  

인터뷰���������	
��������������������  등에서���������	
��������������������  사용하는���������	
��������������������  

주권���������	
��������������������  개념의���������	
��������������������  맥락을���������	
��������������������  파악���������	
��������������������  

a)���������	
��������������������  범아랍���������	
��������������������  질서에서���������	
��������������������  팔레스타인���������	
��������������������  

문제는���������	
��������������������  이집트의���������	
��������������������  문제로���������	
��������������������  귀결���������	
��������������������  

b)���������	
��������������������  주권국가���������	
��������������������  질서에서���������	
��������������������  

팔레스타인���������	
��������������������  문제는���������	
��������������������  이집트의���������	
��������������������  

문제로���������	
��������������������  귀결되지���������	
��������������������  않음���������	
��������������������  

팔레스타인���������	
��������������������  문제에���������	
��������������������  대한���������	
��������������������  

나세르의���������	
��������������������  입장을���������	
��������������������  연설문과���������	
��������������������  

인터뷰,���������	
��������������������  아랍정상���������	
��������������������  회의���������	
��������������������   ���������	
��������������������  

기록���������	
��������������������  등을���������	
��������������������  통해���������	
��������������������  파악���������	
��������������������  

a)���������	
��������������������  팔레스타인���������	
��������������������  민족주의에���������	
��������������������  대한���������	
��������������������  

군사적,���������	
��������������������  경제적,���������	
��������������������  정치적���������	
��������������������  지원���������	
��������������������  

증가���������	
��������������������  및���������	
��������������������  이스라엘과���������	
��������������������  협상���������	
��������������������  거부���������	
��������������������  

b)���������	
��������������������  팔레스타인���������	
��������������������  민족주의에���������	
��������������������  대한���������	
��������������������  

군사적,���������	
��������������������  경제적,���������	
��������������������  정치적���������	
��������������������  지원���������	
��������������������  

중단과���������	
��������������������  로저스���������	
��������������������  계획의���������	
��������������������  승인���������	
��������������������  

이집트���������	
��������������������  내���������	
��������������������  팔레스타인���������	
��������������������  난민,���������	
��������������������  

팔레스타인���������	
��������������������  게릴라���������	
��������������������  단체���������	
��������������������  

등에���������	
��������������������  대한���������	
��������������������  직접적���������	
��������������������  정책과���������	
��������������������  

이스라엘과의���������	
��������������������  정치적���������	
��������������������  협상���������	
��������������������  

의지���������	
��������������������  여부를���������	
��������������������  통해���������	
��������������������  

팔레스타인���������	
��������������������  문제에���������	
��������������������  대한���������	
��������������������  

간접적���������	
��������������������  정책을���������	
��������������������  확인���������	
��������������������   ���������	
��������������������  

 

<표 1-1> 분석틀: 가설과 개념화, 검증 방법 

���������	
��������������������  

아랍의���������	
��������������������  

지도자���������	
��������������������  

���������	
��������������������  

이집트의���������	
��������������������  

지도자���������	
��������������������  

���������	
��������������������  

체제���������	
��������������������  

수준���������	
��������������������  

 ���������	
��������������������  

하위���������	
��������������������  

체제���������	
��������������������  

수준 ���������	
��������������������  

 

���������	
��������������������  

국가���������	
��������������������  

수준���������	
��������������������  

 

���������	
��������������������  

아랍���������	
��������������������  

주권���������	
��������������������  

���������	
��������������������  

자신(我)의���������	
��������������������  

문제���������	
��������������������  

���������	
��������������������  

타자(他)의���������	
��������������������  

문제���������	
��������������������  

���������	
��������������������  

범아랍���������	
��������������������  

정체성���������	
��������������������  

���������	
��������������������  

���������	
��������������������  

이집트���������	
��������������������  

정체성���������	
��������������������  

���������	
��������������������  

���������	
��������������������  

이집트���������	
��������������������  

주권���������	
��������������������  

���������	
��������������������  

적극적���������	
��������������������  

외교정책���������	
��������������������  

���������	
��������������������  

소극적���������	
��������������������  

외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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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II장은 연구 질문에 

대한 기존연구의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 역할 인식, 담론 그리고 외교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본 논문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III장의 첫 번째 소절에서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 작용에 관한 역사적 기술이 이루어지며, 이어지는 두 

번째 소절에서는 나세르 연설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정체성 변화의 

실증적 분석이 진행된다. 먼저 체제와 하위체제, 그리고 개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 작용으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목하는 바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 요인이 아닌 국가 정체성에 

의한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정체성 변화의 

인과적 측면이 아닌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다.  

 한편, 텍스트 분석은 국가 정체성 변화의 패턴과 분기점을 

관찰하는 목적을 갖는다. 나세르 연설문에 나타나는 정치적 담론의 

분석은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유용하며, 이는 기존의 

정체성 연구가 갖는 해석학적 접근을 방법론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 장은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연설문에 

내재하는 다양한 토픽의 시각화를 시도한다.  

 IV장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과정추적을 세밀하게 다룬다. 

구체적으로 나세르의 역할 인식과 주권 개념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파악하며, 일련의 과정은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인과적 고리로써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의한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관찰한 분기점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이집트가 

범아랍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구간과, 국가 정체성이 전환되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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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혼재 구간, 그리고 범아랍주의의 종식에 따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구간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을 비교한다. 

상세하게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저항 단체에 대한 직접적 외교정책과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 의지 여부에 관한 간접적 정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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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연구 검토 

 

 본 장은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잠정적 주장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국가 정체성 개념이 국가 

역할 인식과 담론, 그리고 외교정책 분석과 어떻게 연관되고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분석틀에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이어지는 2절은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이집트에 존재하는 주요 국가 정체성들의 속성을 비교해본다. 마지막 

3절에서는 이집트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본 논문이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를 더한다.  

 

1. 국가  정체성 연구 일반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정치 지도자가 인식하는, 구조 

속에서 규정되는 국가 역할 인식’으로 정의한다.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레짐 성격을 고려하여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인 나세르의 인식을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며, 더 나아가 지역 체제와 국제체제 내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역할 인식을 통해 국가 정체성 개념에 

접근하고자 한다.23  

 국가 정체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정체성을 논한다. 24  예로 들어,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는 영토나 역사적 경험, 신념 체계, 문화, 제도, 경제 영역 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갖는 집단 소속감으로 국가 정체성을 규정한다. 25 

이와 같은 정의는 영토나 문화, 관념 등의 경계에 의한 집단의 내부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我)와 타(他)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한편, 

                                            
23

 아델 알토라이피(Adel Altoraifi) 또한 국가 정체성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갖
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가 인식”으로 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에서 국

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역할 인식 이론이 갖는 분석적 
유용성을 강조했다. Adel Altoraifi, Understaning the Role of State Identity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e Rise and Demise of Saudi-Iranian Rapprochement 

(1997-2009), Ph.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12, pp. 41~48. 
24

 William Bloom,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Ilya Prizel, National identity and 

foreign policy: Nationalism and leadership in Poland, Russia and Ukra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등을 참고. 
25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 

14.  



 

 
14 

폴 코워트(Paul A. Kowert)의 경우, 국가 공동체는 타 국가 행위자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내부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과 외부적 차별성(external distinctiveness)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필요를 국가를 통해 충족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행위자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기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6   

 이처럼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많은 정의는 하나같이 모두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적 구조 안에서 이질성과 

동질성의 인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내포한다. 국가 정체성의 이와 

같은 이해는 구조가 규정하는 역할 인식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역할 인식 이론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설명된다.  

 

1)  국가 정체성과 역할 인식 

 

 사회학의 역할 인식 개념을 국가 역할 인식 개념으로 변용하여 

외교정책론에 처음 적용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올레 홀스티(Ole 

Hosti), 스티븐 워커(Steven G. Walker), 르 프레스트레(Philippe G. Le 

Prestre) 등에 의해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념 변수로 자리 

잡았다. 27  국가 역할 인식 이론은 구조보다 개인 중심의 논의를 

강조하는 이유로 국제정치보다는 외교정책론(FPA)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데, 이 때문에 외교정책론에서 역할 개념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된 반면, 국제정치의 구성주의 학파에서의 역할 개념은 

보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체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28  

 홀스티에 의하면 국가 역할 인식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한 

국가의 결정이나 책무, 규율이나 행태를 의미하여, 이는 국제체제나 

지역 하위체제에 기반하여 규정된다. 29  구체적으로 ‘역할’은 “행위자가 

                                            
26

 Paul A. Kowert,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in Glenn R. Chafetz,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 (eds.), The Origins of National Interests (New York: 

Frank Cass Publishers, 1999), pp. 5~34.  
27

 Christian Cantir and Juliet Kaarbo, “Contested Roles and Domestic Politics: 

Reflections on Role Theory in Foreign Policy Analysis and IR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2012) Vol. 8, Issue. 1, pp. 5~24. 
28

 Cameron G. Thies and Marijke Breuning, “Integrating Foreign Policy Analysi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Role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8, Issue. 

1 (2012) pp. 1~4. 
29

 Ole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 (September 1970), pp.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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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부여하거나, 관계를 갖는 다른 행위자로부터 부여받는 

태도적(attitudinal), 행동적(behavioral) 기대 30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국가 정체성 개념의 속성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국가 역할 인식이 형성되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각종 아랍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고 

개입할 것이 기대되는 논리이다. 

 국가 역할 인식은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인식의 주체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엘리트 집단에 의한 위로부터(top-down)의 

정체성과 대중에 의한 아래로부터(bottom-up)의 정체성으로 나뉘는 

것처럼, 국가 역할 인식 또한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가 되는 

엘리트와 공공여론을 형성하는 대중에 의한 역할 인식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은 엘리트에 의한 국가 정체성과 국가 역할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두 가지 근거로 정당화가 가능하다.  

 첫째, 외교정책의 결정은 정치 지도자와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들은 대중이 “수용할 만 

한(acceptable)” 최적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31  당시 

이집트의 외교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나세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며 나세르의 대내외적 인기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집트 국민들은 나세르가 설정한 국가 역할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는 점에서 나세르의 역할 인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국내적 집단 사이의 역할 인식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찬 칸티르와 줄리엣 카르보(Christian Cantir and 

Juliet Kaarbo)는 엘리트 간의 수평적 경쟁과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수직적 경쟁에 의한 국가 역할 인식의 형성을 논한다. 32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 수직적 경쟁은 물론 수평적 경쟁을 고려하기 어렵다. 

자칫 경쟁이나 정권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 요소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나세르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의한 수평적 

경쟁이나 수직적 경쟁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이다. 

                                            
30

 Mira Sucharov, “ Regional Identity and the Sovereignty Principle: Explaining 

Israeli-Palestinian Peacemaking,” Geopolitics, Vol. 3, Issue 1 (1998), pp. 177~96. 
31

 Glenn Chafetz, Hillel Abramson and Suzette Grillot,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Belarussian and Ukrainian Compliance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Political Psychology, Vol. 17, No. 4 (December 1996), pp. 727~57., Ebere 

Richard Adigbuo, “Beyond IR Theories: The Case for National Role Conceptions,” 

Politikon: South African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Vol. 34 (2007), pp. 83~97. 
32

 Cantir and Kaarbo, 201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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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정치 지도자에 의한 국가 역할 인식의 규정은 타 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및 구조를 통해 형성되며, 국가의 위치와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행태를 

제약하거나 자극함으로써 외교정책의 주요 설명 변수로써 활용된다.  

 

2)  국가 정체성과 담론  

 

 정치 지도자 또는 엘리트 집단에 의한 국가 역할 인식은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되어 국가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가? 또한, 국가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본 논문은 발화(speech)를 통한 정치적 담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본문은 국가 정체성과 담론, 그리고 

연설문의 관계와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나세르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 정체성이 담론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의 논의는 

정체성의 언어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예로 들어, 마이클 

브루너(Michael Lane Bruner)는 국가 정체성이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협상되어진다 33 ”고 주장하는데, 이는 연설문과 같은 발화 행위를 통해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타협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발화자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연설의 경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위자의 연설문을 

분석한다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세르의 연설문의 목적은 담론을 통한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인물의 연설문이나 담화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발언 내용과 

장소 등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34  뿐만 

아니라 아랍어로 연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발화의 대상이 이집트 

국민을 비롯한 아랍인들임을 알 수 있는데, 청중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가진 신념과 이념적 가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집트 국가 역할 

                                            
33

 Michael Lane Bruner, Strategies of Remembrance: The Rhe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Identity Construction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2), 

p. 1. 
34

 Christina Schäffner, Analysing Political Speech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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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역할에 따른 국가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국가 역할 인식을 

아래로부터의 인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정체성 형성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기여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설문을 분석함으로써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 기점과 

패턴을 실증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는 나세르의 

연설문은 단순히 하나의 주제나 일관된 감정(sentiment)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양한 토픽과 복합적인 감정의 변화가 내재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나세르의 연설문에 드러나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정치적 담론이 변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추적함으로써 이집트 외교정책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연구의 

해석학적인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을 통해 국가 정체성에 접근하는 방법의 

큰 한계는 연설문이라는 자료의 속성에 있다. 정치 지도자의 연설은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35  그러나 연설문 자체만으로 

정치적인 맥락과 행위의 동기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다.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발언이라던가, 과거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 과장된 

표현의 사용 등으로 인해 특히나 통계적 방법만으로는 정체성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는 체계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하다. 

 연설문 분석의 두 번째 한계는 연설문 작성자(speech writer)의 

존재 여부이다. 연설문의 작성자가 따로 있다면, 과연 연설문이 정치 

지도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나세르의 

연설문은 절친한 동료이자 신문 알아흐람(al-Ahram)의 편집장이었던 

모하메드 헤이칼(Mohamed Heikal)이 작성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36 

헤이칼은 이집트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정의 거의 모든 사안을 나세르와 

함께 회의할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나세르의 입장을 

                                            
35

 Alan Finalyson and James Martin, “‘It Ain’t What You Say…’: British Political 

Studies and the Analysis of Speech and Rhetoric, ”  British Politics, (2008), pp. 

445~64. 
36

 나세르의 유명한 사임 연설문도 헤이칼이 썼음을 당시 관계자들이 회고한 바 있다. 

“Arab nationalism and autocracy; Heikal's mixed legacy,” Al-Araby, February 17, 

2016, https://www.alaraby.co.uk/english/indepth/2016/2/17/arab-nationalism-and-

autocracy;-heikals-mixed-legacy-1 (검색일: 2018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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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37  그러나 오늘날까지 범아랍주의가 지속된다는 

헤이칼의 주장은 나세르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레토릭의 변화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견해의 차이는 

헤이칼이 나세르의 연설문 일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의 

주도적인 발화자는 나세르임을 확증하며, 연설문을 통해 나세르의 

인식을 추적하는 연구 방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3)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  

 

 외교정책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밸러리 허드슨(Valerie M. 

Hudson)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심지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색깔마저도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언급하기도 

한다. 38  예컨대, 나세르와 고위급 군인들이 종종 회의를 진행했던 

별장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전쟁에 참전했던 나세르의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가 이집트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요소 가운데 국가 정체성을 주요 설명 변수로 

선정한 까닭은 타 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의 여부가 국가의 이익과 행태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이익’ 개념은 외교정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자 동시에 논쟁을 야기하는 민감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각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39 

 주류 현실주의 갈래에서 정체성과 이익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개념이다. 이익은 권력과 생존, 안보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인 반면, 정체성은 문화나 기억, 신념 등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경우, 

                                            
37

 연설문 작성자의 존재는 나세르 개인뿐 아니라 당시 지도층 전반적인 이념 구상까지 

엿볼 수 있어 유용하다. Finalyson and Martin, 2008, pp. 445~64.  
38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p. 5. 
39

 Glenn R. Chafetz,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 “Tracing the Influence of 

Identity of Foreign Policy, ”  in Glenn R. Chafetz, Michael Spirtas and Benjamin 

Frankel (eds.), The Origins of National Interests (New York: Frank Cass Publishers, 

1999), pp. vii~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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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본성임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역사, 문화 등의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이익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한다.40 그러나 왈츠식(Waltzian) 

구조주의의 영향에 따라, 무정부 상태의 모든 국가는 기능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익 - 즉 생존과 안보, 권력 - 을 추구하며 

이는 어떤 가치나 신념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견해가 외교정책론의 

지배적인 입장으로 존재해왔다. 41  자연스럽게 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는 합리주의적 행위자의 이익과 비합리주의적 행위자의 

정체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동의 정치적 역학을 다루는 상당수의 연구가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42  스테판 왈트(Stephen 

Walt)의 경우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개념을 변용한 ‘위협의 

균형(balance of threat)’ 개념을 제시하며 냉전기 아랍 정치와 동맹 

관계를 분석한다.43 물론 왈트는 아랍 국가들의 위협 인식을 다룸으로써 

지나치게 유물론적인 입장은 피하지만, 위협의 ‘인식’보다는 위협에 대한 

‘균형’에 더욱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념 변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한편, ‘아랍의 냉전’ 개념을 통해 나세르 시기의 아랍 지역 

정치를 분석한 말콤 커(Malcolm H. Kerr)는 이념에 따른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주목한다. 그는 이집트와 사우디를 선두로 하는 민족주의 노선과 

왕정주의 노선이 이념적으로 대립한 점에 주목하는데, 

아랍통합연합국(UAR: United Arab Republic)의 통합과 해체, 이에 따른 

지역적 세력 균형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써 이념에 따른 정체성이 

아닌 국가의 이익임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커 또한 정체성과 이익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체제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44  

                                            
40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1973). 
41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42

 본문에서 언급한 왈트와 커 외에도 텔하미(Shibley Telhami)의 연구가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동 정치를 조명한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텔하미는 캠프 데이피드 

협정(1978)의 체결이 지역과 국제적인 층위에서의 힘의 균형의 변동으로 인해 국가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했음을 주장한다. Shibley Telhami, Power 

and Leadership i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Path to the Camp David Accor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43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44

 Malcolm Kerr, The Arab Cold War, 1958-1964; A Study of Ideology in Poli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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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트와 커의 입장은 “여타 지역과 다르지 않은 중동(Middle 

East like any other)”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45 이와 같은 

접근은 세력 균형이나 동맹 패턴 등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보편적인 

법칙의 변이(variation)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46 이에 따라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이익은 오롯이 권력과 생존, 안보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 체계, 가치와 같은 아랍의 

내생적인 관념 요소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반면, 이익은 반드시 물질적인 변수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 정체성 또한 충분히 이익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이익의 이분법적 관계를 비판할 수 있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re Wendt)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국가 이익이 규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국내와 

체제적 분석 수준에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47  즉, 

“공유된 이해와 기대가 존재하는 사회적 역할 구조 또는 상황에서 

‘나(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은 이익을 

형성하고, 이익은 정체성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48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중동 연구는 “여타 지역과 다른 

중동(Middle East like no other)”의 입장에서 여전히 국가 정체성 등의 

관념 변수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이익 개념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주로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구는 정체성이나 규범, 제도 등이 

구성되는 측면에 주목한다.49  

                                            
45

 모르텐 발욘(Morten Valbjørn)은 주류 국제정치이론과 비서구 중동 지역학의 학제간 

통합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 여타 지역과 다르지 않은 중동

(Middle East like any other)”과 특수성을 내포하는 “여타 지역과 다른 중동(ME like no 

other)” 개념을 제시했다. Morten Valbjørn, “The Meeting of the Twain: Bridging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iddle East Studies, ”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8, No. 2 (June 2003), pp. 163~73. 
46

 Valbjørn, pp. 164~65. 
47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e 1994), pp 384~96. 

Kostas Ifantis, Dimitrios Triantaphyllou and Andreas Kotelis, “National Role and 

Foreign Policy: An Exploratory Study of Greek Elites’ Perceptions towards Turkey,” 

GreeSE Paper, No. 94, Hellenic Observatory Papers on Greece and Southeast 

Europe (August 2015), pp. 6~7.에서 재인용.  
48

 Wendt, 1994, p. 385. 
49

 바넷(Michael Barnett)은 제도의 변화가 아랍 국가들의 이익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바넷은 주권 규범이 주권 질서로 확립됨에 따라 아랍 국가들은 더 이상 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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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들어, 마크 린치(Marc Lynch)의 연구는 요르단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이익 구조의 변동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외교정책이 

변화했다는 점에 착안한다.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공의 장(public 

sphere)을 통해 요르단 내부의 복합적인 정체성들이 경쟁하는데, 이때 

지배적인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다. 린치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 유지되던 요르단의 ‘아랍 정체성’은 대내외적인 공론 

형성을 통해 1970년대에 이르러 ‘국가 정체성’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이는 요르단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이다.50    

 이처럼 국가 정체성과 이익은 배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 정체성이라는 

관념 변수를 인과적인 추론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타당한가? 사회적 

구성주의 내부에서도 관념 변수의 인과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적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념 변수의 인과적인 기제를 인정하는 학파(thin 

constructivism)와 구성적인 기제만을 인정하는 학파(thick 

constructivism) 사이의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51 본 논문은 냉전 논리나 

동맹 관계, 국가 경제 등 물질 변수의 작용을 인정하지만, 국가 

정체성이 구조 속에서 규정되고 구성되는 관념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주의의 논의에 가깝지만, 동시에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인과적 기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이론적 접근을 취한다. 

