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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속 
민군사업 개선에 대한 소고: 

레바논평화유지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Civil military projects in the age of fluctuation: 
A case study on UNIFIL ROKBATT in southern Lebanon

육군 대위 박 신
CAPT. Shin Park



민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진별 평균 약 40만 달러(한화 약 4억원)의 예
산을 편성하여 하달하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
는 레바논평화유지단(이하 “동명부대”)은 현재 레바논을 덮친 코로나-19 사
태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최악의 경기침체, 무능력한 정부 및 국민간 갈
등 고조, 베이루트 국제항구 대폭발 사고 등 일련의 국가적인 혼란을 고려하
여 민군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 
본고에서는 레바논을 덮친 악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 상황이 동명부대의 
민군사업에 미친 영향과 현 시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사업 사후 관리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기존 민군사업의 사후
관리 및 보완 지표, 새롭게 진행될 민군사업의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적용한 『개선된 민군사업』은 현지 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UN이 강조하는 가치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역시 가능
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개선된 민군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일련의 악재로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레바논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그들의 자발적인 동력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  약



ROK Joint Chiefs of Staff(hereinafter referred to "JCS") to plan Civil 
military projects and compile and deliver an average budget of 
approximately U.S. $400,000 per each camp and UN Peacekeeping 
Force in Lebanon(hereinafter referred to "Dong Myung Units") to 
execute it in the field have come into the step to consider seriously a 
series of national confusion including COVID-19 situation sweeping 
Lebanon, worst economic recession that started from the end of 
2019, incompetent government and culmination of conflict amongst 
the people and great blast in Beirut International port and establish 
plans to promote civil military projects profoundly afterwards.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unfavorable factors hitting Lebanon 
briefly, how the current situation affects Dong-myung unit's Civil 
military projects, and practical and essential support presently 
needed by the locals and refer to the post-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hereinafter 
referred to "ODA") to suggest the post management and 
complement indexes of existing civil military projects and detailed 
evaluation indexes of newly promoted them. 
『Improved Civil military projects』 applying this will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promote projects efficiently but to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re banner ultimately emphasized by United 
Nations. Civil military projects improved like this one will support 
the lives of the people in Lebanon threatened by COVID-19 
situation with the series of catastrophes practically and influence 
their voluntary generation of power for the sake of normalization 
considerabl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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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속 민군사업 개선에 대한 소고: 
레바논평화유지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Civil military projects in the age of fluctuation:

A case study on UNIFIL ROKBATT in southern Lebanon

육군 대위 박 신1

CAPT. Shin Park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레바논은 2019년 말부터 경제위기, 정부 각 부처의 불안정성

(Instability), 사회적 긴장 상황 등이 정점에 이르던 차에 작년 8월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

어난 폭발사고는 레바논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였다.2 여기에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

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레바논 입국

은 권고되지 않는 상황이다.3 

이같은 상황 속에서 현지에서 임무수행 중인 동명부대의 운신의 폭도 크게 줄었으며, 특

히 현지인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민군작전과가 직접적인 치명타를 입어 

1　제60보병사단 수색대대 3중대장

2　 www.msf.org/one-year-after-beirut-blast-lebanon-struggles-cope-covid-19-and-economic-crisis(검색
일: 2021년 9월 18일 / 국경없는 의사회 정기프로젝트 보고서, 21.8.3 中 발췌)

3　 wwwnc.cdc.gov/travel/notices/covid-4/coronavirus-lebanon(검색일 : 2021년 9월 10일) 美 CDC(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레바논내 코로나-19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Level 4로 책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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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기민군작전은 외부활동을 중단한지 오래이며, 현지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가 가

장 중요한 민군사업은 원격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을 감독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만성화된 

경제위기, 재난급 사고로 인한 국가 인프라 시설의 파괴, 코로나-19 사태 등 현 상황의 종식

이 단기간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군사

업의 개선은 향후 레바논의 존립과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2. 연구방법

가. 민간 자료 

동명부대의 민군사업에 대한 외부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본 연구는 기능이 유사한 파병

부대인 남수단재건지원단(이하 “한빛부대”)의 유사 선행 연구와 ODA의 선행 연구 논문 및 

문헌 정보, 관련 인터넷 기사, 정보 등을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전

례 없는 경제적 위기상황, 국제항구 대폭발 사고에 관련된 인터넷 매체 기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의 연례 및 수시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나. 군 내부 자료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내 서식 자료(각 진 별 파병성과교훈집 등),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 해외파병과 규정, 육군의 교범을 참고하였다. 