 물론 국가 정체성은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외교정책 형성의 과정에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랍주의가 아닌 주권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공유하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간섭의 원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이전과는 상이한 외교정책을 구사했음을 강조한다. 

Barnett, 1995, pp. 499~505. 
50

 Marc Lynch, “Jordan’s Identity and Interests” in Shibley Telhami and Michael 

Barnett (eds.),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p. 26~57. 이외에도 수잔 말로니(Suzanne Maloney), 아디드 

다위샤(Adeed Dawisha), 이브라힘 카라완(Ibrahim A. Karawan) 등이 정체성이 외교정

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Shibley Telhami and Michael Barnett,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51

 웬트는 관념 변수의 인과적인 기제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Alexandre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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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의 분석과 세밀한 과정추적을 통해 이와 같은 

한계를 다소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의 설명 

변수로써 중요한 분석적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정체성의 

구성적 기제보다는 인과적 기제를 핵심적으로 다룸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논의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 

 

 이집트 국가 정체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차별성을 갖는 고유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근대 

이행기에서 발생했던 다른 정체성과의 경합 양상에 주목한다. 52  본 

소절에서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러 복합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이집트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래 이집트인들은 민족적으로 아프리카 베르베르(Berber)계에 

속하며,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단일한 민족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아랍인들과 

동질적이라는 인식은 거의 부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53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아랍인을 “천하고 게으른 유목민”으로 취급하며 자신들이 

아랍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54 더욱이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에 의해 

비자발적이고 인위적인 국가 형성을 이룬 반면, 이집트는 파라오식 

유산과 나일 문명의 황금기를 누렸던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제국이자 

국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집트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차별성을 갖는 국가 정체성을 보유해왔다. 다음은 이집트의 

                                            
52

 이집트 고유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Donald M. Reid, Whose 

pharaohs?: Archaeology, Museums, and Egyptian National Identity from Napoleon to 

World War 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Talhami, 1992., Sylvia 

Haim, Arab Nationalism: An Anth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76)., Abdelslam M. Maghraoui, Liberalism without Democracy: Nationhood 

and Citizenship in Egypt, 1922–1936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Yasir 

Suleiman, Language and Identit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ichmond and 

Surrey: Curzon Press, 1996). 등을 참고.  
53

 Adeed Dawisha, Arab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Triumph to 
Despai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 87~99. 
54

 Haim, 1976,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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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글로, 이집트의 와프드(Wafd) 당에서 

발간하는 신문 알발라그(Al-Balagh)에 게재된 글의 일부다. 

 

“설령 [과거의] 이집트인들이 아랍인들과 섞였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집트인들은 아랍인들과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집트인들은 아랍인들과 [외형의] 모습부터, 정신, 

도덕 가치, 사회적 생활, 성질, 심지어 전통까지 다르다. 이집트 

민족의 독립적인 성향은 아랍의 역사보다 수천 년이나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의 오랜 역사로부터 비롯된다. 

이집트 민족은 아랍 민족,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나머지 

세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55” 

 

 이와 같은 민족 우월주의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까우미야(qawmiyya)’ 아랍 민족 정체성보다는 단일하고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와탄(watan)’ 국가 정체성을 일찍이 형성했다. 1차 대전을 

전후로 시리아를 포함한 레반트 지역에서 세속적 아랍 민족주의가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집트는 여전히 ‘이집트 

민족주의’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고집했고, 이에 따라 범아랍주의에 따른 

아랍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56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데에 비해, ‘변화’는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이집트에는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들이 공존하며 

경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슬람 정체성은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과 

견줄만한 정체성으로 급격하게 부상했다. 하산 알바나(Hassan al-

Banna)와 사이드 쿠툽(Sayyid Qutb)을 정신적 지도자로 삼는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1929년 4개 거점으로 시작했지만 

1939년에는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거점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해나갔다. 1948년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정도로 강력한 지지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57  

                                            
55

 Hasan 'Arif, "'Arabiyya aw Fir'awniyya: al-Ittijah al-ladhi Yajibu an Tattajiha 

ilayhi Misr," Al-Balagh, 11 Oct. 1933, 5. Israel Gershoni and James P. Jankowski, 

Egypt, Islam, and the Arabs: The Search for Egyptian Nationhood, 1900-193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에서 재인용.  
56

 1927년 이집트에서 시작된 청년 이슬람 협회(Young Men’s Muslim Association)는 

회원 수가 1930년대에는 만 오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Dawisha, 2003, p. 101. 
57

 Dawisha, 2003,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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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집트 민족주의가 영토적 경계에 갇혀있는 

폐쇄된 이념이라고 비판했는데, 제국주의로부터 무슬림 영토의 자유를 

옹호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슬람 

정체성은 범아랍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존재했다. 58  실제로 

나세르도 연설문이나 저서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범아랍주의의 

정신이 이슬람의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범아랍 정체성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이슬람 정체성이 경쟁하는 틈바구니에서 실질적인 지지층을 형성하지 

못했다.59 

 범아랍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시리아 

출신의 아랍 민족주의 사상가인 사티 알후스리(Abu Khaldun Sati‘ al-

Husri)에 의해 이집트의 지역 내 역할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60 

알후스리는 “자연은 이집트에 아랍 민족주의의 부흥을 위한 주역이 되기 

위한 모든 속성과 강점을 선사했다”며 이집트의 무게와 중심성을 

강조했다. 61  실제로 아랍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집트는 고대부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집트가 아랍의 중심점 역할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은 이집트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공유하는 

바였다. 단적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기독교 

집권층은 극단적인 이라크의 성향을 지역 안정의 위협 요소로써 

인식했는데, 이에 따라 이집트에 지역 평화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지도자 

역할을 부여했던 것이다.62  

 알후스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이집트 내 범아랍 

정체성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비했다. 그러던 중에 범아랍 정체성이 

이슬람 정체성과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나란히 지배적인 정체성으로 

등장하게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1차 중동 전쟁 또는 팔레스타인 

                                            
58

 “Kalamat Ra’is Gamal Abdel Nasir fi Wafd Yemen Itnah’ al-Ihtfilat bil’aid al-Hada 

‘Ashar al-Thawra” [Address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to a delegation from 

Yemen celebrating the 11th anniversary of the Revolution], July 28, 1963,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Talhami, 1992, p. 43. 
59

 공산주의 정체성 또한 매우 미약한 상태에 머물렀는데, 이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관점

에서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는 배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Talhami, 1992, p. 55. 
60

 Dawisha, 2003, p. 103. 
61

 Abu Khaldun Sati‘ al-Husri, “Dawr Misr fi al-Nahda al-Qawmiya al-‘Arabiya” in 

al-Husri, Abhath Mukhtara fi al-Qawmiyya al-‘Arabiyya: 1923-1963 (Cairo: Dar al-

Ma‘arif, 1964)., Dawisha, 2003, p. 105 에서 재인용.  
62

 1939년 아랍 국가들이 카이로에 모여 평화회담을 처음 개최했고, 아랍연맹(The Arab 

League)의 초석이 된 알렉산드리아 프로토콜(1944) 또한 이집트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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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1948)에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사건이었다. 당시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아랍 국가들이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패배한 유일한 이유는 아랍이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가 아닌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한 민족의 분열은 정치적으로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무력함을 의미했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제국주의 세력을 아랍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랍이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개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63  전쟁의 패배를 직면한 이집트 국민에게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담론 형성은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충분한 기제로 작동했고, 이집트 범아랍 정체성은 이후 나세르의 

영향력에 의해 극대화되었다.  

 한편,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의 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나세르 정권과 사다트 정권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논의의 핵심은 나세르가 범아랍의 이념과 가치를 국가 

이익에 투사한 반면 사다트는 애국주의(patriotism)에 기반을 둔 

이집트의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했고, 이와 같은 변화는 범아랍주의의 

종식 또는 나세르의 죽음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발생했다는 것이다.64 본 

논문은 나세르의 시기 동안에 이미 국가 정체성의 위기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둔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도 재차 강조되지만, 나세르와 사다트의 비교가 아닌 나세르 

시기 이내의 비교연구는 정치 지도자 개인의 인식 변수에 무게를 두며, 

나세르의 죽음을 범아랍주의의 종식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함의를 갖는다. 

 <표 2-1>은 이집트 내부에 경합하는 주요 국가 정체성의 

속성을 정리한 표이다. 정체성 간의 분류는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체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 다른 정체성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65  한편, 표에 

나타난 정체성 외에도 까빌리야(qabiliyah) 부족 정체성과 밀레트(millet), 

콥트교(Coptic) 등 다양한 소수 종파 정체성이 존재하지만, 국가 

정체성으로 확장될만큼 보편적이지 않아 제외되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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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wisha, 200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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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san Ahmadian, “ Egyptian Foreign Policy Identities, ”  Iranian Review of 

Foreign Affairs, Vol. 5, No. 3 (Fall 2014), pp.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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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체성의 분류는 인남식, 『중동지역 정체성 층위와 구성주의 적용에 관한 연

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1), pp. 16~2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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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국가 정체성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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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이집트 내 주요 국가 정체성  

 

 결론적으로 이집트는 복수의 국가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67  여러 경쟁하는 정체성들 가운데 주요 국가 정체성으로 

부상한 것은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정체성으로, 나세르의 시기 또한 

두 가지 정체성이 경합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정체성의 형성에 개입했던 주요 행위자는 정치 지도자로,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역할 인식이 정치적 

담론 속에 국가 정체성으로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이러한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집트 외교정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다. 이집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최근 연구 맥락은 민주화와 아랍의 봄을 계기로 발생한 

정체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Noah Mellor, The Egyptian Dream: Egyptian 

National Identity and Uprising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Reem Bassiouney, Language and Identity in Modern Egyp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Nicola Pratt, “Identity, Culture and Democratization: The 

Case of Egypt,” New Political Science, Vol. 27, No. 1 (March 2005).를 참고.  
67

 국가 정체성이 이념적 혼란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냉전

기와 제국주의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혼재했기 때문이며, 이는 나머지 3세계 국가들

이 공유하는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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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집트 외교정책 연구 

 

 이집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체제, 

하위체제, 국내, 개인적 층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68  각각의 

접근법은 저마다의 한계를 갖는데, 구조와 세력 균형의 원리로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체제적 접근은 정책 결정 과정의 내부적인 동학을 

간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정치 지도자의 배경, 인식, 성향 등 

개인적 속성에 주목하는 식의 접근은 자칫 체제적인 분석이 배제되어 

자서전적 에세이의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69 

 한편, 이집트를 포함한 3세계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에는 국내적 분석 수준에서의 연구가 적합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상당수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성의 

문제에 주목한다. 서론에서 언급된 아윱(Mohammed Ayoob)은 3세계 

국가들의 행동 양식과 분쟁 원인을 추적함에 있어서 두 가지 구조적 

환경 – 1) 탈식민화에 따른 신설 국가의 체제 내 유입과 2) 국가 형성 

과정에 발생하는 물리적, 규범적 개입 – 을 강조한다. 두 조건으로 인해 

3세계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안보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는데, 안보 위협 

문제를 타개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외교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이 논지의 핵심이다.70  

 아윱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맥락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함으로써 체제 수준의 구조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과 국내적 

안보 요소만으로는 나세르의 외교정책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예로 

들어, 1962년 이집트의 예멘 내전 개입은 이집트에 국가 이익은커녕 

정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 이집트는 이미 쿠웨이트와 

시리아에서 개입의 실패를 경험했고, 국내적으로는 아스완 댐 건설에도 

                                            
68

 냉전기 두 진영 사이에서 이집트가 중립 정책을 통해 전략적 균형을 취한다는 논의는 

체제적 접근에 해당한다. 반면, 이슬람주의와 범아랍주의 또는 왕정주의와 공화주의의 

경쟁 구도를 아랍의 냉전으로 규정하는 논의는 하위체제 내 세력 균형에 주목하는 연구

로 분류된다. 1절에서 언급한 왈트와 커의 논의가 하위체제적 접근의 연구에 포함된다. 
69

 Adeed Dawisha, “The Middle East,”  in Christopher S. Clapham (ed.) Foreign 

Policy-Making in Developing States: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Saxon 

House, 1977). Baghat Korany (eds.), How Foreign Policy Decisions Are Made in the 

Third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6). 

에서 재인용. 
70

 Ayoob, 2002, pp.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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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전히 농경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세르가 예멘 내전 개입을 강행했던 이유는 아랍 

민족의 혁명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이집트가 내세웠던 

범아랍주의 이념에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72 

 본 논문은 체제와 지역 체제에서 규정되는 이집트의 역할과 

나세르 개인이 갖는 국가 역할 인식의 복합적 작용이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즉, 정치 지도자의 인식을 주요 

변수로 다루지만, 이 변수는 구조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준에만 제한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범아랍 국가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 따른 

외교정책은 각각 국가 이익과 범아랍 이익에 따른 외교정책으로 

나타난다. 73  전자가 근대국가 질서에 따른 행태라면, 후자는 아랍의 

전통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행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두 형태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태에 따른 인센티브가 

범아랍과 이집트 국가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멘 내전 개입이라던가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이 범아랍 이익을 

충족하지만 이집트의 국가 이익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질서 

원리에 의해 국가들의 이익 구조와 행동에 따른 기대가 달라진다는 

논리는 분석적으로 유용하다. 즉,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은 충돌하는 두 질서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나세르는 고민하고 결국엔 선택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앞선 언급했다시피,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따른 이집트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는 나세르와 

사다트의 정권을 비교한다.74 이는 두 시기의 외교정책에 뚜렷한 차이가 

                                            
71

 Leonard Binder, The Middle East Crisis: Background and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Center for Policy Study, 1967), p. 17.  
72

 실제로 나세르는 연설을 통해 아랍 민족의 혁명에 개입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거듭 강

조하기도 했다. 논문 p. 37, 각주 100번을 참고. 
73

 이집트 외교정책을 범아랍 이익과 국가 이익의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로는 

크레미언(Charles Cremeans)의 것이 대표적이다. Charles D. Cremeans, The Arabs 

and the World: Nasser's Arab Nationalist Poli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y Praeger, 1963) p. 15.  
74

 관련 연구는 Shaheen Ayubi, Nasser and Sadat: Decision Making and Foreign 

Policy, 1970-1972 (Lanham: Universty Press of America, 1994)., John Waterbury, 

The Egypt of Nasser and Sadat: The Political Economy of Two Regim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Adeed Dawisha, “Arab Regimes: Legitimacy and 

Foreign Policy” in Giacomo Luciani (eds.), The Arab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284~99.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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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인데, 예컨대 나세르가 이스라엘을 아랍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감을 유지했던 반면, 사다트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1979)을 맺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유화를 추진하고 노동 

계층을 중심으로 아랍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하고자 했던 나세르의 경제 

정책과 ‘인피타(infitah: open door)’ 정책과 사유화를 통해 개방을 

추구했던 사다트의 경제 정책이 날카롭게 대조된다.75   

 대표적으로 이브라힘 카라완(Ibrahim A. Karawan)의 연구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나세르와 사다트의 시기를 비교한다. 그는 나세르의 범아랍주의와 

사다트의 ‘이집트 우선주의(Egypt First)’와 같은 정체성의 위계적 질서 

사이에서 이집트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고,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에서 이집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외교정책의 노선 또한 아랍의 

이익이 아닌 이집트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76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엘리트의 인식 변화, 즉, 

위로부터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국가 정체성의 분석적 차이를 명시하는 점이다. 카라완은 나세르와 

사다트 등 정치 지도자의 인식을 활용하는데, 본 논문 또한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통해 국가 정체성에 접근하고 나세르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카라완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집트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은 나세르를 중심으로 하는 

매우 폐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체제 하에 이루어진다. 1952년 혁명 

                                            
75

 1978년 사다트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하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츠하크 라빈

(Yitzhak Rabin) 이스라엘 총리와 단독 평화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이집트와 이스

라엘은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카르툼 결의안을 함께 체결하였던 아랍 

국가들의 분개심을 자극했고, 이집트는 아랍연맹에서 제명되었을 뿐 아니라 아랍 국가들

로부터 경제 제재까지 받았다. 이후 사다트 대통령과 라빈 총리 둘 다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Ian J. Bickerton and Carla L. Klausner, A Concise History of the 
Arab-Israeli Conflict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2). Walter Laqueur and 

Barry M., William B. Quandt, "Camp David and Peacemaking in the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1 No. 3, (1986), pp. 357~77. Joseph Kostiner, 

"Saudi Arabia and the Arab–Israeli Peace Process: The Fluctuation of Regional 

Coordination,"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Vol. 36 No. 3, (December 

2009), pp. 417~29. 를 참고. 
76

 카라완은 그의 연구에서 ‘범아랍 정체성’ 대신 ‘국가 아랍주의(State Arabism)’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Ibrahim A. Karawan, “Identity and Foreign Policy: The Case of 

Egypt,” in Shibley Telhami and Michael Barnett (eds.),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p. 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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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외무부, 의회, 정당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 및 기관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녔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작았다. 77  오히려 알리 사브리(Ali Sabri), 마흐무드 리야드(Mahmoud 

Riad)와 같은 군인들 또는 앞서 언급한 헤이칼과 같은 측근들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되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견해로 

존재한다. 78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나세르를 주요 정책 결정자로 

상정하고, 그의 연설문과 저서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이같은 이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카라완의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는 외교정책의 변화로부터 정체성의 변화를 

‘추정’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변화의 중대성(criticality)만을 주목한 

나머지 ‘언제’ 그리고 ‘왜’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정권을 

비교함으로써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변화 시기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카라완의 접근은 이집트의 

외교정책에 대한 사후적 관찰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 

외교정책을 야기한 인과적 기제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변화로부터 정체성의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국가(이집트)의 운명은 다른 아랍 국가들의 의견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다트의 발언을 제시하면서 ‘이집트 우선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79   그러나 이는 나세르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나세르의 ‘범아랍 정체성’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두 번째 한계, 즉, 변화의 중대성만에 주목한 나머지 변화의 

원인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는 비단 카라완의 연구만이 아니다. 나세르와 

사다트의 이집트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물론 변화의 중대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상이한 외교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립 변수의 변화가 야기하는 종속 변수인 결과(outcome)의 

중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변화가 발생한 

기점은커녕 변화의 원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변화가 발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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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enz, 1990, p. 21. 
78

 Cremeans, 1963, p. 32.  
79

 Karawan, 2002,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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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중요하고 얼마나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는지는 관심사이지만, 왜 

특정 시점에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외교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시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나세르와 사다트의 시기를 비교하는 

것은 분석적으로 편리하지만, 정체성과 외교정책의 변화 시기와 원인을 

정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모호하게 다루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보다 범아랍주의의 종식을 다루는 연구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해왔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는 범아랍주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한 시점을 

사다트의 정권이 아닌 나세르 정권으로 본다.80 

 본 논문은 정치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카라완의 연구와 유사하나,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검증하는 방법과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 대한 지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갖는다. 먼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량의 연설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체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따라 변화의 시점을 사다트 정권 

출범 이후가 아닌 나세르 정권으로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역할 인식 

이론을 적용한 과정 추적을 통해 인과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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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넷(Michael Barnett)과 아자미(Foud Ajami) 등의 논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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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집트 국가 정체성 

 

1.  국가 정체성 변화의 구조적 요인 

 

 국제체제와 지역 하위체제, 그리고 국가 층위에서의 구조적 

작용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81  

복합적 층위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국가 역할 인식을 허용하거나 

제약함으로써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주 목적은 국가 정체성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한 

구체적인 인과적 기제보다는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한 구조적 변화의 

기술(description)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1) 체제 수준 

 

 국제체제 층위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냉전 논리의 개입에 따른 

이집트의 자율성 제약과 ‘평화적 중재자’ 역할의 규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아랍주의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대응 변화는 

이집트의 지역 내 영향력을 제약했고, 무엇보다 6일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집트가 지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체제적 층위에서의 요인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과 소련에 이집트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랍 국가로,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진영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는 한 쪽에 편승하지 않고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비동맹(non-

alignment) 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외교 노선이 

미국에는 무조건 적대적이고 소련에는 우호적이라는 기존의 지배적인 

입장이 오류임을 지적한다.82  

                                            
81

 구조적인 변화가 국가 정체성의 형성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조건적인 인과 

관계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를 ‘허용’한다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논문 p. 9, 

각주 21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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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 운동에 관하여는 Natasa Miskovic, Harald Fischer-Tiné 

and Nada Boskovska,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Cold War: Delhi - 
Bandung – Belgrade (New York: Routledge, 2014)., Peter Willetts, The Non-Aligned 

Movement: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London: Frances Pint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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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이집트는 미국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꾸준히 받기 위해 전략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소련 또한 주요 

군사 원조 후견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소련과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나세르는 이집트 내 공산주의 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소련과 마찰을 빚곤 했다. 83  이처럼 나세르의 정권하에 

이집트는 이념적으로 냉전 논리에 매우 저항적이었으며, 강대국과의 

관계와 국정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했다. 오히려 경제적이고 

다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나세르 집권 초기에 미국은 나세르와 범아랍주의를 당장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세르는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범아랍주의를 지지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84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압박하는 것은 소련 진영에 편승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와 같은 전략적 계산을 통해 미국은 이집트의 

범아랍 정체성을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중동에서는 미국보다 나세르가 

더욱 효과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나세르를 ‘중동의 히틀러’ 또는 ‘중동의 무솔리니’로 인식하던 영국과는 

대조되는 입장이다. 85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나세르는 공산주의보다는 덜 악한 편”에 

속한다고 말하며, 범아랍주의와 공산주의를 분리하여 이해했다.   

 나세르 정권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시기는 존 

                                                                                                               
Robert McMahon, Cold War in the Third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를 참고.  
83

 1957년 니키타 흐루셰브(Nikita Khrushchev) 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이집트에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이집트의 이념은 공산주의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말한 바 있다. Adeed Dawisha, “The Soviet Union in the Arab World: The 

Limits to Superpower Influence,” in Adeed Dawisha and Karen Dawisha (eds.), The 

Soviet Union in the Middle East: Policies and Perspectives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2), pp. 10~11.  
84

 유사한 논의로는 Douglas Little, “The New Frontier on the Nile: JFK, Nasser and 

Arab Nationalism,”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75, No. 2 (September 

1988), pp. 501~527., Fawaz A. Gerges, “The Kennedy Administration and the 

Egyptian-Saudi Conflict in Yemen: Co-Opting Arab Nationalism, ”  Middle East 

Journal, Vol. 49, No. 2 (Spring 1995), pp. 292~311.를 참고. 
85

 Nigel J. Ashton, “Hitler on the Nile?: British and American perceptions of the 

Nasser regime, 1952-70, ”  in Lawrence Freedman and Jeffrey Michaels (eds.), 

Scripting Middle East Leaders: the Impact of Leadership Perceptions on US and UK 

Foreign Policy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3), pp.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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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John F. Kennedy) 정권 때로, 범아랍주의에 대한 공식적 승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집트와의 긴밀한 협력이 모색되었다. 86  케네디는 

1959년 캠페인 연설을 통해 “우리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아랍인들이 

그들의 중립성과 민족성을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수만 있다면 

중동은 강하고 희망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친아랍 노선을 택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87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 친아랍 인사를 미국 대사로 지명했을 뿐 아니라,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이어진 식량 원조를 대폭 강화하며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88”할 수 있도록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썼다.89 

 개선되는 듯 보이던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1962년 예멘 내전 

개입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냉각되었는데, 예멘 공화파를 지원한 

이집트와 왕당파의 배후에 있던 친미 왕정 국가인 사우디와의 충돌은 

미국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케네디 정권은 이집트의 

개입을 지역 내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했고, 미국의 인식 변화는 

점차 나세르의 범아랍주의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불을 지핀 계기는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판매로 인한 군비 경쟁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은 독일 과학자들과 

이집트가 합동으로 로켓 개발에 착수한 것을 위협적으로 인지했고, 같은 

해 8월 로비를 통해 케네디 정부로부터 HAWK SAM(surface to air 

missiles)을 구매했다. 미국의 경우 이집트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하며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후 1965년 미국은 이집트에 지원하던 식량 원조를 반으로 삭감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90 

 한편,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거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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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는 “나세르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아랍 민족이 소련이나 서구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을 소원한다”며 “이러한 나세르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과 결

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John F. Kennedy, The Strategy of Peac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pp. 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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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F. Kennedy, "Speech by Senator John F. Kennedy, Zionists of America 
Convention, Statler Hilton Hotel, New York, NY," August 26, 1960,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74217 (검색일: 2018년 3월 24일)., 

Kennedy, 1960, p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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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1988,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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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이집트는 미국 식량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William J. Burns, Economic 

Aid and American Policy Toward Egypt: 1955-1981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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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ed Heikal, Sphinx and Commissar: The Rise and Fall of Soviet Influence in 

the Arab World (London: William Collins Sons, 1978),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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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며 이듬해인 1963년 8월 소련과 무기 협정을 체결했고, 

자연스럽게 중동 역학은 냉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91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갈등 상황은 6일 전쟁까지 이어졌고 

위기감은 점차 고조되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여 비교적 온건하다고 판단한 이집트를 

핵심적 중재자로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했다.92  

  흥미로운 것은 소련의 입장으로,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의 

확장을 꾀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아랍 분쟁 문제에 

접근했다. 실제로 미국은 6일 전쟁 이후 이집트에 대한 소련의 무기 

지원 정책의 중대성을 확대해석했는데, 미국의 우려와는 달리 소련은 

이집트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했고, 오히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아래는 6일 전쟁 이후 

나세르가 파견한 특사단이 소련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브레즈네프(Lenoid Brezhnev)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권장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해결(political solution)을 통해 아랍 국가들은 

방어 능력을 준비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93” 

 

 ‘정치적 해결’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군사적 해결’을 고수하던 

나세르의 기존 입장을 무력화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무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던 나세르에게 소련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일종의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1969년 3월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소모전(War of Attrition)이 

발발하자 소련 지도자들은 나세르에게 전쟁을 멈출 것을 ‘간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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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협정은 약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되며, ‘6일 전쟁 이

전 시기의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된다. Jon D. Glassman, Arms for the Arabs:���������	
��������������������  the 

Soviet Union and War in the Middle Eas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p. 24~25. 
92

 미국은 이집트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일단 덮어두는 일명 ‘아

이스박스 외교(icebox diplomacy)’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협상 또

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John S. Badeau, The Middle East Remembered 

(Washington, DC: Middle East Institute, 1983).  
93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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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흐람 편집장이자 나세르의 측근인 모하메드 헤이칼은 회고한다. 94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압박은 범아랍주의 동력을 약화하며 나세르의 

이집트 국가 역할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랍 영토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6일 

전쟁으로 인한 핵전쟁 우려 등의 국제 체제 층위의 요인은 지역 내 냉전 

논리의 개입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이나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협상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95  다시 말해, 체제적 요인은 단지 나세르의 인식과 그에 따른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으로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을 야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랍 지역의 냉전화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 작용으로 이어졌다. 범아랍 정체성을 보유하던 

이집트는 미국과 소련의 개입에 의해 정책적, 이념적 자율성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나세르가 범아랍 정체성을 고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2) 하위체제 수준 

  

 체제 층위에서 냉전 논리의 개입이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반대로 지역 하위체제 

층위에서는 아랍 냉전(Arab Cold war)의 와해로 인한 지역 행위자들의 

관계 재설정이 이집트 국가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아랍 

냉전’ 개념은 이집트와 시리아, 남예멘, 알제리 등의 혁명적 민족주의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의 보수적 왕정주의 국가들의 경쟁 

구도를 가리킨다.96  아랍 냉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집트가 민족주의 

                                            
94

 Heikal, 1978, p. 193. 
95

 Burns, 1985, p. 172. 
96

 본 논문은 아랍 냉전 개념을 체제적 층위의 냉전 논리에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즉, 

미국과 소련이 아랍 국가들의 후견국(client)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랍 

지역의 고유하고도 내생적인 역학에 의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중동 

내 영향력 확장을 꾀했지만, 오히려 아랍 국가들의 분열과 경쟁에 휘말리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tail wags the dog)의 역의 사례가 많다. 유사한 논의로는 Fred Halliday, 

“The Middle East, the Great Powers, and the Cold War,” in Yazid Sayigh and Avi 

Shlaim (eds.),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p. 6~2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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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국가들과 갈등하고, 오히려 왕정주의 국가들과 협력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97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범아랍주의 영향력의 쇠퇴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아랍 가치보다 이집트의 주권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역할 인식을 부여한다. 

 아랍 냉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나세르의 범아랍주의가 

최고점에 달했던 때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UAR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통합을 이룬 1958년부터 1961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UAR 

통합을 계기로 나세르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의 

민족주의 세력에게 범아랍 지도자로서 인정받으며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98  반면, 보수적 왕정주의 세력은 범아랍주의를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했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은 나세르의 주요 정치적 수단이었던 라디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99 당시 나세르의 인기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왕정주의 국가들이 나세르를 견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962년 예멘 내전을 기점으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였다. 예멘의 공화파와 왕당파의 대립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지역적인 아랍 냉전으로 번졌다. 나세르는 

“예멘의 전투와 혁명은 우리[이집트]의 전투와 혁명”이라며 1962년 

예멘의 상황과 1952년 이집트의 상황을 동일시했고, 또한 “예멘의 

해방이야말로 시오니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100 ”이라며 개입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나세르는 사우드 국왕이 아랍 

통합과 진보를 저지하는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101”이라고 비난했다.  

                                            
97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이집트와 다른 국가들의 관계’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집트는 지역 내 중추적인 행위자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이다. Binder, 1967, p. 17.  
98

 Ghada Hashem Talhami, Palestine in the Egyptian Press: From Al-Ahram to Al-

Ahali (Lanham: Lexingon Books, 2007), p. 162. 
99

 당시 나세르는 라디오를 활용하여 범아랍주의 담론을 지역적으로 형성했다. 대표적인 

이집트 방송국으로는 ‘아랍의 목소리(Sawt al-Arab)’가 있다. Cremeans, 1963, p. 356., 

Andrew Hammond, Pop Culture in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Entertainment 

and Society Around the World (Santa Barbara: ABC CLIO, 2017), p. 132. 
100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fi al-Ihtifal ba’yid al-Nasr al-Sadis bi-Bur 

Said”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at the Victory day 

celebrations in Port Said], December 23, 1962,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101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fi al-Mua’tamar Sha’bi bi-Midan al-Gomhouriya 

bi-Munasiba al-‘Aid al-Hada Ashra lil-Thawra”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in Gomhouriya Square celebrating the 11th anniversa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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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랍 냉전의 두 진영은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혁명적 민족주의 진영이 군사적 행동을 고수하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면 보수적 왕정주의 진영은 정치적 협상을 고려하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유지했다.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은 1965년 3월 3일 

하비브 보르기바(Habib Bourguiba) 튀니지 대통령의 연설로 

고조되었는데,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Partition Plan)에 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아랍 정상들 중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과의 타협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보르기바의 연설은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102  이에 대해 나세르는 

“식민주의의 하수들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며 “[보르기바는] 팔레스타인 

권리를 배신했다 103 ”라고 비난했다. 자연스럽게 보르기바는 사우드, 

후세인 국왕과 함께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전락했고, 범아랍주의와 

아랍 제국주의라는 이분법적 담론의 프레임 속에서 아랍 냉전의 양상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일 전쟁을 촉발한 계기는 역시 두 진영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게릴라 공격에 요르단 정부가 맞대응하자 

시리아와 이집트는 범아랍주의의 대의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개입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을 촉진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지역 내 불안정 요소가 극대화된 

것이 6일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두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아랍 냉전은 6일 

전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와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와 나머지 혁명적 

민족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념적 균열이 발단이었다. 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나세르는 이스라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04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말의 타협 가능성조차 

                                                                                                               
Revolution], July 22, 1963,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102

 Michael Sharnoff, “ Looking Back: Nasser’s Inter-Arab Rivalries: 1958-1967,” 

Al-Arabiya News, July 30, 2011, 

http://www.alarabiya.net/articles/2011/07/30/160027.html (검색일: 2018년 2월 22일). 
103

 “Kalamat Ra’is Gamal Abdel Nasir fi al-Mua’tamar al-Watana al-Falastina min 

Jama’t al-Qahira” [The address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at the Palestinian 

National Conference at Cairo University], May 31, 1965,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104

 6일 전쟁 종식 일주일 후인 6월 17일, 시리아와 이라크, 알제리, 수단 정상들이 카

이로에 모여 나세르와 함께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압둘라흐만 아리프 이

라크 대통령과 우아리 부메디엔 알제리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소련의 이집트 

병력 추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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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이들의 극단적인 입장은 정치적 해결을 선호하는 나세르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재정적 

위기로 인해 이집트는 더 이상 예멘에 군사를 파견하여 혁명 세력을 

지지해줄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은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105  

 아랍 국가들의 관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967년 카르툼 회담에서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회담의 주요 안건이자 나세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중단되었던 걸프 국가들의 석유 수출 재개와 그로 인한 

수입으로부터 원조를 약속받는 것이었다. 이집트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부터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군사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당시 걸프 국가들의 혜택을 받고자 했다.  

 흥미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의 걸프 산유국들은 

총 1억 3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이집트와 요르단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중 9천 5백만 달러는 이집트에, 4천만 달러는 요르단에 

배분되었다.106 결의안이 채택되고 난 후 이어진 다음 세션에서 나세르는 

“경제 원조로 인해 우리[이집트와 요르단]는 더욱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관계는 카르툼 회담 이후 

훨씬 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1968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세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 내 입지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도움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아랍 내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나세르는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고하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나세르는 솔직한 태도로 파이잘 사우디 국왕과 대화를 나눴다.107 

나세르는 “바트당과는 달리 우리[이집트]는 이집트 경계 밖에서 지역적 

리더십을 형성할 의도가 없다”며 파이잘 국왕을 안심시켰고, 이에 

파이잘 국왕은 “신께서 바트당을 파괴하시길”이라며 시리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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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는 말을 더하기도 했다. 108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리아의 

바트당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했음을 암시한다. 

 한편, 카르툼 결의안이 상정하는 원조의 또 다른 수혜국인 

요르단과 이집트의 관계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비록 기존에 두 국가는 각자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해야 했지만, 6일 전쟁으로 인해 각각 

시나이 반도와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에 점령당하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자, 동시에 팔레스타인 게릴라인 페다인(fedayeen)의 

거점이기도 하다. 109  실제로 당시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했는데, 이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요르단 정부에게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1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르단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두 가지 

대내외적 복잡성을 야기한다. 첫째, 요르단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랍-이스라엘 문제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국내의 수많은 팔레스타인 인구는 정권을 위협하는 대내적 불안 요소로 

존재했다. 둘째, 페다인의 이스라엘 국경 테러와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공세적인 대응은 요르단의 외교적 입장뿐 아니라 영토적 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요르단의 입장에서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이집트와 긴밀해진다는 것은 범아랍 지도자인 

나세르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뿐더러 “요르단의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팔아버린다”는 

오명을 벗을 수 기회를 의미했다. 111  더 나아가 국내의 팔레스타인 

난민과 테러 조직의 불만과 폭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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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었던 것이다.   

 나세르 또한 6일 전쟁으로 영토를 침략당한 요르단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었고, 영토의 회복을 위해 요르단과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1969년 소모전(War of Attrition) 이후 나세르는 파이잘 사우디 

국왕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평화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승인한 유일한 두 국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상치 못한 

참혹한 소모전으로 매일 싸우는 유일한 두 국가이기도 하다”며 

요르단과의 공통적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112  

 이처럼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보수 왕정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은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하는 가능성을 함께 제고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 이상 

혁명적 민족주의 국가들이 나세르에게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기대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범아랍주의가 아랍 지역 

내에서 정치적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세르는 더 이상 이념에 의한 동맹이 아닌, 전략에 의한 편의적 동맹을 

형성하게 되며, 영토 주권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국가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3) 국가 수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마지막 구조적 

요인으로는 이집트 국가 층위에서의 경제와 안보 위기를 제시할 수 있다. 

나세르 집권 후기에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맞물렸던 것이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자극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내적 경제 개발 정책의 

실패와 예멘 내전 개입, 그리고 미국의 원조 중단 요소가 경제 위기를 

야기했고,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시나이 반도의 점령과 병력의 대거 

무력화가 국가 안보 위기 상황까지 초래했던 것이다.  

 1960년대 초반 이집트는 소련의 경제 확장 모델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경제 성장을 꾀했다. 나세르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총 5년에 걸친 ‘경제 개발 5년 계획(Five Years Plan)’을 

야심 차게 시행했는데, “10년 안에 이집트의 경제 수준을 두 배로 

키우고, 20년 안에는 영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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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한참 빗나갔다. 예컨대, 나세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대학 졸업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국 불필요한 일자리의 과다창출로 경제 불균형만 

야기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1965년 

완성된 아스완 댐의 1차 건설이었지만, 그마저도 소련의 기술과 비용이 

아니고서는 완공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경제적 자립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114  

 더욱이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이어졌던 예멘 내전의 개입은 

막대한 국력 손실을 야기하며 시기적으로 맞물린 이집트의 산업화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집트는 매년 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7만여 

명 규모의 군대를 파병해 예멘의 공화파를 지원했는데, 1950년대 

후반에 비해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가 부채는 이미 배 비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범아랍의 대의를 위해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국내적 

상황이 악화할 뿐 아니라 범아랍주의의 영향력 또한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15  범아랍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경제와 맞바꾼 나세르의 

예멘 내전 개입은 ‘나세르의 베트남’ 사건으로 회고된다.116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식량 원조가 중단되면서 국내적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집트는 1960년대 초반 케네디 정부 때부터 P.L. 

480 식량 원조 정책을 받아왔고, 그 양은 6년간 약 5억 달러 상당에 

이르며 실제 1962년 이집트 밀 수입의 99퍼센트를 차지했다. 117  이에 

따라 이집트는 미국의 ‘평화를 위한 식량 원조(Food for Peace)’와 

소련의 ‘목화 대신 무기(Gun For Cotton)’ 정책의 수혜를 동시에 입었다. 

미국과 소련 그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편승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 

이집트는 양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18 

그러나 예멘 내전이 발발하자 존슨 정부는 P.L. 480 식량 원조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19  결국 국가 개발 정책, 내전 개입 등의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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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실패로 국내적 위기에 처해 있던 이집트의 상황은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훗날 사다트는 당시 

이집트의 국내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그의 

발언으로부터 당시 이집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 국내적 상황은 통탄할 만한 지경이었다. 같은 해 

존슨은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중단했고, 이는 이집트를 

중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중략) 미국의 밀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의 계획은 난관에 빠졌다. 우리는 소련의 [부채] 할부금을 

지연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방문했다.120” 

 

 당시 소련은 이집트의 부채를 절반으로 삭감하며 이집트의 

부담을 완화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이집트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지난 상태였다. 121  이러한 경제 위기는 팔레스타인 난민이나 

예멘 내전과 같은 아랍 문제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고, 

따라서 나세르는 범아랍 정체성보다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던 것이다.  

 당연히 나세르는 미국과 소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원조를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직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세르가 

예멘 내전을 결심한 것은 그 어떤 국가 이익에 따른 외교정책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 정체성이 규정하는 아랍 지도자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6일 전쟁의 발발은 경제 위기에 심각한 안보 위협까지 

더했다. 6일 전쟁은 이집트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랍 국가들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이집트의 경우, 430개 전투기 중 300개가 

단번에 파괴되었고, 2만여 명의 병력이 시나이 반도에서 후퇴 중에 

전사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12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멘이나 팔레스타인 등 아랍 이웃의 

문제나 아랍 민족의 통합이라는 이상적인 문제들은 나세르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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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했다. 따라서 범아랍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지 대외적 선전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해져 버린 

것이다. 오히려 나세르가 당면한 당장의 과제는 국가의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범아랍 정체성의 

공백을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대체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는 여러 층위에서의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변화의 국면을 맞이했다. 체제적 층위의 냉전 

논리의 개입과 지역 하위체제 층위에서의 아랍 냉전의 와해로 인한 

네트워크 변동, 그리고 국가 층위에서의 경제 및 안보 위기는 국가 

정체성 변화의 허용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따라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의 범아랍 국가 정체성의 쇠퇴는 

정체성의 위기 또는 공백을 야기했고,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새로운 

국가 정체성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잠정적 가설인 

것이다. 이어지는 장은 나세르의 연설문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범아랍 

정체성에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국가 정체성 변화의 실증적 검증  

 

1)  분석 절차  

 

 본 소절은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5년 동안의 

나세르 연설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기법은 역사적, 해석학적 

분석이 주를 이뤘던 중동 지역 연구를 질적과 양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분석적으로 유용하다. 질적으로는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최대한 보완하고, 양적으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연설문을 일관성 

있는 절차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123  

 

                                            
123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 , 

『한국정치학회보』, 49(2) (2015), pp. 45~46.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유용성에 관해

서는 Justin Grimmer and Brandon M. Stewart,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  Political 

Analysis, Vol. 21, No. 3 (2013), pp. 267~97.과 Justin Grimmer and Gary King, 

“ General Purpose Computer-Assisted Clustering and Conceptualization,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8, No. 7 (2011), pp. 