Ⅱ. 레바논의 현 상황

1. 코로나-19 사태 

레바논이 직면한 상황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코로나-19 사태이다. 전세계 어떤 나라

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레바논 내전 이래 레바논은 가히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며, 

특히 연속적인 악재로 인해 정부의 정치적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 보건·의료 체계가 와

해된 상황이며, 전력수급의 난조, 의료장비 및 품목 부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마저 부

실해4 체계적인 방역은 커녕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　 WHO, "COVID-19, the economic crisis, and the Beirut blast : what 2020 meant to the Lebanese health-
care system", Eastern Mediterranean Health Journal, Vol. 27(Feb. 2021), p. 5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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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다분하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국가붕괴라는 최악

의 시나리오도 비현실적인 일만은 아니다.   

2. 경기침체 

현재 레바논의 재정 및 경제 위기는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은행

(World Bank)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은 2010년 초부터 “취약하고, 갈등이 고

조된 폭력적인 국가(Fragility, Conflict & Violence(FCV) State)”로 관심국가였다.5 레바

논의 GDP는 2018년에 약 55조에 육박하였으나 2020년에 33조로 약 40% 이상 급락하였

다.6 이런 급격한 경제 수축은 국내 정계, 사회 문제 또는 전쟁 등의 외부적 요인에도 있으나 

세계은행은 The Deliberate Depression7(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고의적인 무관심을 보이거나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

재 레바논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위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3. 베이루트 국제항구 대폭발 사고 

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국제항구에서 대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최소 137명, 부상자의 경우 약 5,000명 이상(실종자 포함)으로 정확히 집

계도 되지 않았을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30만명 이상 발생하였다. 피해

액은 최대 150억 달러(한화 17조 7,855억원)에 달하며8 위 사건으로 레바논의 경제는 완전

히 붕괴됐다. 특히 폭심지 부근에 위치한 레바논의 3대 병원 중 하나인 성 조지아 병원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상태이

다. 위 세 가지 악재는 공교롭게도 2020년에 잇달아 발생하여 레바논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동명부대의 민군사업, 특히 신축 공사, 중간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　World Bank Group, "Lebanon Sinking(To the Top 3)", LEBANON ECONOMIC MONITOR, Spring 2021, p.1-11

6　World Bank Group, op.cit., p.12-25

7　World Bank Group, "The Deliberate Depression", LEBANON ECONOMIC MONITOR, Fall 2020, p.1-19

8　www.bbc.com/news/world-middle-east-53668493(검색일: 2021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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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군사업의 개요

1. 서 론

Ⅱ장에서 현재 레바논을 덮친 악재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민군사업 개선의 당위성으로 귀결돼야 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전 이해로 민군사업의 명확한 정의,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의 범

위, ODA와 민군사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민군사업의 정의 

“민군(民軍, Civil Military)사업”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상위 개념인 민군작

전에 대해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군작전 교범에 명시된 민군작전의 정의는 전·평시 작

전지역에서 군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이 정부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주민과의 관계를 구축·유지·확대하는 제반 군사활동이다.9 신속한 

이해를 위하여 전·평시 민군작전의 수행영역 범위, 작전의 수행과정과 타 작전과의 관계는 

아래 표를 참고한다. 

<표 2> 민군작전, 안정화 작전, 민사작전의 범위

구 분 안정화 작전 민군작전 민사작전

성 격
정부 및 민간분야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하는 제반 군사활동

가용한 제반 작전요소로 民을 
상대하는 제반 군사활동

민사부대가 民을 상대로 하는 
제반 작전활동

대 상 民 + 敵 民 民

시 기
전면전 또는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시

전면전시,국지전시,평시 전시

장 소 자유화 지역 한반도 전역 한반도 전역

과 업

· 안정화 군사작전
· 민간 안전 확립
· 통제체계 확립지원
·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   경제 및 사회기반 시설 발전지원
· 정부의 통치 지원

· 민간의 안전 확립
·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 자원관리 및 지원
· 정부 및 민간지원

· 민사 5대 기능
- 행정지원
- 치안유지
- 구호활동
- 자원관리
- 선무활동

*출처 :『(야전교범 운용 3-9)민군작전』부록

9　『(야전교범 운용 3-9) 민군작전』(육군본부),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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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듯 민군작전은 한반도 내에서 전·평시를 막론하고 민간의 안전 도모와 공