2643~5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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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절차 

 
 <그림 3-1>은 분석의 절차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나세르가 대통령을 역임한 1956년 6월 

23일부터 사망한 1970년 9월 28일까지의 연설문을 연도별로 묶어 

수집했다. 해당 시기의 연설문 개수는 총 863개이다. 이 중에서 

질문자에 의해 특정한 주제의 답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인터뷰 형식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지역 행사 관련 연설문(직물공장 개장식 

축사, 아동 보조기금 홍보 연설, 대학 졸업식 축사 등)과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멕시코 사절단 환영사, 에티오피아 대사 만찬 

축사 등)은 중동 외교정책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으로 선별된 연설문의 

최종 개수는 393개다.   

 한편, 연설문은 아랍어로 나세르 온라인 아카이브에 수록되어 있

다. 그러나 분석에 활용할 통계 프로그램인 R에서는 아랍어 텍스트를 처

리할 수 있는 패키지의 활용성이 낮아, 이에 따른 대안으로 텍스트를 영

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다. 번역의 단계는 총 두 단계로, 먼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아랍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다음, 번역된 

글을 연구자가 재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별히 주의한 부분은 이집트 

지역 방언의 구어체(al-Masriya)와 지명, 인물 이름을 번역기가 인식하

지 못하거나 통일되지 않은 발음기호로 번역한다는 점인데, 이는 연구자

가 2차 번역의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번역 및 통일했다.124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단계로 프로그램

이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말뭉치(corpus) 형태로 전환한 후 분석에 

용이하게 단순화 처리를 하는 단계이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tm’ 패키지

를 사용하여 공란 처리, 소문자로 통일, 숫자 표현 제거, 불용 단어 제거 

                                            
124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의 맥락이나 의미보다는 단어의 빈도수와 단어간 분

포의 구성을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서 문맥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단어의 번역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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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과정을 거친다.125 불용 단어는 연설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단어를 가

리키며, ‘arab,’ ‘people,’ ‘today’, ‘one’ 등의 단어가 제거되었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어근 동일화(stemming)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다양

한 형태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의 어근으로 축약하여 단순화하

는 분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은 크게 기술적 분석과 인과적 분석으로 

나뉜다.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은 단어 빈도수, 감정 분석, 

문서 클러스터링 및 문서 간 상관관계, 단어 연결망, 토픽 분석(LDA, 

CTM)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목적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연설문에 

내재하는 거시적인 패턴을 관찰하고 다양한 토픽을 추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토픽을 확인하고, 각 토픽에 대한 발현과 종식 기점을 파악하는 목적을 

갖는다. 반면, 인과적 분석(causal analysis)은 특정한 변수가 토픽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STM)을 활용하여 어떤 변수가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토픽을 발현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활용한다. 즉, 앞선 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6일 전쟁이라는 촉발 조건으로 인해 

전환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검증한다.  

 분석의 마지막 절차는 시각화의 단계로, 다양한 기법을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식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련의 절차에 따라 나세르의 연설문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포착하고 

다양한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분석 결과 

 

 나세르 연설문의 텍스트 분석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1) 이집

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 패턴 관찰, 2) 국가 정체성 변화의 구체적인 분

기점 검증, 3) 나세르 연설문에 내재하는 토픽의 시각화, 4) 기존 연구에

서 통상적으로 상정하는 범아랍주의 담론의 종식 시기의 검증으로 정리

                                            
125

 Ingo Feinerer, Kurt Hornik, and David Meyer,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 25, No. 5 (2008), p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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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분석 절차에 따라 단어 빈도수와 감정 분석, 연설문 상관관계 및 

클러스터링, 단어 연결망, 토픽 분석을 실시하는데, 본 장에서는 국가 정

체성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빈도수와 감정 분석, 토픽 분석

만을 제시하고, 그 외 분석은 부록에 나타냈다.  

 

 (1)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분석은 절대적 빈도보다 상대적 빈도가 더욱 

중요한 분석이다. 특정 단어를 몇 차례나 언급했는지보다는 다른 단어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세르의 연설문 자료는 연도별로 개수가 

상이하기에, 특정 단어의 단순 빈도수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사용된 전체 단어 대비 특정 

단어의 상대적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126 

 무엇보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통해 

나세르가 강조하는 이집트의 역할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나세르는 시리아와 국가 통합을 이루고 나서 국가 명칭을 

‘이집트’가 아닌 ‘UAR’로 칭했는데, 이와 같은 명칭은 단순히 국가를 

지칭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이집트의 국가 역할에 대한 나세르의 

기대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나세르는 두 명칭을 

결코 무분별하게 혼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명칭은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 주권국가인 

‘이집트’로서, 혹은 범아랍 주권을 소유하는 ‘UAR’로서의 역할 인식이 

암묵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다127.  

 <그림 3-2>는 ‘UAR’과 ‘이집트’의 국가 명칭에 대한 빈도수를 

좌측의 그래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주요 거주지인 ‘가자 

지구’와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의 빈도수를 우측의 그래프에 

                                            
126

 본 논문에서는 특정 단어의 빈도를 나머지 모든 단어의 빈도에 대한 비율

(wordcount/sum of wordcount)*100)로 계산하였다. 
127

 나세르는 UAR의 해체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UAR’ 명칭을 고수했는데, 범아랍주

의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면서 더 이상 ‘UAR’이 아닌 ‘이집트’를 국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칭은 타 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이집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국내, 지

역, 그리고 국제 청중들에게 자신이 인식하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과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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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림이다. 국가 명칭을 통해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 문제와 

이집트의 영토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함으로써 이집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단어 빈도수 분석: 국가 정체성 관련 단어 

  

 단어 빈도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UAR 통합으로 범아랍 정체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56년 수에즈 

전쟁의 승리로 인해 한껏 고취되어 있던 이집트는 주권국가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1958년에 들어서 나세르는 범아랍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레토릭을 형성한다. 한편, 이 구간에서 나세르는 가자 지구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는데, 1956년의 증가 폭과 비교했을 때,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보다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는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거의 일치하는 궤도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상반된 

변화 양상을 보이던 두 정체성이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범아랍주의의 영향력 쇠퇴에 따라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위기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이집트 국가 정체성은 범아랍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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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여전히 

강조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범아랍의 

문제보다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가 발생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67년 이후 양측의 그래프에서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나세르는 ‘UAR’보다 

‘이집트’라는 명칭을 확연하게 자주 사용할 뿐 아니라, 이집트와 

이집트의 영토에 관한 레토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압도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암시한다. 즉, 이 시기에는 이집트 

범아랍 정체성이 쇠퇴하고, 이에 따른 공백을 주권국가 정체성이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의 

사용 변화를 통해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 빈도수 분석은 특정한 

일부 단어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연설문의 패턴만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뿐, 변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양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어지는 감정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2) 감정 분석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은 이집트 정체성에 대한 

나세르의 감정 변화가 15년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 분석은 문서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특정한 단어 

사전에 기반하여 분류 혹은 점수를 매김으로써 전반적인 감정을 

평가하는 분석인데,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단어 

사전으로는 'Bing', 'AFINN', 'NRC'가 있다. 128  각각의 감정 사전은 

저마다의 분석적 유용성을 갖지만, 본 논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28

 가장 많이 활용되는 Bing 감정 사전의 경우 6,788개의 단어가 각각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 각각 1점과 ~1점

을 매겨 점수의 합산을 통해 문서의 감정을 수치화한다. 한편, AFINN 감정 사전은 단어

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에 가중치를 부과해 '부정적' 단어와 '더욱 부정적' 단어, ‘긍정적’ 

단어와 ‘더욱 긍정적’ 단어를 구별한다. NRC 감정 사전의 경우, 감정의 분류를 분노, 즐

거움, 공포 등으로 분류하여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를 카테고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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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상, 정치적인 레토릭에 따라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주로 사용할 경향이 강하다. 즉, 분쟁 

시에도 정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족적 승리감을 고취하는 레토릭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파악하거나, 나세르의 

연설문을 감정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분석적으로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감정 사전을 새로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감정 분석에 활용된 감정 사전은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하는 단어 각 26개씩, 총 52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범아랍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1,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1의 점수를 부과하여 나세르의 연도별 

연설문에 대한 감정 분석을 시행하였다.129  

 

 

 

<그림 3-3> 감정 분석: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 변화 

 

                                            
129

 AFINN 사전처럼 단어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가중치는 연구자의 주

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1과 -1만으로 감정 점수를 매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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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는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감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나세르가 범아랍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양(+)의 점수가, 반대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음(-)의 점수로 기록된다. 

그래프에 표시된 실선은 두 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 해의 지배적인 

정체성을 가리킨다. 

 감정 분석 결과는 단어 빈도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수에즈 전쟁 이후 확립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은 1958년 급격하게 

범아랍 정체성으로 변화하며, UAR의 존속 기간 동안 유지된다. 이는 

아랍 통합의 실험으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다시금 검증한다. 한편, 1962년부터 범아랍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의 언급뿐 아니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가 

함께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시기 나세르가 

강조하는 제3의 토픽의 존재를 암시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알 수 없으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초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히 미약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단어 빈도수와는 달리, 감정 분석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최종 변화가 1967년이 아닌 1964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감정분석에서는 1963년 이라크, 

시리아와의 3자 통합 회담(Tripartite Unity Talks) 130 의 실패를 국가 

정체성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마지막 

아랍 통합 시도와 잇따른 실패는 범아랍주의 영향력의 종식으로 

이어지며, 그 이후 나세르는 연설문을 통해 더 이상 범아랍 정체성이 

아닌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정확한 역사적 분석을 위해 연설문 간 

상관관계와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해당 분석은 부록에 나타나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1958년부터 1960년, 1961년부터 196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7년부터 1970년을 국가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으로 상정한다.  

                                            
130

 3자 통합 회담에 관한 연구는 Elie Podeh, “To Unite or Not to Unite: That Is Not 
the Question: The 1963 Tripartite Unity Talks Reassessed, Middle Eastern Studies, 

Vol. 39 No. 1 (January 2003), pp. 150~80.와 Kerr, 197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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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 분석 : LDA , CTM , STM    

 

 토픽 분석은 여러 모형의 비교를 통해 나세르의 연설문에 내재

하는 다양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 발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토픽 분석은 특정 단어를 잠재적인 토픽을 나타내는 

관측치임을 전제로 하는데, 쉽게 말해 특정 단어의 군집으로부터 특정 

토픽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토픽 모형은 기

술적 분석의 잠재적 디리슐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과 상관 토픽 모형(CTM: Correlated Topic Model), 그리고 인과적 

분석의 구조적 토픽 모형(STM: Structural Topic Model)으로 나뉜다. 

 먼저 LDA와 CTM은 문서에서 관측되는 단어가 잠재된 토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관측되었다고 전제하는 측면에서 생성적 

확률 모형이며, 단어-토픽-문서-말뭉치의 배속 관계를 전제하여 

사후확률을 사전확률과 데이터의 혼합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위계적 

베이지안 통계학적 관점을 따른다. LDA가 디리슐레 랜덤 분포를 

사용한다면, CTM은 로지스틱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학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두 모형을 통해 연설문에서 내재하는 

잠재적인 토픽을 발견하고, 발현 패턴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공유한다.131  

 두 토픽 모형이 기능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함께 활용하는 이유는 상호 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LDA 모형의 한계는 토픽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설문에 내재하고 있는 토픽은 

상호유기적인 속성이 강하다. 예로 들어,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영토(territory)”, “전쟁(war)”, “공격(aggression)” 등의 

단어가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반이스라엘(anti-Israel) 

담론은 본질적으로 이집트 영토의 회복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볼 

                                            
131

 토픽 관련 모수와 가중치 모수가 알려진 조건에서 특정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가 특

정한 토픽을 반영할 확률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을 차용한다. LDA 

모형과 STM 모형에 관하여는 David  M. Blei and John D. Lafferty, “A Correlated 

Topic Model of Science,” Ann. Appl. Stat., Vol. 1, No. 1, (June 2007), pp. 17~35., 

David  M. Blei, Andrew Y. Ng,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 3, No. 4-5 (May 2003), pp. 993~1022.,  

Margaret E. Roberts, Brandon M. Stewart, Edoardo M. Airoldi, “A Model of Text for 

Experimen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111, No. 515 (July 2016), pp. 988~100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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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문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모형 추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CTM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토픽 변화로 인한 분기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부록 109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측정 기준(metric)에 

따라 4개의 토픽 개수로 LDA와 CTM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잠재적 토픽의 관측 지표가 되는 상위 12개 단어가 <표 3-1>과 

<표 3-2>과 같이 나타난다.132 한눈에 봐도 두 모형이 추출한 토픽과 각 

토픽을 이루는 단어의 군집이 상당히 유사한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유사성은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더한다. 실제로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는 크리펜도르프 알파값(Krippendorf ’s alpha)

이 0.821로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0.8 이상을 신뢰성 있는 값으로 취급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로 보인다.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의 군집에 따라 표의 하단에 토픽의 이름을 임의로 선정하여 표기했다. 

 각 모형의 첫 번째 토픽은 ‘이집트(egypt)’, ‘이집트의(egyptian)’ 

등이 주요 단어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국가(country)’, ‘영토(land)’, 

‘자유(freedom)’, ‘독립(independence)’와 같은 단어가 함께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하는 

토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토픽은 이집트의 혁명적 역사와 

이스라엘로부터의 영토의 주권과 투쟁적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토픽과 세 번째 토픽은 범아랍주의와 관련된 단어로 

구성된다. 얼핏 보기에 상당히 유사한 두 토픽은 특정 단어를 통해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 두 번째 토픽의 경우, UAR을 지칭하는 

‘통합된(united)’과 ‘공화국(republic)’, 그리고 범아랍주의를 의미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범아랍 

정체성을 강조하는 토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세 번째 토픽은 통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타나지만, 

범아랍주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단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과도기적(transitional) 토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시리아(syria)’의 경우, 앞선 단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통합보다는 

분리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work(일하다)’, ‘million(백만)’, ‘social(사회주의적)’과 같은 단어는 

이집트의 국내적 경제 개발의 토픽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세 번째 

                                            
132

 잠재적 토픽의 순서는 랜덤하게 매 분석마다 랜덤하게 정해진다. 따라서 표로 정리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토픽끼리 순서대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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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은 범아랍 정체성이 쇠퇴하고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이행기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픽은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암시하는 

토픽으로써 반이스라엘(anti-Israel) 토픽으로 명명할 수 있다. CTM 

분석의 경우 ‘이집트(egypt)’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는 반이스라엘 담론이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토픽이 

아님을 암시한다. 실제로 이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이집트 영토 점령에 대한 ‘저항(struggle)’과 ‘전투(battle)’를 

나타낸다. 이로써 반이스라엘 토픽은 이집트의 영토적 주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세르의 연설문에 내재하는 네 가지 주요 토픽은 각각 

다른 단어들의 군집으로 이루어지며, 시기에 따라 연설문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같은 변화를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연도별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4>는 네 개의 토픽이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나타낸다. 앞선 두 개의 표와 마찬가지로 두 결과는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과 범아랍 정체성과 관련된 토픽으로, 국가 정체성의 변화는 총 

두 차례, 1958년과 1967년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958년에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서 범아랍 정체성으로, 그리고 1967년에는 

쇠퇴하는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국가 정체성의 첫 번째 

변화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반면, 두 번째 변화의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1967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토픽 변화의 폭이 1958년에 비해 크지 않을뿐더러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 관한 직접적인 담론의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픽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CTM 분석이 반이스라엘 토픽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 

관한 토픽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내는 점에서 반이스라엘 

토픽이 강화되는 1967년 이후 시기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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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LDA: 토픽별 상위 12개 단어 

 

 

<표 3-2> CTM: 토픽별 상위 12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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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도별 토픽 변화 추이: LDA, CTM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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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나세르의 연설문에 내재하는 

잠재적 토픽과 토픽 변화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변화 분기점을 

파악했다면, 이어지는 STM 분석을 통해서는 무엇에 의해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강하게 발현되는지. 그 인과적 기제에 주목한다. 

STM의 분석적 유용성은 실험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변수가 특정한 

토픽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33  이 

분석 기법은 토픽의 발현 가능성(prevalence)을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예측 변수로, 그리고 문서에 등장하는 

토픽의 발현 가능성을 결과 변수로 가정하는 선형회귀모형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134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이 1967년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

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화한다는 기술적 분석에 착안하여, 인과적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

해, STM 분석에서는 아래의 질문을 상정하여 국가 정체성 변화의 원인

을 도출하는 것을 분석의 주 목적으로 한다.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하는 토픽

은 어떤 요인에 의해 가장 높은 확률로 발현되는가?”  

  

 질문에 따른 독립 변수는 본 논문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촉발

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여부이다. 변수에 대한 지표는 국가 간 군사분

쟁 데이터(MID 4.0)를 참고하여 1956년부터 1970년까지 발생한 이스라

엘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전쟁이 발생한 연도는 1, 

발생하지 않은 연도는 0과 같이 이항 변수로 표기했다.135  

                                            
133

 구조적 토픽 모델에 관하여는 Roberts, Margaret E., Brandon M. Stewart, Dustin 

Tingley and Edoardo M. Airoldi. 2013.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Applied 

Social Science.”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2013)., Roberts, Margaret 

E., Brandon M. Stewart, Dustin Tingley, Christopher Lucas, Jetson Leder-Luis, 

Shana Kushner Gadarian, Bethany Albertson and David G. Rand,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 ���������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Vol. 58, no. 4 (2014), pp. 1064~82.���������	
��������������������   

를 참고. 
134

 백영민,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7). 
135

 MID 4.0 데이터 상에는 적대감(hostility)의 정도에 따라 전쟁(war), 무력의 사용(use 

of force), 무력의 시위(display of force), 무력 사용의 위협(threat to use force), 군사 

행위 부재(no militarized action)으로 나뉜다. 본 분석에서는 최대의 적대감으로 

규정되는 ‘전쟁’만을 고려하였다. COW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Datase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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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속 변수는 STM 분석이 추정하는 토픽의 발현 가능성이

며, 부록의 <그림 C-1>에 따라 최적의 토픽 개수를 24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지는 <표 3-3>는 STM 분석에 따른 24개의 토픽

별 주요 단어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변수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토픽을 형성하는 단어는 STM 분석에 의해 일괄적으로 어근 동일화 과

정을 거친 형태로 나타난다.  

 <표 3-3>에 의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가장 

높은 확률로 발현되는 토픽은 토픽 4이다. 토픽 4에서는 ‘이집트(egypt)’, 

‘국가(country)’, ‘민족(nation)’와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며, 

다른 토픽과 구별되는 단어로는 ‘존엄성(dignity)’, ‘주권(sovereignty)’ 

등이 있다.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를 미루어 보아, 이 토픽은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과의 분쟁 

심화에 따라 나세르가 연설문 내에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집트 국가 

정체성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은 범아랍주의 이념보다는 이집트 주권국가 

이념을 기반으로 삼는다.   

 한편, 토픽 9 또한 이집트와 관련된 토픽으로 등장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만약 토픽 9 또한 토픽 4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한다면, 이같은 분석 결과는 

논문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토픽 9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토픽 9를 다른 토픽과 분리하는 FREX 단어를 살펴보면 

‘port(항구)’, ‘article(조항)’과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집트 

국내정치와 관련있는 토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항’의 경우 

국회에서 헌법에 관하여 발언한 것으로, 대외 관계에서 형성되는 국가 

정체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토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하는 토픽은 이스라엘과의 분쟁 심화에 따라 높은 확률로 발현된다. 

이는 앞서 실시한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추정했던 국가 정체성의 

두 번째 변화 기점이 1967년이라는 점을 확증하는데, 6일 전쟁 이후 

나세르의 연설문 상에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토픽이 

강력하게 등장했으며, 이는 앞선 소절에서 언급한 국가 정체성의 촉발 

조건을 충족한다.   

 

                                                                                                               
4.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 (검색일: 2017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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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각 토픽에서 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 
137

 빈도수가 높으며 동시에 토픽을 분리하는 단어. 

토픽���������	
��������������������  
이스라엘���������	
��������������������  전쟁���������	
��������������������  

(표준오차)���������	
��������������������  
Highest���������	
��������������������  Prob

136
���������	
��������������������   FREX

137
���������	
��������������������  

토픽���������	
��������������������   1���������	
��������������������  
0.742���������	
��������������������  

(0.118)���������	
��������������������  

arab,���������	
��������������������  nation,���������	
��������������������  peopl,���������	
��������������������  

countri,���������	
��������������������  will,���������	
��������������������  republ,���������	
��������������������  iraq���������	
��������������������  

iraq,���������	
��������������������  communist,���������	
��������������������  democraci,���������	
��������������������  

baghdad,���������	
��������������������  solidar,���������	
��������������������  republ,���������	
��������������������  agent���������	
��������������������  

토픽���������	
��������������������   2���������	
��������������������  
0.454���������	
��������������������  

(0.112)���������	
��������������������  

israel,���������	
��������������������  arab,���������	
��������������������  peopl,���������	
��������������������  

nation,���������	
��������������������  want,���������	
��������������������  forc,���������	
��������������������  will���������	
��������������������  

libyan,���������	
��������������������  isra,���������	
��������������������  resolut,���������	
��������������������   ���������	
��������������������  

soviet,���������	
��������������������  secur,���������	
��������������������  june,���������	
��������������������  israel���������	
��������������������  

토픽���������	
��������������������   3���������	
��������������������  
0.440���������	
��������������������  

(0.147)���������	
��������������������  

peopl,���������	
��������������������  arab,���������	
��������������������  uniti,���������	
��������������������  

nation,���������	
��������������������  revolut,���������	
��������������������  year,���������	
��������������������  baath���������	
��������������������  

baath,���������	
��������������������  parti,���������	
��������������������  yemen,���������	
��������������������  

separ,���������	
��������������������  charter,���������	
��������������������  uniti,���������	
��������������������  secess���������	
��������������������  

토픽���������	
��������������������   4���������	
��������������������  
���������	
��������������������   ���������	
��������������������   ���������	
��������������������   ���������	
��������������������   0.002**���������	
��������������������  

(0.101)���������	
��������������������  

egypt,���������	
��������������������  will,���������	
��������������������  peopl,���������	
��������������������  

today,���������	
��������������������  countri,���������	
��������������������  forc,���������	
��������������������  nation���������	
��������������������  

egypt,���������	
��������������������  digniti,���������	
��������������������  canal,���������	
��������������������  compani,���������	
��������������������  

england,���������	
��������������������  sovereignti,���������	
��������������������  channel���������	
��������������������  

토픽���������	
��������������������   5���������	
��������������������  
0.348���������	
��������������������  

(0.152)���������	
��������������������  

peopl,���������	
��������������������  forc,���������	
��������������������  will,���������	
��������������������   ���������	
��������������������  

arab,���������	
��������������������  work,���������	
��������������������  can,���������	
��������������������  israel���������	
��������������������  

territori,���������	
��������������������  june,���������	
��������������������  statement,���������	
��������������������  elect,���������	
��������������������  

intellectu,���������	
��������������������  committe,���������	
��������������������  socialist���������	
��������������������  

토픽���������	
��������������������   6���������	
��������������������  
0.559���������	
��������������������  

(0.119)���������	
��������������������  

peopl,���������	
��������������������  arab,���������	
��������������������  year,���������	
��������������������   ���������	
��������������������  

nation,���������	
��������������������  revolut,���������	
��������������������  work,���������	
��������������������  will���������	
��������������������  

algeria,���������	
��������������������  democraci,���������	
��������������������  king,���������	
��������������������   ���������	
��������������������  

ten,���������	
��������������������  algerian,���������	
��������������������  syrian,���������	
��������������������  reaction���������	
��������������������  

토픽���������	
��������������������   7���������	
��������������������  
0.393���������	
��������������������  

(0.024)���������	
��������������������  

iran,���������	
��������������������  peopl,���������	
��������������������  arab,���������	
��������������������  work,���������	
��������������������   ���������	
��������������������  

islam,���������	
��������������������  revolut,���������	
��������������������  year���������	
��������������������  

iran,���������	
��������������������  islam,���������	
��������������������  allianc,���������	
��������������������  muslim,���������	
��������������������  

reactionari,���������	
��������������������  summit,���������	
��������������������  problem���������	
��������������������  

토픽���������	
��������������������   8���������	
��������������������  
0.588���������	
��������������������  

(0.152)���������	
��������������������  

arab,���������	
��������������������  peopl,���������	
��������������������  nation,���������	
��������������������  coloni,���������	
��������������������  

uniti,���������	
��������������������  republ,���������	
��������������������  will���������	
��������������������  

republ,���������	
��������������������  lebanon,���������	
��������������������  congo,���������	
��������������������   ���������	
��������������������  

syrian,���������	
��������������������  exploit,���������	
��������������������  uniti,���������	
��������������������  damascus���������	
��������������������  

토픽���������	
��������������������   9���������	
��������������������  
0.994���������	
��������������������  

(0.117)���������	
��������������������  

peopl,���������	
��������������������  egypt,���������	
��������������������  arab,���������	
��������������������   ���������	
��������������������  

nation,���������	
��������������������  countri,���������	
��������������������  battl,���������	
��������������������  coloni���������	
��������������������  

port,���������	
��������������������  egypt,���������	
��������������������  articl,���������	
��������������������  egyptian,���������	
��������������������  

channel,���������	
��������������������  aim,���������	
��������������������  cooper���������	
��������������������  

토픽���������	
��������������������   10���������	
��������������������  
0.304���������	
��������������������  

(0.133)���������	
��������������������  

peopl,���������	
��������������������  arab,���������	
��������������������  nation,���������	
��������������������   ���������	
��������������������  

israel,���������	
��������������������  forc,���������	
��������������������  will,���������	
��������������������  say���������	
��������������������  

american,���������	
��������������������  setback,���������	
��������������������  america,���������	
��������������������   ���������	
��������������������  

intellig,���������	
��������������������  hussein,���������	
��������������������  june,���������	
��������������������  saudi���������	
��������������������  

토픽���������	
��������������������   11���������	
��������������������  
0.762���������	
��������������������  

(0.052)���������	
��������������������  

arab,���������	
��������������������  peopl,���������	
��������������������  nation,���������	
��������������������   ���������	
��������������������  

will,���������	
��������������������  israel,���������	
��������������������  forc,���������	
��������������������  enemi���������	
��������������������  

enemi,���������	
��������������������  dear,���������	
��������������������  resist,���������	
��������������������   ���������	
��������������������  

arm,���������	
��������������������  posit,���������	
��������������������  israel,���������	
��������������������  hit���������	
��������������������  

토픽���������	
��������������������   12���������	
��������������������  
0.352���������	
��������������������  

(0.154)���������	
��������������������  

arab,���������	
��������������������  peopl,���������	
��������������������  work,���������	
��������������������   ���������	
��������������������  

year,���������	
��������������������  israel,���������	
��������������������  countri,���������	
��������������������  million���������	
��������������������  

germani,���������	
��������������������  factori,���������	
��������������������  half,���������	
��������������������   ���������	
��������������������  

west,���������	
��������������������  stage,���������	
��������������������  million,���������	
��������������������  water���������	
��������������������  

토픽���������	
��������������������   13���������	
��������������������  
0.879���������	
��������������������  

(0.155)���������	
��������������������  

arab,���������	
��������������������  peopl,���������	
��������������������  nation,���������	
��������������������   ���������	
��������������������  

countri,���������	
��������������������  will,���������	
��������������������  coloni,���������	
��������������������  unit���������	
��������������������  

lebanon,���������	
��������������������  iraq,���������	
��������������������  republ,���������	
��������������������   ���������	
��������������������  

fought,���������	
��������������������  region,���������	
��������������������  polici,���������	
��������������������  baghdad���������	
��������������������  

토픽���������	
��������������������   14���������	
��������������������  
0.440���������	
��������������������  

(0.110)���������	
��������������������  

peopl,���������	
��������������������  arab,���������	
��������������������  will,���������	
��������������������   ���������	
��������������������  

nation,���������	
��������������������  revolut,���������	
��������������������  countri,���������	
��������������������  work���������	
��������������������  

friend,���������	
��������������������  africa,���������	
��������������������  salut,���������	
��������������������   ���������	
��������������������  

research,���������	
��������������������  confer,���������	
��������������������  yemen,���������	
��������������������  center���������	
��������������������  

토픽���������	
��������������������   15���������	
��������������������  
0.694���������	
��������������������  

(0.103)���������	
��������������������  

arab,���������	
��������������������  peopl,���������	
��������������������  nation,���������	
��������������������   ���������	
��������������������  

will,���������	
��������������������  unit,���������	
��������������������  countri,���������	
��������������������  coloni���������	
��������������������  

saw,���������	
��������������������  republ,���������	
��������������������  holi,���������	
��������������������   ���������	
��������������������  

march,���������	
��������������������  unit,���������	
��������������������  express,���������	
��������������������  past���������	
��������������������  

토픽���������	
��������������������   16���������	
��������������������  
0.262���������	
��������������������  

(0.132)���������	
��������������������  

arab,���������	
��������������������  peopl,���������	
��������������������  work,���������	
��������������������   ���������	
��������������������  

revolut,���������	
��������������������  countri,���������	
��������������������  year,���������	
��������������������  will���������	
��������������������  

islam,���������	
��������������������  allianc,���������	
��������������������  muslim,���������	
��������������������  rice,���������	
��������������������  

reactionari,���������	
��������������������  societi,���������	
��������������������  problem���������	
��������������������  

토픽���������	
��������������������   17���������	
��������������������  
0.728���������	
��������������������  

(0.054)���������	
��������������������  

peopl,���������	
��������������������  saud,���������	
��������������������  year,���������	
��������������������  arab,���������	
��������������������  nation,���������	
��������������������  

revolut,���������	
��������������������  work���������	
��������������������  

saud,���������	
��������������������  reaction,���������	
��������������������  king,���������	
��������������������  syrian,���������	
��������������������  

reactionari,���������	
��������������������  algeria,���������	
��������������������  prepar���������	
��������������������  

토픽���������	
��������������������   18���������	
��������������������  
0.919���������	
��������������������  

(0.050)���������	
��������������������  

peopl,���������	
��������������������  arab,���������	
��������������������  nation,���������	
��������������������   ���������	
��������������������  

countri,���������	
��������������������  coloni,���������	
��������������������  battl,���������	
��������������������  will���������	
��������������������  

oman,���������	
��������������������  assembl,���������	
��������������������  independ,���������	
��������������������   ���������	
��������������������  

elimin,���������	
��������������������  fought,���������	
��������������������  region,���������	
��������������������  cooper���������	
��������������������  

토픽���������	
��������������������   19���������	
��������������������  
0.952���������	
��������������������  

(0.051)���������	
��������������������  

peopl,���������	
��������������������  arab,���������	
��������������������  forc,���������	
��������������������   ���������	
��������������������  

work,���������	
��������������������  say,���������	
��������������������  will,���������	
��������������������  can���������	
��������������������  

faisal,���������	
��������������������  reactionari,���������	
��������������������  front,���������	
��������������������   ���������	
��������������������  

setback,���������	
��������������������  islam,���������	
��������������������  action,���������	
��������������������  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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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표 3-3> STM: 토픽 분석 결과 

 

3)  분석 함의 및  한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메타데이터 속성의 자료를 양적 방법을 

활용하는 질적 연구로, 인과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에 훨씬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해석학적 접근에 편향된 연구 방법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풍부한 기술적 묘사와 부분적으로 인과적 설명을 

동시에 제공한다.  

 본 장은 나세르 연설문의 기술적 분석과 인과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한다. 첫째,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담론의 분석을 통해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두 

개의 분기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61년과 1967년을 기점으로 

범아랍 정체성은 첫 번째 시기(1958~1960)에 우세한 정체성으로 

확립되었고, 1967년 이후의 시기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우세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본 논문이 범아랍주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갖는 부분은 1961년에서 1967년 사이의 기간에 관한 

분석으로, 기존의 연구가 이 시기를 여전히 범아랍주의가 팽배한 시기로 

본다면, 본 논문은 범아랍주의가 UAR의 해체로 크게 쇠퇴하고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인식한다.  

 둘째, 아랍-이스라엘 분쟁, 구체적으로는 6일 전쟁은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변수로써 작용한다. 

다시 말해, 1절에서 설명한 국제체제, 지역 하위체제, 국가 층위에서의 

토픽���������	
��������������������   20���������	
��������������������  
0.479���������	
��������������������  

(0.075)���������	
��������������������  

peopl,���������	
��������������������  arab,���������	
��������������������  revolut,���������	
��������������������  

nation,���������	
��������������������  will,���������	
��������������������  year,���������	
��������������������  work���������	
��������������������  

yemen,���������	
��������������������  ahm,���������	
��������������������  africa,���������	
��������������������  stronger,���������	
��������������������  

african,���������	
��������������������  democraci,���������	
��������������������  revolutionari���������	
��������������������  

토픽���������	
��������������������   21���������	
��������������������  
0.768���������	
��������������������  

(0.077)���������	
��������������������  

arab,���������	
��������������������  peopl,���������	
��������������������  israel,���������	
��������������������  

nation,���������	
��������������������  will,���������	
��������������������  forc,���������	
��������������������  egypt���������	
��������������������  

america,���������	
��������������������  israel,���������	
��������������������  american,���������	
��������������������   ���������	
��������������������  

territori,���������	
��������������������  peac,���������	
��������������������  sky,���������	
��������������������  canal���������	
��������������������  

토픽���������	
��������������������   22���������	
��������������������  
0.412���������	
��������������������  

(0.144)���������	
��������������������  

arab,���������	
��������������������  nation,���������	
��������������������  peopl,���������	
��������������������   ���������	
��������������������  

forc,���������	
��������������������  will,���������	
��������������������  israel,���������	
��������������������  enemi���������	
��������������������  

dear,���������	
��������������������  front,���������	
��������������������  palestinian,���������	
��������������������   ���������	
��������������������  

isra,���������	
��������������������  enemi,���������	
��������������������  libya,���������	
��������������������  june���������	
��������������������  

토픽���������	
��������������������   23���������	
��������������������  
0.706���������	
��������������������  

(0.042)���������	
��������������������  

peopl,���������	
��������������������  arab,���������	
��������������������  year,���������	
��������������������   ���������	
��������������������  

work,���������	
��������������������  will,���������	
��������������������  nation,���������	
��������������������  revolut���������	
��������������������  

dahab,���������	
��������������������  miss,���������	
��������������������  democraci,���������	
��������������������   ���������	
��������������������  

ten,���������	
��������������������  generat,���������	
��������������������  battl,���������	
��������������������  year���������	
��������������������  

토픽���������	
��������������������   24���������	
��������������������  
0.375���������	
��������������������  

(0.003)���������	
��������������������  

pakistan,���������	
��������������������  arab,���������	
��������������������  peopl,���������	
��������������������   ���������	
��������������������  

work,���������	
��������������������  year,���������	
��������������������  will,���������	
��������������������  revolut���������	
��������������������  

pakistan,���������	
��������������������  allianc,���������	
��������������������  islam,���������	
��������������������   ���������	
��������������������  

need,���������	
��������������������  problem,���������	
��������������������  muslim,���������	
��������������������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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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요인이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계기는 6일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는 범아랍주의의 종식이 1961년 UAR의 해체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정치적 영향력은 1964년 3자 통합 회담의 

실패로 인해 거의 상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인 

접근에 의한 범아랍주의의 종식에 관한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종식 

시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가 6일 전쟁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 범아랍주의의 종식을 유추했다면, 본 논문은 

연설문에 드러나는 범아랍주의에 관한 토픽의 변화에 근거하여 

범아랍주의의 종식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편, 텍스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적 한계를 갖는데, 

첫 번째 한계는 변화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지만, 변화의 원인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STM 기법을 통해 특정한 

변수(예로 들어 이스라엘과의 분쟁 심화 여부)의 인과적 작용을 관찰할 

수 있지만, 구조적 작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다루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화를 허용하는 국제체제, 지역 

하위체제,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의 요인을 1절에서 다루었다. 

 텍스트 분석의 두 번째 한계는 방법론적 한계로, 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개입되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 

사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사전에 포함하고 배제할지에 

관해서, 단어 연결망이나 토픽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도 모두 

연구자의 주관적인 결정과 해석이 개입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텍스트 

분석을 양적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토픽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의 특성상 인과의 선후 관계를 완벽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즉, 연설문에서 언급되는 정책이나 특정한 담론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점에 관한 언급일 수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은 

정체성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체성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인과적 

기제는 텍스트 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는 풍성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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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논문은 국가 정체성의 형성 요인이 아닌,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III장은 정체성 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핵심 목표로 상정한다.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의 

복합적 요소가 정체성의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잠정적 가설에 따라 본 장에서는 나세르의 연설문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1961년과 1967년을 기점으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기존의 역사적 

분석에 따른 분기점의 설정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범아랍주의의 

종식이 1961년 시작되었고, 1964년에 이르러 그 영향력이 완전히 

상쇄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와 가장 명백한 차이를 갖는 

부분이다. 

 본 장에서 관찰한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 분기점을 

바탕으로 이후 장에서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첫 

번째 시기는 범아랍 정체성이 우세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두 번째 

시기인 1961년부터 1966년까지는 범아랍 정체성의 쇠퇴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위기 시기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행기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 시기인 1967년부터 1970년까지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우세한 시기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시기적 

구분에 따라 이어지는 IV장에서는 나세르가 인식하는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인과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 역할 인식과 주권 개념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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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국가 역할, 주권,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 

 

 본 장은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이집트 국가 역할 

인식과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범아랍 정체성은 한 국가의 지도자에서 더 나아가 아랍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역할 인식을 규정한다. 이때 지도자가 인식하는 주권의 개념은 

아랍 전체의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타자(他)’의 문제가 아닌 ‘자신(我)’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범아랍 

정체성이 약화함에 따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새로 확립되면, 아랍 

지도자의 역할 인식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주권의 개념은 이집트의 

주권으로 한정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타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1절은 국가 역할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환경에 의해 

주체에게 부여되는 역할 인식과 주체가 스스로 부여하는 역할 인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38 전자는 아랍 국가들이 인지하는 이집트의 역할이며, 

후자는 나세르가 스스로 인지하는 이집트의 국가 역할로 규정한다. 

2절은 ‘범아랍 지도자’ 또는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의 역할 인식이 

주권 개념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다.  

 

1. 국가 역할 인식 

 

 파와즈 제르지(Fawaz A. Gerges)는 당시 이집트가 수행했던 두 

가지 역할을 ‘국가’와 ‘혁명’으로 규정한다. ‘국가’ 이집트는 다른 국가와

의 관계에서 ‘경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다. 그러나 ‘혁명’ 이집트에게 

경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지 경계를 초월하는 혁명적 사명

을 위해 임무를 완수할 뿐이다.139  

 본 논문은 이집트가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주장하

는 점에서 제르지와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국가’와 ‘혁명 ’의 

개념이 아닌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와 ‘범아랍 지도자’로 규명하는데, 

개념의 차이는 경계가 만드는 ‘주권’에 있다. ‘혁명’ 이집트가 경계에 아

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범아랍 지도자’ 역할의 이집트는 분명한 

경계를 인식한다. 다만 그 경계는 개별 국가의 경계가 아닌, 아랍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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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arov, 1998, p. 177. 
139

 Fawaz A. Gerges, Making the Arab World: Nasser, Qutb, and the Clash That 

Shaped the Middle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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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통합한 국가의 경계를 의미한다. 제르지의 개념은 팔레스타인 문

제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

는데, 본 논문에서 설정하는 역할 개념은 상이한 주권 개념에 따른 팔레

스타인 문제의 대상화 또는 흡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1) 범아랍 지도자(1958~1960)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이집트 역할 인식은 나세르 스스로가 

부여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성된 역할이기도 하다. 1956년 

수에즈 전쟁을 통해 이집트는 전에 없던 지역 내 위상을 차지하며, 

나세르는 범아랍 지도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58년 

UAR의 통합으로 인해 아랍 민족의 통합이 더 이상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자, 나세르는 범아랍주의 운동과 이념의 상징이자 

현현(incarnation) 그 자체로 확립된 것이다.140  

 뿐만 아니라 UAR에 대한 나세르의 통제와 영향력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자아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할 수도 우려는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더욱 의존하게 했고, UAR이 보유하는 통합적 군사력만이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아랍 국가들은 비단 민족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공유하는 왕정주의 요르단을 포함하며, 나세르에게 아랍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부여했다.141  

 예컨대 시리아의 외교 사절단이었던 파하드 알샤이르(Fahad al-

Shair)는 “이집트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입지로 인해 아랍인들은 

언제나 이집트를 범아랍주의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집트를 

범아랍 지도자로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내무부 장관이자 

부총리를 역임했던 알리 살레 알사디(Ali Saleh al-Saadi) 또한 이라크 

혁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이집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UAR(이집트를 칭함)은 아랍 민족의 존재에 있어서 필수적인, 굉장히 

강력한 근본이다. 이라크 혁명이 아랍 민족 해방의 기반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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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르와 이집트의 지역 내 역할과 위상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인정은 나세르 스스로 부여하는 것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 시기 

나세르는 자신을 아랍 지도자로서 역할을 공고히 했고, 범아랍주의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담론을 확산시켰다. 예로 들어, 1960년 미국 

저널리스트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아랍 사람들의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이 아랍 민족을 대표함을 넌지시 

암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에 대응을 묻는 

말에 나세르가 대답한 내용의 일부이다. 