공서비스 복구 지원을 위한 작전이다. 이를 현 남부 레바논의 상황에 적용·대입해 보면 동명

부대의 민군작전은 현지인들과의 친선 및 교류, 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등

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현

지인들의 자립성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동명부대의 민군작전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 동명부대의 민군작전 구분

구 분
민군사업

정기 민군작전 친선 및 교류활동
인도적 지원사업 레바논군 지원사업10 

내 용
· 주민숙원사업
· 학교지원사업
· 연합민군사업

· LAF 지원
· GS 지원
· ISF 지원

· 재봉교실
· 비누아트 교실
· 태권도 교실
· 언어교환활동

· 역내 시장단
· 주요인사 교류

*출처 : 동명부대 제22진 민군작전과 준비단 민군작전 소개 PPT 참조 

여기까지 민군사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민군작전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

았다. 사실 해당 용어는 민군작전 교범 내에도 명시되지 않은 명확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며, 부대 기능이 유사한 한빛부대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1 다만 한빛부대의 경

우 동명부대와 유사한 범주의 민군작전을 친한화 활동, 인도적 지원, 사회개발 지원(제12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진행중이다. 

동명부대에서 사용되는 민군사업은 <표 3>에서 보듯이 민군작전의 영역 중 인도적 지원

사업과 레바논군 지원사업을 통칭한다. 따라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민군작전 및 하위 과

업에 대한 의미는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통용되나 민군사업은 동명부대에서 높은 빈도

로 사용되는 독특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12

  

10　 LAF(Lebanese Armed Forces), GS(General Security), ISF(Internal Security Forces)로 좌측부터 국군과 유사한 
정규군,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기능의 보안총국, 한국의 경찰과 유사한 치안유지군이다. 

11　한빛부대는 “민군사업”이라는 용어를 1진 1회, 9진 4회, 11진 1회, 12진 1회 사용하였다(각 진별 파병성과교훈집 참조).

12　 사견(私見)으로, 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중간 규모 이상의 건축, 내·외부 시설 공사가 잦은 동명부대만의 특성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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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군사업의 범주 및 예산

민군사업의 기본 범주는 <표 3>과 같이 인도적 지원사업인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지원사

업, 레바논군 지원사업, 연합민군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물자를 직접 수혜자들에게 제공하

는 물자공여도 진행 중이다. 아래 차트는 1진부터 24진까지 진행된 민군사업의 총 예산 및 

사업별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25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제외하였다). 

<표 4> 민군사업 총 예산(1진∼24진, 총 541건 $ 10,672,816)13

*출처 : 1진-24진 민군사업 존안자료내 전 사업목록 및 예산 참조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사업 541건 중 227건(57%)을 차지하는 

주요 골자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은 역내 5개 도시 시장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주고, 연식이 오래된 건축물 또는 시설

의 내부 리모델링을 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명부대 작전지역내 주도로 

좌·우에 설치한 태양열 전지판으로 전기를 생산해 내는 태양광 가로등이 있다. 

학교지원사업은 작전지역내 재정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

상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장들의 학교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부대 

심의 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179건(18%)의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역내 레바논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13　 <표 4>의 출처는 1진부터 24진까지 민군사업 DB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예산 총액인지는 집행 실무자 입장
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기(明記)한다. 25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군사업에 투입된 정확한 예산을 합참에서 확인해 
준다면 차후 사업 개선의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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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8건), UNIFIL14 휘하 1개 이상의 외국군 부대 또는 CA(Civil Affairs)15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연합민군사업이 27건(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교지

원사업이 레바논군 지원사업에 비해 71건 많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레바논군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자공여는 전 사업에 포함돼 있는 지원형태로써 민군사업과 물자공여를 합산한 총 542

건중 213건으로 39%를 차지하며, 다시 주민숙원사업 59건(28%), 학교지원사업 100건

(47%), 레바논군 지원사업44건(21%), 연합민군사업 10건(5%)의 비율로 구성돼 있으며, 절

반에 이르는 공여품(학용품)이 학교지원사업에 사용됐다. 

  

4. ODA와 민군사업 

가. 공통점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

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지원형태에 따라 증여(Grant, 이하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으로 나뉜다. 유상원조의 경우 수원국이 공여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물

자나 현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고, 무상원조는 현금, 물자, 각종 서비스를 상환조건 없이 

제공한다.16 여기서 ODA 무상원조 방식과 민군사업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점으로 첫째, 수원국에 상환조건을 받지 않고 모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두 사업 모두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서)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ODA는 국무총

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협”)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다. 무상원조의 경

우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전담 중

이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파병작전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셋째, UN 헌장(Charter) 제1장 2조 7항에서 강조하는 수원국의 주권 및 내정에 대한 불

간섭을 기본 원칙17으로 하며, 수원국의 요청사항에 따라 공여국이 이를 검토 후 진행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4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 : 주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15　 CA(Civil Affairs) : 레바논 현지인들로 구성된 UNIFIL 소속 직원이며, 현지인들과 레바논내 지역 유력인사들과 인적네트
워크를 중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크게 연락업무 및 협조, 지방 사회망 조력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출처 : unifil.
unmissions.org/unifil-civil-interaction).