 
“역사의 비극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의 압박 속에 살고 있다. 압박을 느끼는 

것은 나의 감정인 동시에 UAR 내부와 외부에 거주하는 모든 

아랍 시민들의 감정이다.143”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UAR 정보부에서 발간한 나세르의 전기에 

나세르가 이집트에 대해 구상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전기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144  

 

“가말 압델 나세르는 자신이 희망하는 이집트의 역할을 

뚜렷하게 정의했다. 아랍의 땅이 오랜 분열의 시간 끝에 

범아랍주의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145” 

 

 집권 초기에 드러난 나세르가 구상하는 이집트의 역할은 단순히 

이집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 민족 전체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나세르의 연설에 나타난 

담론은 범아랍주의와 자신을 동일화하는 특성을 가지며, 개별적인 국가 

또는 정부의 이익을 초월하는 단일한 아랍 통합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했던 것이다.146  

 이 시기에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추구하는 것이 

                                            
143

 “Mu’atamar Sahfa lil-Ra’is Gamal Abdel Nasir ma’a Wafd Sahfa Amrika” [Press 

conference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to a delegation of American 

journalists], March 21, 1960,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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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된 내용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랍 민족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드러나며, 이집트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강조한

다. 그러나 본문과는 무관한 이유로 발췌에서는 제외되었다.  
145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Cairo: Information Department Pres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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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ny, 199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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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아랍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집트의 

국가 이익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세르가 

이집트의 역할을 범아랍 지도자로서 규정함으로써 국가 위상이나 이익이 

주권국가로서의 이집트에도 이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시기에서는 점차 범아랍 이익과 이집트 주권국가의 이익이 상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외교정책 노선의 우회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이중적 역할 인식(1961~1966) 

 

 첫 번째 시기에 나세르가 인식하는 이집트 국가 역할이 ‘범아랍 

지도자’로서 확고했다면, UAR의 해체를 기점으로 범아랍주의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이면으로는 

범아랍의 명분보다는 이집트의 실리를 먼저 추구하는 이중적 역할 

인식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집트의 역할에 대한 주변 아랍 

국가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세르 스스로가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대외적 역할과 ‘이집트 지도자’로서의 대내적 

역할을 동시에 형성함으로써 야기되는 변화이기도 하다.  

 UAR의 해체는 이집트 중심의 체제에 반발을 가졌던 시리아군 

장교들의 쿠데타로 전개되었다. 1961년 9월 28일 시리아군은 

“[나세르가] 시리아를 모욕하고 군을 격하시켰다”며 UAR의 해체를 

촉구했다.147 실제로 시리아의 다양한 세력 집단은 이집트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세르에 대한 의심과 반발의 여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48  나세르는 이 사건을 두고 

아랍의 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를 시리아 반란 세력이 “통합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범아랍주의의 

균열을 인정했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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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 Republic and the Syrian public opinion in 1958,” January 31, 1958, Hist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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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1963년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의 아랍 통합에 관한 삼자 

회담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범아랍주의의 부흥을 다시금 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각자가 구상하는 아랍 통합의 

청사진은 서로 달랐고, 더 이상 이집트가 그리는 청사진에 편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세르 또한 무조건적으로 아랍 민족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끝에 결국 

삼자회담은 불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나세르는 아랍 통합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회담(Islamic Conference)을 

소집하여 이집트의 범아랍주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1960년대 초 

이집트가 지역 내 유일한 헤게모니였다면,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 패권을 꾀하며 이집트에 대한 세력균형에 나섰던 

것이다. 이슬람 동맹의 형성으로 인해 아랍 지역은 두 진영으로 

양분되었고, 이집트가 지역 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했다. 실제로 나세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를 

자신을 아랍 지역에서 고립시키고자 하는 위협적인 전략으로 인식했던 

것이다.15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이집트의 지역 내 

위상과 역할 인식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51  

 UAR의 해체와 아랍 냉전의 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은 나세르로 

하여금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포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서라도 이미 나세르는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실용주의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에 따라 나세르는 범아랍의 대의를 쫓기보다는 이집트의 

국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아랍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세르는 예멘 내전이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아랍의 

문제에 관해 완전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 상황이 나세르에게는 ‘범아랍 지도자’와 ‘이집트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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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리아 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으로 쿠데타를 일으켰

는데, 이후 “어째서 [시리아 군대에게] 7백만 파운드나 주었던 것이냐”는 나세르의 질문

에 사우드 국왕은 “사실 1천 2백만 파운드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Mohamed Heikal, 

Nasser: The Cairo Documents (London: New English Library, 1971) p. 187. 
152

 Lorenz, 1990, p. 30. 



 

 
68 

지도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딜레마로 다가왔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 개의 역할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모순된 이익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의 역할을 포기하고 다른 한 역할을 

수용하거나 대외적으로는 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1961년 

이후 나세르의 전략은 후자였다.  

 

3)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1967~1970) 

 

 1967년 전쟁 이후 이집트는 두 개의 역할 – 범아랍 지도자와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 – 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시기 나세르에게 우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랍의 통합이 아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력화된 이집트 병력을 재건설하는 것과 점령당한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나세르는 주권국가로서의 

이집트의 지도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범아랍 지도자의 역할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153 

 예컨대 1969년 8월 개최된 이집트 각료 회의에서 나세르는 

이집트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 – 군사, 국내, 아랍 영역 

– 에 대해 논했는데, 세 영역 모두 이집트 주권국가 역할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나세르의 발언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첫 번째 영역은 군사 영역으로, 우리[이집트]는 병력을 

재구축하고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략) 두 번째 영역은 국내 영역이다. 나는 이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국경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략) 세 번째 영역은 아랍 영역이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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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은 이집트의 군사력과 영토 경계의 

수호에 관한 것으로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로서의 나세르의 국가 

역할 인식에 맞아떨어진다. 특히 두 번째 영역은 이집트의 경계를 

강조하는 대목으로, 아랍의 경계가 침투되었다는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경각심보다는 이집트의 영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집트 우선주의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영역인 아랍 영역(Arab sphere)이다. 

예전의 나세르였다면 아랍 영역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한 아랍 

국가들의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 

나세르는 아랍 국가들의 통합이나 범아랍주의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국가와 정권을 인정함으로써 

‘통합(unite)’이 아닌 ‘협력(coordinate)’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나세르의 역할 인식과 더불어 지역적으로도 이집트의 

역할을 확고하게 규정하는 외부의 인식이 작용했다. 요르단의 경우, 6일 

전쟁으로 인해 이집트와 함께 영토의 일부를 점령당했는데, 영토의 

반환을 위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후세인 국왕은 나세르와의 회담에서 나세르를 ‘애국심의 

표상(representative of patriotism)’라고 칭하며 “[점령당한] 서안 

지구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다. 만일 우리가 군사력이 회복되길 

기다린다면, 이른 시일 내에 땅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55  

 우선 ‘애국심의 표상’이라는 명칭은 나세르를 범아랍 지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사랑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함을 암시한다. 또한, 

요르단의 외교적 노력은 나세르에게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했는데, 

군사적 대응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반환받기 어렵다는 후세인의 현실적인 

진단은 나세르가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했다. 

 실제로 나세르는 1967년 카르툼 결의안 회의에서 요르단의 

회유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회의 초반에 나세르는 요르단과의 

견해 차이를 명확히 밝히며, 미국과 협조함으로써 영토를 반환받겠다는 

요르단의 전략은 인정하고 용납하지만, 자신은 요르단과는 다른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집트 지도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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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는 요르단과 오랜 논쟁 끝에, 나세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군사적으로 영토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우리는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중략) 군사적 대응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156” 

 

 이처럼 구조 또는 환경이 주는 압력은 나세르의 인식 변화를 

야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써 작용했다. 나세르 스스로 이집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역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리고, 새로운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 시기에 나타나는 이집트 국가 역할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은 ‘범아랍 지도자’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로 

전환된다. 역할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나세르는 범아랍 이익 또는 가치가 

이집트 주권국가의 것과 충돌하는 딜레마의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권 개념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야기한다.  

 

2. 주권 개념과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고 

인식할 수 있으려면 행위자들 간에 상호적 인정이 이루어지는 체제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157 예로 들어, UAR의 주권은 나세르가 정치적 

담론을 통해 스스로를 ‘주권을 보유하는 국가’라고 칭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기도 하지만, 국제체제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다른 역외 

국가들과 지역 하위체제 행위자들의 UAR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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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세르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 국제적 결의안을 수용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 간 상호인정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랍 민족과 그 외(外)로 아와 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의 영토적, 법적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아랍의 지배적인 국가 질서로 존재해왔던 

범아랍 체제가 붕괴하고 주권국가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표류하는 ‘난민’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아랍 주권국가 체제에서 

‘국가’로써 설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체제 변혁의 

중심에는 나세르가 있었고, 그의 인식에 따른 행위의 변화가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주권국가 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세르가 인식했던 주권 개념과 이에 따른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1) 아랍 주권의 문제(1958~1960) 

 

 범아랍 국가 정체성에 따른 ‘아랍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은 

아랍과 그 이외의 존재로 자와 타를 구분하는 경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아랍 통합 공동체는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주권을 갖는데, 이때 주권의 개념은 개별 국가의 주권이 아닌 아랍 

민족의 주권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국가를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난민으로 

만든 것은 ‘아랍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아랍 영토’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1958년 2월 22일 굼후리야 광장(Gomhouriya Square)에서 

나세르는 UAR의 통합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는데, 아랍 민족의 주권을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다음은 연설문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우리[아랍 민족]는 한 형제이다. 우리에겐 주권이 있다. 

우리에겐 힘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UAR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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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국주의의 통치가 종식되는 것과 아랍 민족 해방의 

동이 트는 것을 축하하고자 한다.158” 

 

 또한, 1960년 9월 UN을 방문한 나세르는 아랍 민족의 통합과 

그에 따른 주권을 강조하는 연설을 전달했다. 나세르가 UN에서 연설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목할 만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발언한다는 점에서 아랍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과는 분명히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설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UN의 ‘주권’ 원칙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정의이자 법적인 

신념임을 믿는다. 오직 정의에 기반을 둔 평화적 토대에서만 

우리[UAR]는 발전할 수 있다. (중략) 현재 우리는 혁명의 

과정에 있다. (중략) 아랍 혁명은 우리 국가를 ‘마키아벨리’ 식의 

‘분리와 지배(divide and conquer)’로 다스리려고 하는 세력이 

정해놓은 인위적인 경계와 물리적이고 규범적인 장애물에 

저항하는 것이다.159” 

 

 이와 같은 아랍 주권 개념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적 

당위성이 이집트에 부여되는 것이다. 나세르는 자신의 저서 “혁명의 

철학(Falsafat al-Thawra)”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단순히 아랍의 

문제만이 아닌 이집트의 문제” 160 라고 꼭 집어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의 참전 경험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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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싸운 것은 타국의 영토에서 

싸운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에 휘말린 것도 아니다. 

순수하게 자기방어(self-defense)의 의무에 따른 것이다.161” 

 

 이와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의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신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해, 범아랍주의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은 그의 혁명적 철학의 세 영역 

– 아랍, 이슬람, 아프리카 – 중 아랍 영역(Arab circle)에 속하는 것으로, 

단일하고 통합된 아랍 영토를 구성하는, 이집트와 마찬가지인, 전체 중 

일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주권 개념에 대한 이해로 나세르는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자기방어’로까지 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UAR 통합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나세르의 이와 같은 인식은 

더욱 강조되었는데, 수많은 연설문 내용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의무와 책임감이 드러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는 

아랍 청년들의 다양한 사교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클럽(al-

Nadi)에서 이루어진 나세르의 연설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아랍 민족의 권리,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UAR의 

목적이며 설립 원칙이다.162” 

 

 또한 시리아 카타나(Qatana) 지역의 군사 기지를 방문한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UAR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영토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연설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영토와 고향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UAR과 UAR 군대의 의무이다. 당신들[UAR 군대]은 아랍 

민족주의의 선구자이다… (중략) 군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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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al Abdel Nasser, 1954,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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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amat al-Ra’is Jamal ‘Abd al-Nasir fi Hafla Iftatiha Muharajaan Shabab Asiyya 

wa Afriiqiyya min al-Nadi al-Ahla” [Address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sian and African Youth Festival from Ahla Club], 

February 2, 1959,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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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amat al-Ra’is Jamal ‘Abd al-Nasir fi al-Janud wa al-Dubat fi Muask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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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유지되었던 이집트의 

범아랍 정체성은 ‘범아랍 지도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권 개념에 

대한 나세르의 이해가 이집트 국가에서 아랍의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주권 개념의 규정으로 인해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랍 

전체의 주권이 침해당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범아랍 지도자로서 당연히 

개입해야 마땅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  아이스박스 속의 문제(1961~1966) 

 

 한편, 미국 원조 중단과 예멘 내전 개입, 그리고 국내 개발 정책 

등 일련의 대내외적 사건들로 인해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위기 상황에 

놓이자 나세르는 두 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대외적으로는 

범아랍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이집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중적 역할 인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세르는 표면적으로는 아랍의 주권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옹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집트의 주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이중적인 레토릭을 유지하도록 늘 경계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나세르는 연설문을 통해 혁명이라는 주제를 

자주 언급하는데,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쟁취한 이집트의 

주권과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의 연설문에 드러나는 주권 개념의 사용은 아랍 지역보다 이집트 

국가의 맥락에서 현저히 더 많이 사용되었다. 아래는 각각 1964년 

국회와 196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혁명절 기념에서 전달한 

연설문의 일부로, 이집트의 혁명과 그에 따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이집트인들에게 승리와 주권을 안겨주었는가? (중략)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제거일 것이다.164” 

 

“우리[이집트]는 완전한 혁명, 그리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 (중략) 헌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Qatana bil-Iqlim al-Shamala” [Address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in the 

soldiers and officers in the Qatana camps in the Northern Region], March 7, 1960,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164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fi Iftitah Majlis al-Uma”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at the op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March 26, 

1964,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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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힘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은 즉 주권의 확증이다.165” 

  

 이처럼 나세르는 아랍의 주권보다는 이집트의 주권을 강조하는 

국내적 담론을 형성했고, 이는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담론 형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권 개념의 인식 변화는 자동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는데, 팔레스타인의 영토 해방이라는 

‘아랍의 문제’는 더 이상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이집트 주권과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구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나세르에게 있어서 우선적 가치를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세르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대외적 명목과 대내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소한의 적대심을 

표출하지만,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이스라엘과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무력 충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나세르의 연설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레토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권리와 

영토의 해방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레토릭은 실제 외교정책과는 

상당한 괴리를 갖는데, 본 장에서는 레토릭에 주목하고 이어지는 V장의 

2절에서 나세르가 ‘아이스박스 외교(icebox diplomacy)’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아래는 1961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대표단에 전한 연설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이 모두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할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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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fi al-Mua’tamar al-Sha’bi bil-Iskandriya bi-

Munasiba ‘Aid Thawra 23 Yuliu”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at the People ’ s Conference in Alexandria on July 23rd celebrating the 

revolution], July 26, 1965,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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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던 적이 없다. (중략)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민족과 범아랍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의 동맹을 

드러내는 것이었다.166” 

  

 아래의 연설문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개입 

의무와 책임감을 드러내지만,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존재에 대한 명백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지만, 레토릭 상에서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는 나세르의 이중적 

인식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오늘날 우리[이집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우리 

국가[이집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우리[이집트]의 

산업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논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오늘날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1948년과 같이 

다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167” 

 

 나세르는 이중적 역할 인식의 영향으로 여전히 ‘범아랍 

지도자’로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지만, 동시에 ‘이집트 

지도자’로서 이집트의 국력 강화와 경제 발전, 영토 주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나세르의 이중적 레토릭은 이후에 전개될 

외교정책의 양상과 대비되면서, 국가 정체성의 혼란기에 나타나는 

나세르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3) 이집트 주권의 문제(1967~1970) 

  

 한편, 6일 전쟁을 기점으로 나세르의 주권 개념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게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나세르가 

연설문에서 사용하는 주권의 개념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전체의 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연설문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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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amat al-Ra’is Jamal ‘Abd al-Nasir fi Wafud Filistin al-Wafada ila Damashiq” 

[Address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to Palestinian Delegations in Damascus], 

March 3, 1961,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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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fi A’id al-Nasr al-Sabah bi Bur Said”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in Port Said Welcoming the Forces 

from Yemen], December 23, 1963,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77 

주권 개념의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점령당한 시나이 반도에 대한 이집트의 영토적 주권을 의미하는 

맥락이다. 예컨대 1968년 4월 카이로 대학에서 전한 연설에서 나세르는 

주권 개념을 이집트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우리[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되찾고자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건들을 수용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독립과 

주권을 보유한 자주적인 국가로 남아야 한다.168”  

  

 위와 같이 발언한 이후에 나세르는 “우리 영토가 점령당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랍 책임과 이상(理想),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는데, 이와 같은 대목에서 이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아랍의 책임과 이집트의 주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주권 개념이 사용된 두 번째 맥락은 UN 결의안에 명시된 

이스라엘과 상호적 ‘주권’에 대한 인정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때 주권 

개념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주권을 완전히 논외 시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해방을 

옹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배상금만 지불하면 해결되는 난민 문제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집트 주권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시사하는 바는 명료하다. 현재 이집트로서는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부재함은 물론, 해결 의지마저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68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요르단과의 고위급 사절단 회담에서 나세르는 후세인 국왕에게 이집트의 

국내적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 전쟁 상황이 이집트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원하고, [미국이 제안하는] 평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략) 이미 세율을 2억 5천만 파운드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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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tab Ra’is Gamal Abdel Nasir min Jam’at al-Qahra li-Sharaha bayan 30 Mars” 

[The speech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from Cairo University to 

explain the Statement issued on March 30th], April 25, 1968,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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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고, 군 예산은 3억 파운드에 달한다. (중략)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169”  

 

 이에 대해 후세인 국왕은 이 시점에서 미국의 중재에 따른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군사적 

협력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이루어낼 수 없다. 시리아는 

우리[요르단]와 그 어떤 협력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전했다. 나세르 또한 “나도 대중 연설을 통해 일관된 아랍 계획이나 

아랍 협력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170  

 언론에서 드러난 나세르의 입장 또한 주목할 만하다. 171 

이집트의 주요 신문사인 알 아흐람의 편집장인 모하메드 

헤이칼(Mohamed Heikal)은 1968년 10월 21일 주간 사설 코너인 ‘비 

사라하(Bi-Saraha) 172 ’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저항 운동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랍 

국가들과 그들의 군대가 전적으로 지지할 때에만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당시 나세르의 태도를 반영한다면 

헤이칼의 이와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세르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언론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68년 

초 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집트 신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173  예전이었다면 팔레스타인과 아랍 권리에 대한 ‘식민주의 

대리인(agent)의 공격’이라고 크게 보도하며 요르단 정부를 비난했을 

텐데, 주요 신문사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다루지 않도록 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요르단 정부와 팔레스타인 게릴라 사이의 충돌이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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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8, p. 95. 
170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8, p. 96. 
171

 이집트 대표적인 신문사 알 아흐람, 알 줌후리야, 알 아크바르 중 알 아프람이 나세

르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편집장이었던 헤이칼은 

나세르의 절친한 동료이자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Talhami, 2007, p. 194. 
172

 ‘비 사라하’는 ‘솔직히 말하자면(Candidly Speaking)’이라는 뜻이다. 
173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 언론의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은 1969년 로저

스 계획이 진행되는 시기에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Talhami, 2007,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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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심화되자, 결국 알 아흐람은 이집트 정부가 나서 “암만[요르단의 

수도]과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를 중재하려는 진지한 행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174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더 이상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범아랍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태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소결 

 

 이집트의 국가 역할에 대한 나세르의 인식이 범아랍 지도자에서 

이집트 지도자로 변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개입 

정당성과 규범적 당위성은 역시 변화된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두게 된다. 

주권 개념은 아랍의 영역에서 이집트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

라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我)의 영역에서 타자(他)의 영역으

로 밀어냄으로써 더 이상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영토의 해방을 위해 정치

적, 군사적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자신에게 제공했던 것이

다. 연설문이나 회담 기록 등 나세르의 정치적 담론 속에 팔레스타인 문

제 인식의 변화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 

사이에 작용하는 인과적 기제의 과정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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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대(對)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 

 

 본 장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범아랍에서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對)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이 적극적 정책에서 소극적 

정책으로 변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크게 직접적 정책과 간접적 정책으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정책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나 난민 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나세르에게 있어서 범아랍 지도자의 역할을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초기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 해방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후기에는 

소극적이고 간섭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간접적 정책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안의 수용 

여부에 관한 정책이다.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상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국가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협상에 명시된 

조항들을 수용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협상안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영토 해방 문제’는 

난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난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군사적 방안’만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단정 지었던 초기와는 달리, 나세르는 국가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 이후에는 ‘정치적 방안’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1970년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안을 수용하는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정책을 취했음을 검증할 수 있다.  