16　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검색일: 2021년 9월 15일)

17　www.un.org/en/about-us/un-charter/chapter-1(검색일 :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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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 사업의 사후관리 및 평가 실태   

동명부대의 민군사업과 ODA 사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전담부처(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의 작동 유무이다. 동명부대 민군사업에 비해 ODA 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후관리 및 평가 실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18 

1) 동명부대 민군사업 

현재까지 민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0,672,816로 한화로 환산시 약 

￦12,529,885,984이다.19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민군사업은 동명부대가 레바

논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듣게 해준 직접적인 이유이다. 그러

나 필자가 2019년 4월부터 21진으로부터 인계받은 사업의 진행 및 추가 사업 선정을 

위한 지형정찰간 확인한 앞선 진들이 완료했던 민군사업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그중에

서도 역내 주민들의 야간 교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태양열 가로등은 업체의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제 기능을 잃고 파

손된 가로등, 점등시간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핵심부품이 없어진 가로등, 사업완료 기념 

동판이 녹슬고 빛이 바래 어느 진에서 실시했는지 알 수 없는 가로등이 대표적으로 사

후관리 부실의 예이다. 

이는 비단 필자가 근무했던 22진뿐 아니라 전·후 진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

는 현재진행형 문제이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레바논은 경제 침체, 코로나-19 사태, 대

폭발 사고로 인한 사회체계 및 의료체계 마비 등 여러 문제로 국정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은 국민 혈세의 오용

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파병작전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합참에서는 사업

완료 후 보편적인 평가체계 지침을 작성 및 하달하여 기존 민군사업의 보완에 역점을 

두고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2) ODA

민군사업과는 달리 국내 ODA의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의 최고 정책기구인 국개협의 활동을 통해 발전해 왔다. 최근 진행된 제38차 개발협력

18　박형준, 『대규모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 실태평가 연구』,(사)동아시아연구원, 2015년, p.18-49, 50, 126-136 

19　www.un.org/en/about-us/un-charter/chapter-1(검색일 :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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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까지 연 단위로 국내외 ODA의 실적 및 진행상황 확인 등의 관리 감독 중인 기

관이다. 아래 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개협의 회의들이다. 

<표 5> 우리나라 ODA 평가 관련 회의 및 주요 내용

구분 개최연도 회 의 명 핵심내용

1 2009.12 6차 개발협력위원회 ODA 통합평가 추진현황

2 2010.1 7차 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

3 2011.03 9차 개발협력위원회 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4 2012.03 12차 개발협력위원회 12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5 2013.02 15차 개발협력위원회 13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6 2014.01 17차 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평가 규정 제 개정 

7 2014.03 18차 개발협력위원회 14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8 2015.03 21차 개발협력위원회 15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9 2016.02 24차 개발협력위원회 16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10 2016.12 28차 개발협력위원회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11 2017.12 30차 개발협력위원회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12 2018.06 31차 개발협력위원회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13 2019.01 32차 개발협력위원회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14 2020.01 34차 개발협력위원회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출처 : ODA Korea 개발협력위원회의 내용 참조 후 자체 작성  

<표 5> 내 파란 박스들은 최초 평가체계가 시작과 체계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던 해이다. 

특히 2018년 31차 협력위 ODA 통합평가체계개선안에서는 OECD DAC20의 5대 기준21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ODA 사업은 검증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하

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22 

20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 개발원조위원회

21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DAC 평가기준 개편 논의와 시사점』, 2019, p.4-5 中  
①적절성(relevance), ②효율성(efficiency), ③효과성(Effectiveness), ④영향력(impact), ⑤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2　 그러나 '10년 국개협 중심의 ODA 총괄 및 통합 조정체계 확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은 여전히 많은 보완점을 요구 받고 
있다. 최근 국회·감사원·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ODA에 관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종합적인 전략의 부실, 무상원조의 분절화,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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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군사업의 개선 방향  

1. 서론

레바논을 강타한 동시다발적인 악재들은 현재와 같은 민군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제동

을 걸었다. 개선된 민군사업은 현재 레바논 상황에 맞추어 실용적이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

여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자공여의 비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기

존에 진행된 민군사업은 사후관리 및 평가를 통해 UN SDGs(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지속가능한 발전”)23의 달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 ODA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민군사업의 개선방법에 대해 

천착할 것이다. 