 

1. 적극적 정책(1958~1960) 

 

(1)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조직과 지원 

 

 이 시기 나세르의 직접적 팔레스타인 정책은 아랍 지도자 역할 

인식의 확립에 따라 굉장히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아랍 지도자 역할을 두고 경쟁했던 압둘카림 카심(Abd al-K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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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im) 이라크 총리의 등장으로 극대화되었다. 1958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카심은 나세르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도전하여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입 의지를 보였고, 이에 나세르는 아랍 

지도자로서 아랍 문제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입 의지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75  이에 따라 그의 직접적 정책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며, 이는 각각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에 대한 적극적 

후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 그리고 이집트 내 

라디오 방송국 개설 허용 양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페다인(fedayeen)’의 

등장을 제시할 수 있다. 아랍어로 순교자(self-sacrificer)라는 뜻을 가진 

페다인은 1955년 8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국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흥미롭게도 페다인의 결성과 훈련이 이집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176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모셰 다얀(Moshe Dayan)은 나세르가 1955년 4월부터 

페다인을 조직했다고 주장하는데177, 실제로 페다인은 나세르의 지시하에 

카이로의 남쪽에 위치한 베니 수에프(Beni Suef)의 훈련소에서 

이집트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길렀던 것이다.178  

 가자 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페다인은 1956년 수에즈 전쟁 

직후 나세르 명령에 따라 시나이 반도로 후퇴하며 비교적 소극적인 

태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1958년을 기점으로 다시 적극적 양상으로 

돌변했다. 즉, UAR 통합에 따른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과 

이라크에서 발생한 카심의 쿠데타는 나세르로 하여금 적극적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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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zid Sayigh, Armed Struggle and the Search for State: The Palestinian National 

Movement 1949-199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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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Sharnoff, 2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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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페다인 지원이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나세르의 자발적인 행

동(action)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에 대한 적절한 대응

(reaction)이었다고 주장한다. Ehud Yaari, “ The Challenge of the Fedayeen, 

February-August 1955: Analysis,” in Itamar Rabinovich and Jehuda Reinharz (eds.), 

Israel in the Middle East: Documents and Readings on Society,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Pre-1948 to the Present (Waltham: Brandeis University Press, 2008), pp. 

124~26. 
178 Avi Shlaim, The Iron Wall: Israel and the Arab Worl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5). Moshe Maoz, Palestinian Leadership on the West Bank: The 

Changing Role of the Arab Mayors under Jordan and Israel (New York: Routledge, 

2015), p. 6. Kameel B. Nasr, Arab and Israeli Terrorism: The Causes and Effects of 
Political Violence, 1936-1993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Publishers, 1997), 

pp.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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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취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당시 페다인의 경우, 활동 

거점을 다시 가자 지구로 옮겼을 뿐 아니라 이집트군에 의해 병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179  

 나세르에게 있어서 페다인은 정치적인 도구로써 활용되기에 

적합했다. 이유인즉슨, 페다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세르는 

아랍 지도자로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 해방 문제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음을 과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집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페다인을 배후에서 

조종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충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국민 연합(al-Ittihad al-Qawmi al-

Falastini)’, 즉 PNU의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UAR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도모하기도 했다. 1959년 형성된 

PNU은 1961년 1월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가자 지구와 

시리아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위원회에 대한 직접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180  이에 대해 이집트 언론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대표할 단체[가 생겼다]”며 PNU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다.181  

 비록 중대한 이슈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지만, 

가자 지구 지자체 수준에서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행정적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허락된 첫 참정권이라는 

점에서 나세르의 이와 같은 정책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182  무엇보다 

PNU는 1957년 설립된 이집트의 단일정당 체제인 ‘국민 연합(al-Ittihad 

al-Qawmi)’의 확장적 제도로써,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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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Jean-Pierre Filiu, Gaza: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114., Maoz, 2015, p. 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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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UAR의 제도적, 실천적 영향력의 확장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군사적 영역 이외에도 문화나 사회적 측면의 국내 

정치의 영역에까지 나세르의 역할 인식에 따른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집트 라디오의 주요 방송국이었던 ‘아랍의 목소리(Sawt 

al-Arab)’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위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공론에서 논의하기 위해 1960년 10월 ‘팔레스타인 코너(Filastin 

Corner)’를 개편하였는데,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이 코너는 이후 

‘팔레스타인의 목소리(Sawt al-Filastin)’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83  이는 이후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화한 시기에 팔레스타인 방송국을 폐쇄해버린 것과 대조되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1958년 이후 나세르의 직접적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적극적인 성격을 띠었다. 나세르가 시도한 다양한 정책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포함한 지역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세르에 대한 

팔레스타인 단체들의 높은 의존성과 지지도는 이와 같은 나세르의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2) 군사적 대응의 고수 

 

 범아랍 정체성이 지배적인 시기,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정책은 강경하고 타협의 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이와 같은 태도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나세르의 태도는 처음부터 공세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나세르가 이집트 수상을 역임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는데, 

아랍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이는 아랍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확립되자 더욱 뚜렷한 차이를 야기했다.184  

                                            
183

 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요 언론인 ‘아크바르 알 야움(Akhbar al-Yaum)’ 신문은 ‘아크

바르 팔레스타인(Akbar Filastin)’이라는 주간지를 발간하여 가자 지구 일대에 배부하기

도 했다. Shemesh, 1996, p. 6. 
184

 Michael Sharnoff, Defining the Enemy as Israel, Zionist, Neo-Nazi, or Je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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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집트 수상이 되기 전인 1953년 영국 

노동부 장관 리처드 크로스맨(Richard Crossman)과의 인터뷰를 들 수 

있다. 당시 인터뷰를 통해 나세르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유대인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얘기는 허구적 

선전(propaganda)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85  1948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의 영토와 주권 

회복을 옹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거(elimination)’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는 

나세르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기의 입장이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암시한다.186 

 그랬던 나세르의 입장이 초기와 달라졌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범아랍 정체성이 확립되자 이집트를 아랍의 

지도자로서 인식한 나세르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고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 범아랍 지도자로서 이스라엘과 타협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며, 곧 아랍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58년 4월 7일 뉴욕 컬럼비아 방송국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나세르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아랍-이스라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권리 침탈이다… (중략) [확장주의적 목적을 가진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187”  

                                                                                                               
The propaganda war in Nasser’s Egypt, 1952-1967 (Jerusalem: The Vidal Sassoon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Antisemitism,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12), pp. 3~4. 
185

 Janet Morgan, The Backbench Diaries of Richard Crossman (London: Hamish 

Hamilton and Jonathan Cape, 1981), p. 287., Sharnoff, 2012.에서 재인용. 
186

 바티키오티스(P. J. Vatikiotis)에 의하면 1955년 이전의 나세르는 오히려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이집트를 평화적 중재자 

역할에 적합한 온건한 행위자로 인지했다. 나세르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후로, 지역 패권이 되기 위해 아랍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P. J. Vatikiotis, 1978, Nasser and His Generation (London: Croom Helm Ltd), p. 249.  
187

 Gamal Abdel Nasser, On Palestine (Cairo: Information Department, 1964),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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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태도는 1960년 미국 외신 대표단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는 

질문에 나세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즉각 대답했던 것이다.188  

 나세르의 강경 노선은 단순히 평화적 협상에 대한 완고한 

입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세르는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하라는 1951년 유엔 결의안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세르는 1959년 연합 통신사(Associated Press)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집트의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조차 미국과 프랑스, 터키가 1949년 마련한 화해 

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의 조항,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 금지에 대한 UN의 

항의는 마땅하지 않다.189” 

 

  ‘범아랍 지도자’로서의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양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대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범아랍 정체성이 지배적인 시기에 나타나는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띠며, 동시에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측면에서 또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정체성 확립에 따른 ‘아랍 지도자’로서의 

나세르의 국가 역할 인식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188

 “Mu’atamar Sahfa lil-Ra’is Gamal Abdel Nasir ma’a Wafd Sahfa Amrika” [A press 

conference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to a delegation of American 

journalists], March 21, 1960,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189

 “Hadith ma ’ a Mudir Maktab Wakala “ al-Asushitad Press ”  fi al-Qahira wa 

Marasal Garida “ al-Kristian Sains Munitur ”  [The interview given by President 

Gamal Abdel Nasser to the Associated Press news agency and the correspondent 

fro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October 9, 1959, Gamal Abdel Nasser Digital 

Archive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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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적 정책(1961~1966) 

 

(1)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에게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이행이 나타나는 시기의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집트가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아랍 국가들과 분담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팔레스타인 단체들에 전가하려는 ‘이중적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랍연맹(Arab League) 정상 회담 소집을 통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이하 PLO)와 

팔레스타인 해방군(Palestine Liberation Army)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아랍연맹 소집을 통해 ‘아랍의 문제’인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아랍 국가들과 분담했다면, PLO와 PLA 조직을 

통해서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던 것이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위해 자치적인 단체를 설립하는 나세르의 

정책과 그 양상은 첫 번째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적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시기의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나세르의 정책은 

여전히 적극성을 띠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랍 연맹 정상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들의 이집트에 대한 의구심과 이스라엘 문제에 따른 아랍 국가 간의 분

열이 발단으로 작용했다. 먼저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은 페다인과 같

은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 꼭두각시처럼 존재하는 

현실에 반발했는데,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가 결성한 게릴라 

조직인 파타(Fatah)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형성되었다.190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운동(Harak Tahir Falastin)’이라는 뜻을 지닌 파타는 1959

년 아라파트에 의해 결성되었다.191 근본적으로 아라파트는 이집트를 포

                                            
190

 Schiff and Rothstein, 1972, p. 24. 
191

 본래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운동(Harak Tahir Falastin)’의 약어는 ‘HATAF’이

지만, 아랍어로 ‘hataf’는 ‘급사(sudden death)’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

어 ‘정복(conquest)’을 의미하는 ‘FATAH’를 채택했다. Schiff and Rothstein, 197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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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아랍 정권들이 팔레스타인 정체성을 제약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기 위해 이집트에 귀속된 페다인과는 달리 팔레스타

인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결성하고자 했던 것이다.192  

 실제로 파타는 시리아의 바트당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았는

데, 이집트에 비해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시리아의 민족주의자들과 파타

의 이념이 맞아떨어졌던 것이다.193 나세르에게 있어서 파타당의 등장과 

시리아와의 결탁은 이집트와 자신의 ‘아랍 지도자’ 역할에 대한 도전으

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불만 이외에도, 아랍 국가 간

의 분열 양상이 나세르에게 또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 예로, 이

집트 카이로에 근거지를 두는 주간 잡지인 로즈 알유수프(Rose al-

Youssef)는 1963년 비평을 통해 “아랍 국가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통

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고 일침을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시리아와 요르단, 사우디 정권을 겨냥

하여 “반(反) 이집트 정권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을 촉발하여 

배신할 기회(opportunity for a stab in the back)를 노린다”고 언급한 대

목이 아랍 국가 간의 갈등을 점화했던 것이다.194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집트의 도움이 없이도 국경을 수호할 수 

있다”며 “요르단은 이집트보다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 통합 군대

는 불필요하다”는 공식적 성명을 내놓았다. 시리아의 경우, 바트당 공식 

신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도자는 국민의 심

판을 받을 것”이라며 한층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195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과 

아랍 국가들의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 

결국 이집트의 적극적인 주도로 1964년 1월 17일, 13명의 아랍 정상들

이 참석한 첫 번째 아랍 정상회담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당

시 회담에는 13개국 아랍 정상들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나세르의 배려 

하에 전 사우디아라비아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아흐메드 슈케이리

                                                                                                               
24. 
192

 Sayigh, 1997, pp. 80~92. 
193

 Schiff and Rothstein, 1972, p. 61. 
194

 Alan W. Horton, “The Arab Summit of January 1964: Some Observations on 

Inter-Arab Relations,” Northeast Africa Studies, Vol. 11, No. 1 (February 1964), p. 

188. 
195

 Horton, 1964, pp. 188~89. 



 

 
88 

(Ahmad Shukeiri)가 팔레스타인 대표단으로 동석했다.196  

 회담의 주 안건으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수로(水路) 문제, 

PLO의 설립, 아랍 연합군(United Arab Command)의 조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다루어졌지만, 회의를 통해 나세르가 꾀하고자 했

던 실질적인 목적은 이집트에 대한 지역적 비난을 누그러뜨리고 팔레스

타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지역 행위자들과 분담하고자 함이었다. 실제

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정상 회담을 통해 나세르는 PLO와 팔레스타인 

해방군(Palestine Liberation Army, 이하 PLA)를 설립한다는 안건에 관

한 아랍 정상들의 합의를 일구어냈다. 결과적으로 1964년 9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된 2차 정상 회담을 통해 PLO는 아랍 연맹의 정

식 회원국으로써 승인되었고, PLA는 요르단과 시리아, 가자 지구 등 각

지에서 결성되었다.197  

 페다인과 마찬가지로 PLO와 PLA는 전적으로 이집트의 통제와 

감시하에 놓였다. 단편적인 예로, 당시 이집트 외무장관이었던 마흐무드 

리아드(Mahmoud Riad)는 딘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장관에게 “이

집트가 언제든지 슈케이리 PLO 의장을 파면시킬 수 있다198”고 발언 실

제로 것으로 미루어보아,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단체들에 대한 비대칭적

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9 

 특히 PLA의 사례에서 이집트의 통제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

다. 1965년 이후로 PLA는 꾸준히 이집트에 독자적 권한을 요구해왔지

만 번번이 거절되었고, 이에 따라 PLA는 자체적으로 작전 참모를 임명

할 수도, 부대를 사찰할 수도 없었다.200 오직 이집트군의 승인을 통해서

만 행정적 권한을 국소적으로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나세르는 PLO

와 PLA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집트 정부의 부속

기관처럼 여겼고, 이는 아랍연맹 정상 회담에서 보인 적극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이집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파타를 전적으로 지

원하는 시리아 바트당과 현저히 대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집트 내부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정책의 

                                            
196

 Horton, 1964, p. 195. 
197

 나세르는 PLO의 초대 의장으로 슈케이리를 직접 지명했다. Kerr, 1971, p. 115. 
198

 Sharnoff, Nasser’s Peace: Egypt’s Response to the 1967 War with Israel (New 

York: Transaction Publishers, 2017), p. 151. 
199

 일각에서는 PLO와 PLA의 설립을 두고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세르의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세르 외교정책의 이중성

을 고발한다. Said K. Aburish, Nasser: The Last Arab (New York: St. Martin Press, 

2004), pp. 221~47. 
200

 Sayigh, 1998,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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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졌다. 1962년 나세르는 직접 대통령령을 통해 이집트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이상 취업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201 나세르의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극단주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1961년 이후 나세르의 직접적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총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아랍 

국가들을 포섭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아랍의 의무’를 분담하고자 

했다. 둘째,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원성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셋째,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독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는 나세르가 아랍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나세르가 슬로건처럼 자주 

사용하던 “아랍 국가는 아랍에게(Bilad al-Arab lil Arab) 202 ”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에게(Mushkila Filistiniya lil 

Filistiniyin)”를 나타내는 정책인 것이다.  

 

(2) 아이스박스 외교 

 

 이 시기 나세르의 외교정책은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레토릭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문제를 덮어두는, 일명 

‘아이스박스 외교(icebox diplomacy)’로 나타난다. 203  ‘아이스박스 

외교’라는 용어는 1961년 무스타파 카말(Mustapha Kamel) 이집트 

대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케네디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조를 꾸준히 받기 위해 나세르 정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외교 전략으로, 이집트의 국가 이익을 위해 범아랍의 문제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얼리는 것, 즉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음을 

                                            
201

 Ahmad Sudqi Dajani (ed.), Al-Filastiniyoun al-‘Arab fi Misr al-‘Arabiyah (The 

Palestinian Arabs in Arab Egypt) (Cairo: Dar al-Mustaqbal al- ‘Arabi, 1986)_pp. 

49~52. Talhami, 1992, p. 86.에서 재인용. 
202

 “아랍 국가는 아랍에게”는 나세르가 연설문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으로, 영어로 번

역하면 “Arab countries for the Arabs”이다.  
203

 Little, 1988, p. 524. 



 

 
90 

의미한다.204  

 1961년 5월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카말 이집트 대사가 먼저 아이스박스 외교를 제안했다”고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나세르의 아이스박스 전략은 케네디 정권 

이후에도 줄곧 유지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분쟁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의 연속성을 

드러낸다.205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집트가 존슨 정부 때까지도 여전히 

아이스박스 외교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206  

 공식적 기록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문제를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고 언급하지만, 실제로 이집트가 아이스박스 속에 넣어두었던 

것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닌 팔레스타인 문제이다. 물론 이스라엘 분쟁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면밀히 말하자면 두 문제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할만한 중대한 사안이 

얽혀있지 않았다. 6일 전쟁 이후와 달리 영토를 점령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에 나설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집트의 로켓 개발과 소련으로부터의 무기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국 무기 구입 등의 요소가 지역 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기도 했으나,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 충돌로 이어질 만큼 긴박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세르가 아이스박스 외교를 시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분쟁은 물론 팔레스타인의 영토 해방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설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이 이전 시기와는 달리 다소 미적지근한 노선으로 전환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이집트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과 혁명적 민족주의 국가들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는데, 

                                            
204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Meeting with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Arab Republic,” Papers of John F. Kennedy, Presidential Papers, President’s Office 

Files, Countries: United Arab Republic: Security, 1961, 

https://www.jfklibrary.org/Asset-Viewer/Archives/JFKPOF-127-002.aspx (검색일: 

2018년 3월 17일). 
205

 Douglas Little, “The Making of a Speci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1957-68,”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 25, No. 4 

(November 1993), p. 568. 
20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VIII, Arab-Israeli 

Dispute, Harriet Dashiell Schwar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Document 5,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18/d5 (검색

일: 2018년 3월 17일). 



 

 
91 

대표적으로 시리아 바트당은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나세르의 아이스박스 

외교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레토릭의 이중성을 고발하며 이집트가 미국과 

국제기구의 “뒤에 숨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나세르 

외교정책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지적했다.207  

 

3. 소극적 정책(1967~1970)  

 

(1)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억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것은 나세르가 

이집트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면적 

의미가 있다. 즉 이집트의 안보나 위상이 위기에 처하거나 지역 내 국가 

역할이 변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정책이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967년 6일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점령은 

나세르로 하여금 이집트의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범아랍 가치나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직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집트 우선주의’로의 인식 전환은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에 

뚜렷한 변화를 야기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종의 ‘발 

빼기 정책’으로 이어졌다.  

 나세르의 발 빼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인 페다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둘째, 

팔레스타인 라디오 방송의 폐쇄이다. 먼저, 나세르는 페다인의 활동 

거점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부터 철수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축소하였다. 

6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페다인에 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국가는 흥미롭게도 이집트가 아닌 시리아였다. 실제로 시리아는 아랍 

국가 중 가장 먼저 페다인 훈련을 위해 군사 기지를 제공하였으며 

공식적으로 페다인의 활동을 옹호했다. 예컨대 시리아 바트당은 1967년 

9월 라디오 다마스쿠스(Radio Damascu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페다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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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es D. Smith, Palestine and Arab Conflict (Boston: Bedford/St. Martin ’s, 

2004), pp. 2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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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다인 저항을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되찾고, 시오니즘을 

뿌리째 뽑을 것이다. 페다인 전쟁은 오늘 우리를 텔아비브(Tel-

Aviv)로, 내일이면 하이파(Haifa)로 데려가 줄 것이다. 

페다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기 위해 바다로 

공항으로 구름처럼 몰려갈 것이다.208” 

  

 이집트의 경우, 시리아의 적극적인 행보와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수준에서 페다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페다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는 페다인이 이집트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요르단 영토에서 또한 

활동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페다인을 결성하고 훈련에 개입하던 시기와 

대조되는 점이 흥미롭다.209 

 당시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요르단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는데,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영토 해방을 위한 민족주의적 활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요르단 정부를 비난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나세르의 냉담한 반응은 페다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래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 나세르가 전달한 연설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 요르단의 권위와의 충돌을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후세인 국왕에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야말로 팔레스타인 민족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당신들 중 일부는 나의 

주장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개월, 심지어 

일 년이 지나기까지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에서 협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210”  

 

 이와 같은 나세르의 반응에 페다인은 새로운 활동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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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아비브와 하이파는 각각 이스라엘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Schiff and 

Rothstein, 1972,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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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iff and Rothstein, 1972, p. 88. 
210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8,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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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자 레바논 동남쪽 일대로 이동하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합법적으로 레바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레바논과 PLO를 중재하여 1969년 카이로 협정(Cairo Treaty 또는 

Cairo Accord)을 체결했다. 211  카이로 협정 체결 이후, 레바논 남부 

일대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여러 게릴라 조직들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나세르는 더 이상 이집트나 요르단의 영토에서 

게릴라 활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덜었을 뿐 아니라 페다인에 

대한 지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세르는 페다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또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페다인의 새로운 

스폰서로서 소련을 고려하였다. 실제로 1969년 나세르는 아라파트 PLO 

의장과 함께 모스크바에 동행하였는데, 소련으로부터 페다인이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212  나세르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제로부터 이집트는 페다인을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며, 실제로 이후 이집트는 페다인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같은 정책적 변화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억제하기는커녕 더욱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저항 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범아랍 지도자’였던 

나세르가 예전처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직감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집트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을 이루고자 했다. 213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사이에 

반(反) 나세르 인식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는데, 결국 나세르는 카이로에 

전파되는 PLO와 파타의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214 이는 

나세르가 범아랍 지도자로서 실시했던 팔레스타인 정책을 모두 철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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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직접적 외교정책의 

변화는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의 한층 과격하고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이로써 팔레스타인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이 각자의 루트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역학에 복잡함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 평화적 협상으로 

 

 한편, 간접적 정책의 변화로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 노선의 전환을 들 수 있다.215 

다시 말해,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타협할 의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의 조항들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결의안의 조항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6일 전쟁에서 점령당한 

영토‘만’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948년 전쟁 당시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영토에 대해서는 ‘난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할 것을 암시한다. 216  즉,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입장 변화는 세 개의 

반대(Three No’s)로 잘 알려진 카르툼 회담에서 잘 드러난다. 카르툼 

결의안은 1967년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서 개최된 4차 아랍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이스라엘과의 ‘평화 반대,’ ‘국가 인정 반대,’ ‘협상 

반대’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합의’보다는 ‘균열’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아랍 국가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당시 회담에서 아흐마드 슈케이리(Ahmad Shukeiri) PLO 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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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전쟁 직후 나세르는 미국과 소련이 제안한 ‘정치적 해결(political solu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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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그 어떤 정치적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슈케이리는 “이 자리의 그 누구도 – 왕이나 대통령, 심지어 

PLO마저도 – 서안지구를 놓고 이스라엘과 독단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요르단 후세인 

국왕은 “나는 조언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국가 간의 균열을 자아냈다.217 

 흥미롭게도 나세르는 빼앗긴 영토의 반환을 위한 군사적 

해결책이 없음을 수차례나 강조하며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다음은 회의 중 나세르가 후세인 요르단 

국왕에게 한 발언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안 지구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으로 서안 지구의 해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기 위해 

10년 동안 헛수고를 한 셈이다. 이것은 어쩌면 신의 거룩한 

계획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군사적 해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18”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68년 11월 12일 나세르는 이집트의 

단일 정당인 아랍 사회주의 연합(Arab Socialist Union)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더 이상의 [이스라엘과의] 타협은 정권의 

국내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평화적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나세르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비록 우리의 군대는 자신들과 이집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 나는 그들[군대]에게 전쟁은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전략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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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219”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나세르의 돌변한 태도는 

PLO, 시리아 등과 같은 강경 세력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만한 

사건이었지만, 나세르에게는 이집트의 영토적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훨씬 시급했다. 다시 말해, 1949년의 ‘나크바(al-Nakba, 

재앙)’보다는 1967의 ‘나크사(al-Naksa, 좌절)’가 훨씬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다.220 

 이와 같은 입장은 비단 이집트의 국내정치 영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나세르는 국제무대에서까지 평화적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는 이후 이집트가 로저스 계획을 승인하는 전조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나세르는 1969년 아노 드 보그라브(Arnaud De 

Borchgrave) 뉴스위크(Newsweek)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스라엘과의 협상 의지가 

있냐”는 보그라브의 질문에 나세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답을 주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이집트]는 

1948년 전쟁 직후 이스라엘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또 한 

번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다.221” 

 

 이 발언이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협상 

테이블’에 대해 나세르가 이제껏 유지해왔던 입장과 전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나세르는 “우리[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상의 

테이블’이 아닌 ‘항복의 테이블’이기 때문 222 ”이라며 완고하게 

거부해왔다. 따라서 앞서 나타난 평화적 협상의 가능성은 나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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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노선이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쐐기를 박는 사건은 1969년 나세르가 로저스 

협상을 승인한 것으로, 기존의 범아랍 외교정책 노선으로부터 완전하게 

철회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로저스는 

1969년부터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중재를 통해 평화적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의 조항들을 다시금 

명시하는 로저스 계획(Roger’s Plan)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에 

제안하여, 결국 1970년 6월 20일 이집트로부터 공식적 승인을 

받아내었다.223  

 로저스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안건은 물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조항은 “이집트(그리고 요르단)와 이스라엘의 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의 상호 인정”을 받아낸 것이다. 로저스 계획에 팔레스타인에 관한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의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만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집트가 영토적 주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 소결 

 

 이집트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나세르의 국가 역할 인식은 주

권 개념과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대팔레

스타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나세르의 외교정책은 팔레스타인 게

릴라 단체와 난민에 대한 직접적 정책과 이스라엘 분쟁의 평화적 협상 

의지 여부에 달린 간접적 정책으로 나뉘는데, 각 정책의 변화는 <표 5-

1>과 같이 정리된다. 범아랍 정체성 하에 직접적 외교정책이 팔레스타

인 아랍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나타난 반면, 이집트 주

권국가 정체성 하에서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억제하고 외면

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 간접적 정책의 경우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초기 나세르의 입장이었다면, 후기에는 미국이 주도한 로저스 계획

을 승인하며 팔레스타인 영토 주권 문제를 단순 ‘난민’ 문제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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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가 나세르의 정권 내에서 발생했음을 

검증한다. 뿐만 아니라 범아랍 국가체제와 주권 국가체제 사이에서 나세

르가 갈등했고, 나세르의 범아랍주의 이념이 두 질서 사이의 균형 역할

을 했음을 나타낸다.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타협하고 이스라엘과

의 평화적 협상안을 수용했다는 것은 두 갈등하는 질서 사이에서 궁극적

으로 주권국가 질서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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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써 국가 정체성에 주목한다. 이집트 국가 정체성은 UAR의 

해체와 6일 전쟁의 발발과 같은 촉발 조건과 체제와 하위체제, 국가 

수준의 다층적 ‘허용’ 조건에 의해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 변화한다. 이때 냉전 논리나 동맹 관계, 국가 경제 등의 

물질적 요소가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물질 

변수의 작용을 인정하지만, 국가 정체성이 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구성되는 관념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며, 동시에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인과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소극적 구성주의(thin constructivism)의 이론적 접근을 

취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집트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인과적 기제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분석틀은 국가 정체성 확립에 따른 

나세르의 국가 역할 인식이 주권 개념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고,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거나 타자의 문제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규범적, 당위적 

명분의 작용 여부를 결정하며, 범아랍 정체성의 확립에 따른 적극적 

정책 또는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의 변화에 따른 소극적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관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나세르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정치적 레토릭을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다. 이는 나세르라는 

단일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권위주의적 국가 성격을 고려하여 

이집트 국가 정체성이 위로부터(top-down)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분석에 활용하는 연설문들이 대부분 이집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아랍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논문의 접근은 설득력을 

얻는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크게 기술적 분석과 인과적 분석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단어 빈도수, 감정 분석, 문서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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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클러스터링, 단어 연결망 그리고 토픽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의 

주목적은 연설문에 내재하는 다양한 토픽의 발현 패턴과 토픽 변화의 

분기점을 검증하고 특정한 토픽의 발현 요인을 찾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암시하는 토픽을 

관찰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처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정체성을 

분석하는 시도는 수백 개에 달하는 연설문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분석적 유용성을 지니며, 기존의 해석학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방법론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분석 결과는 나세르가 인식하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나세르의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 나타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은 1961년과 1967년을 기점으로 두 

차례의 명백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각각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변화의 분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1961년과 1967년은 각각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에 

관한 레토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 정체성의 

이행기로 볼 수 있다. 범아랍 정체성을 나타내는 토픽이 약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양상으로 미루어보아, 국가 정체성의 이중성 

또는 혼란기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심화 요인이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 관련 토픽을 높은 확률로 

발현한다는 분석 결과는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을 재검증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분쟁과 직결되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나세르의 입장이 보다 소극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범아랍 정체성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으로의 변화는 이집트 국가 역할과 주권 개념,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아랍 지도자’로서의 

역할 상실은 나세르가 이집트의 주권을 아랍의 주권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며,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 문제를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집트가 개입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른 나세르의 인지적 변화는 그의 연설문과 회의 기록 

등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나세르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크게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과 난민 등에 대한 직접적 정책과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 

의지 여부에 따른 간접적 정책으로 나뉘는데, 두 정책 모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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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서 소극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 범아랍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 

나세르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인 페다인을 비밀리에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점차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에게’와 

같은 태도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집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했다. 더 나아가 아랍연맹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소집하여 팔레스타인 문제에 따른 부담감을 다른 아랍 

국가와 분담하고자 했고, 발을 빼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입장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이중성을 꾀했던 것이다. 이후 

범아랍 정체성이 완전히 쇠퇴하고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이 자리 잡자, 

나세르는 게릴라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을 뿐 아니라, 

국내 팔레스타인 여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간접적 정책 측면에서의 변화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 

의지를 밝힌 것과 실제로 로저스 계획은 수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평화적 협상을 맺는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의 

조항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주권’ 문제를 단순히 ‘난민’ 문제로 취급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영토적 주권의 회복을 위해 나세르는 범아랍 가치를 외면했고 

이와 같은 외교정책 노선의 전환은 이집트가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 의의 및 한계 

 

  본 논문은 기존에 간과돼왔던 아랍 정치 내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팔레스타인 영토의 

해방과 난민 문제에 관해 아랍 국가들이 일관된 입장을 보유할 것이라는 

논의는 오롯이 서구적 선입견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으로,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는 균열을 야기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아랍 국가들은 저마다의 신념과 이익 등의 이유로 상이한 입장과 

정책적 노선을 추구했다는 것을 다양한 1차 자료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서구적 

선입견에 기반을 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한다. 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의 입장 차이가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의 갈등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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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는 국가 정체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체제적 접근의 냉전 논리나 비서구 이론적 접근이 

강조하는 국내 정당성 확립 변수가 갖는 설명적 한계를 보완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연설문 형식의 텍스트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면밀한 과정 추적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풍성함을 갖는다. 특히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5년 

동안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시도로써,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서 정치 지도자나 엘리트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된 국가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진 연설문을 분석하여 

패턴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나세르의 정치적 레토릭에 관한 소량의 기존 연구는 연설문 내용의 

일부만으로 국가 정체성을 추론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무엇보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연설문 전체의 맥락과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중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갖는 분석적 한계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텍스트 분석과 연설문 자료의 특성에 존재한다. 텍스트 

분석의 모든 단계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한다. 분석 절차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는 

주관적인, 그러나 설득력 있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재단하고 

분석한다. 따라서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논문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 분석이 반복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분석 절차를 소개하고 설명한다.  

 한편, 국가 정체성을 관찰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연설문의 자료적 

특성상 정확한 인과적 연쇄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예컨대, 연설을 통해 나세르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대목은 발언의 

시기 또는 특정 사건의 발생 시기와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념을 청중에게 주입 또는 

각인시키기 위해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거나, 레토릭의 실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주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속성은 연설문 자료의 고유한 성격으로, 분석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연설에 나타나는 정치적 레토릭의 진위 혹은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설의 인과적 연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과정 추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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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이 갖는 함의와 한계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이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 정체성과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집트의 단일 사례를 

다뤘다면, 향후 연구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끝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던 시리아나 처음부터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띠었던 요르단과 같은 국가와 비교 사례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연설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흥미로운 결과 도출을 위해 

아랍어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아랍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번역 과정을 거친 텍스트와 원문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자체가 주는 차이를 관찰하고, 새로운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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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텍스트 분석(추가)  

 

 문서 간 상관관계 및 클러스터링, 단어 연결망 분석은 국가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로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먼저 문서 간 상관관계와 클러스터링 분석은 연도별로 분류된 

연설문 자료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연도의 연설문끼리 군집을 

형성한다.224  
 

 

 

 

 

 

 

 

 

 

 

 

 

 

 

 

 

 

<그림 A-1> 연설문 간 상관관계 

                                            
224

 문서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했다. 
매트릭스(matrix)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일수록 문서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연할수록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각선은 동일한 문서에 대한 값으로 상관관계가 

1이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한편, 음(-)의 

상관관계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나세르의 연설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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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1>는 나세르의 정치적 담론에 크게 두 번의 분기점이 

발생함을 보여주며, 분기점에 따라 총 세 개의 시기적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매트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분기점은 1961년과 1967년

으로, 단어 빈도수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설문 간 높은 상관관계는 

1958년부터 1961년까지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총 두 군데에서 나

타난다. 해당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연설문은 상관성이 거의 없는데, 

이는 연설문의 성격이 분기점에서 완전히 변화함을 의미한다.  

 한편, 분기점의 파악은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재차 검증된다. 

<그림 A-2>의 덴도그램(dendogram)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8년부

터 1960년까지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또 하나

의 클러스터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61년과 1967년을 국가 

정체성 변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1958년부터 1960년까지를 첫 번째 시

기, 1961년부터 1966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7

년부터 1970년까지를 세 번째 시기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A-2> 연설문의 클러스터링 

 

 한편, 단어 연결망은 연설문 내 단어가 어떠한 상관관계로 연결

돼 있는지 관찰하고, 나세르의 정치적 담론에 내재하는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앞서 다양한 기법에 의해 설정한 시기적 구간

에 따라 분석에 따라 단어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며, 연설문 내에서 빈도

수가 높고 상관관계가 0.6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225  

                                            
225

 단어 연결망 분석에서도 역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했다. 연설문에서 사용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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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단어 연결망: 1958-1960 

  

 

 <그림 A-4> 단어 연결망: 1961-1966 

                                                                                                               
를 쌍(binary)으로 묶은 후,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거나 함께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상관관계가 높고, 반대로 한 단어는 나타나지만 다른 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관관계가 낮다고 예측한다. Julia Silge and David Robinson, Text 

Mining with R: A Tidy Approach (Sebastopol: O’Reilly Media, 2017),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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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단어 연결망: 1967-1970 

 

 <그림 A-3>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첫 번째 시기는 나머지 시

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군집의 토픽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드(node)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link or edge)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

루어 보아, 토픽 내부의 높은 상관관계는 물론 다른 주요 토픽 간의 전

체적인 상관관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토픽은 ‘통합

(unity)’, ‘민족주의(nationalism)’ 등의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범아랍 정

체성과 관련된 군집이다. 이 토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

러 토픽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범아랍 정

체성이 이집트 외교정책 전반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함을 암시한다. 

 한편, <그림 A-4>에 따르면 1961년과 1966년 사이의 연설문은 

두 개의 토픽 – 이집트 중심의 논의와 범아랍 중심의 논의 – 로 한정된

다. 두 토픽을 비교했을 때, 이집트 중심의 토픽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파운드(pound)’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을 유추해볼 수 있

다. 한편, 범아랍 중심의 토픽은 통합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리아와의 ‘분

리(separ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흥미롭게도 ‘통합(unity)’이라

는 단어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더 이상 핵심적인 토픽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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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기인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단어 연결망은 앞선 

시기들과는 달리 특정한 몇 개의 핵심 노드들에 의해 토픽이 연결된 형

태로 나타난다. <그림 A-5>은 ‘영토(territory)’, ‘공격(aggression)’, ‘이

집트(egypt)’와 같은 단어가 핵심 노드로써 등장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

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흥미롭게도 두 개의 주요 토픽을 이루는 단어

를 살펴보면 1967년 6일 전쟁 당시 점령당한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단의 토픽에는 이집트 

유일 정당인 ‘아랍 사회주의 연합(Arab socialist union)’이 등장하며, ‘회

담(conference)’, ‘수단(means)’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집트

의 영토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과 방안이 드러나는 대목이

다. 반면, ‘안보리(security council) ’ , ‘결의안(resolution) ’ , ‘소비에트

(soviet)’ 등으로 이루어진 하단의 토픽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측면에서의 기제가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의 두 

시기와는 달리 ‘팔레스타인(palestine) ’  노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으

로, 범아랍의 문제보다 이집트의 개별적인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훨

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감정 사전   
 

범아랍���������	
��������������������  정체성���������	
��������������������   ���������	
��������������������   이집트���������	
��������������������  주권국가���������	
��������������������  정체성���������	
��������������������  

unite���������	
��������������������   arabism���������	
��������������������   ���������	
��������������������   egypt���������	
��������������������   state���������	
��������������������  

unity���������	
��������������������   nationalism���������	
��������������������   ���������	
��������������������   egyptian���������	
��������������������   national���������	
��������������������  

united���������	
��������������������   palestine���������	
��������������������   ���������	
��������������������   egyptians���������	
��������������������   domestic���������	
��������������������  

unites���������	
��������������������   palestinian���������	
��������������������   ���������	
��������������������   egypts���������	
��������������������   internal���������	
��������������������  

uniting���������	
��������������������   solidarity���������	
��������������������   ���������	
��������������������   nile���������	
��������������������   country���������	
��������������������  

union���������	
��������������������   indivisible���������	
��������������������   ���������	
��������������������   cairo���������	
��������������������   separate���������	
��������������������  

unions���������	
��������������������   together���������	
��������������������   ���������	
��������������������   carios���������	
��������������������   separates���������	
��������������������  

republic���������	
��������������������   integrate���������	
��������������������   ���������	
��������������������   sinai���������	
��������������������   separating���������	
��������������������  

republics���������	
��������������������   integrates���������	
��������������������   ���������	
��������������������   peninsular���������	
��������������������   separation���������	
��������������������  

gaza���������	
��������������������   integration���������	
��������������������   ���������	
��������������������   independent���������	
��������������������   military���������	
��������������������  

strip���������	
��������������������   cooperate���������	
��������������������   ���������	
��������������������   ���������	
��������������������   independence���������	
��������������������   security���������	
��������������������  

aleppo���������	
��������������������   cooperates���������	
��������������������   ���������	
��������������������   disintegration���������	
��������������������   territory���������	
��������������������  

damascus���������	
��������������������   cooperation���������	
��������������������   ���������	
��������������������   ���������	
��������������������   disintegrated���������	
��������������������   land���������	
��������������������  

 

<표 A-1> 감정 사전: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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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분석은 특정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감정 사전을 기

반으로 실시된다. <표 A-1>은 각각 범아랍 정체성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감정 사전에 활용된 단어를 제시한다. 범아랍 정체성

과 이집트 주권국가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 각 26개씩을 선별하여 

단어 사전에 포함하였다. 

 

3. 토픽 분석 

 
 토픽 분석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토픽 개수의 선정 근거가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가 토픽의 개수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적의 토픽 개수를 선정함으로써 주관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최소화(minimize)와 최대화(maximize) 알고리즘을 모두 

활용한 네 가지 기준(metrics)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토픽 개수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기준은 저마다 다른 토픽의 개수를 최적의 값으로 

선정하는데, 결과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교한 토픽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A-6> 토픽 개수 선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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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6>에 따르면 토픽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교한 토픽 분

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픽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은 개수의 토픽으로 최대한

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토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 토픽이 분류되는데, 그럴 경우 직관적인 

이해를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화를 통해 한눈에 직

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LDA와 CTM 모형 분석에서는 4개의 

토픽으로, 이어지는 STM 분석에서는 24개의 토픽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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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948 Palestinian War, also known as the “ Nakba 

(catastrophe),”  marks a decisive moment in contemporary Middle 

East politics, leading up to the creation of Israel and 70,000 

Palestinian refugee. Seven decades later, the issue of Palestinian 

refugee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s still a critical matter. It has 

been the predominant view that the Arab states take an identical 

stance, firmly advocating the sovereignty of Palestine. However, 

such view overlooks the complexity of the Palestinian issue in Arab 

politics; In fact, Arab states do not unite but rather diverge on this 

particular issue. In this context, it is interesting to find a major shift 

in the Egyptian foreign policy towards the Palestinian issue under 

Nasser ’ s regime, considering the fact that Egypt once led the 

ideology of pan-Arabism, urging for a single Arab sovereignt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the Egyptian state identity 

and foreign policy towards the Palestinian issue under Nasser ’ s 

regime. The main question is as followed: “Why did the Egyptian 

foreign policy towards the Palestinian issue shift from a positive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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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olicy?” The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state identity that 

determines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the intervention in the pan-

Arab issues.  

 In order to empirically approach the concept of “ state 

identity,” the study examines Nasser’s speech from 1956 to 1970 

through automated text analysis.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observe various patterns underlying in the speech and derive 

junctures where change in state identity occurs, which is followed by 

process-trac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The 

framework lays out the causal procedure between state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cluding national role, sovereignty and Palestinian 

issue conception. In brief, the shift in state identity from “pan-Arab 

identity ”  to “Egyptian sovereign state identity ”  alters Nasser ’ s 

national role conception from “ pan-Arab leader ”  to “ Egyptian 

leader,” which overturns the normative justifiablilty of intervening in 

the Palestinian issue. It ultimately leads to the projection of negative 

foreign policy both directly (towards Palestinian Arabs) and indirectly 

(by accepting peaceful negotiation with Israel).  

 The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Palestinian issue in Arab politics, which has been 

overlooked as a mere subordinate matter of the Arab-Israeli conflict. 

Second, it offers an insight into the literature of the “End of Pan-

Arabism” by examining the Egyptian state identity and foreign policy 

between two competing orders: Pan-Arab and sovereign state order. 

Lastly, by applying mixed method research, it attempts to offer a 

methodological insight into the previous literature on state identity 

and Arab politics that were mainly carried out qualitatively.  

  

Keywords : fore ign pol icy analys is , state ident ity , pan-

Arab ism , Israel i-Palest in ian confl ict , speech analys is , 

m ixed-method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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