2. 사업개선의 당위성 

사후관리 및 평가방법 도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설

립목적으로 하여 ODA를 주도하고 있는 국개협과 관계부처의 주 기능을 동명부대의 민군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사업의 방향

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모델로 개선·발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동명부대가 

UNIFIL의 일원으로 파병작전 중인 부대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기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들의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며24, 레바논내 작전계획 지역에서 여러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동명부대 역시 위 기조를 따를 

의무가 있다. 또한 현재 레바논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계속 추가되는 민군사업을 이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구체적인 개선안 

가. 물자 공여 비율 확대  

코로나-19사태 이후 약 2년, 베이루트 국제항구 폭발사고 1년 후에도 여전히 현지인들

은 인도적 구호 및 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다. 특히 의료체계와 경제의 붕괴는 레바논 국민의 

23　http://sdgs.un.org/goals(검색일 : 2021년 9월 1일)

24　Ministry of Foregin Affairs of Japan, "Evaluation of Japan's ODA to Mongolia"(March 202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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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을 극심한 빈곤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25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 현지인으로 구

성된 NGO에서는 레바논에 대한 물품 및 재정 기부·자원봉사 등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26 코로나-19 사태가 점진적으로 레바논의 의료 및 보건체계에 부하(負荷)를 주었다면, 

항구 폭발사고는 이를 단숨에 초토화 시킨 상황이다. 인명도 인명이지만, 위 사고는 현재까

지도 레바논 서민층의 경제생활 및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큰 사고이다. 

따라서 개선된 민군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기존 4+1(주민숙원사업, 학교지원사업, 레바논

군지원사업, 연합민군사업+물자공여 사업)민군사업의 범주에 포함돼 있던 물자공여 사업을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현지인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필수물품 위주의 

물자 공여 사업의 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동명부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위

기를 극복해 내고자 자발적으로 생겨난 NGO들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needs)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 구축에 

힘써야 한다.  

 

나.  민군사업 관리 및 평가체계(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of the Civil 

and military project, MESC) 구축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ODA의 구체적인 사후 사업 관리평가체계와 같이 민군사업 역시 

사업평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완을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

야 하며, 이와 별개로 새롭게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민군사업 역시 체계를 만들어 체계내 항

목을 통해 사업요청을 판단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를 항목화 하여 해당 체

계내 평가 항목은 합참의 기존 민군사업 추진 지침과 더불어 OECD DAC의 5대 기준을 아

래 표와 같이 적절하게 조합 후 그려본 밑그림이 아래의 표이다(세부내용 부록 참조). 

    

25　 www.msf.org/healthcare-system-lebanon-crumbles-amidst-political-and-economic-crisis(검색일 :2021년 
9월 20일)

26　www.lebanonneeds.org/beirut_blast(검색일 : 2021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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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민군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체계(일부 발췌)

구 분 평가항목

주민
숙원사업

적절성

· 기존 민군사업 보완·보수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수혜대상의 사업 사용빈도 검토 

· 새로운 민군사업과의 중복 여부 검토 
- 기존 사업과 기능, 목적, 효과성 중점 검토

효과(율)성 

· 보완·보수 규모 및 적정 예산 검토
-  기존 사업 진행시 물가 및 보완사업 

시점의 물가 비교 

· 보완부대 임무수행 기간내 보완 여부 검토
- 진내 미보완시 인계 절차 수립 여부 검토

· 사업종결 후 즉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투입 예산 대비 보완·보수 결과 효율성 검토

영향평가

· 수혜대상의 실질적 생활 여건 개선 검토
-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에 미치는 결과 검토
- 수혜대상의 경제적 자립도 개선 검토

· 보완 후 수혜지역 교통, 치안, 사회 분위기 검토

… …

*출처 : 자체 작성 (세부내용 부록 1 참조)

<표 7> 새로운 민군사업 진행전 평가 체계(일부 발췌)

구분 평가항목

주민
숙원사업

적절성

· UN의 목표 부합 및 UNIFIL 임무와 배치(背馳) 여부 검토

· 합참의 해당연도 민군사업 지침 일치 여부 검토

· 사업 진행 타당성 검토
- 사업 현장 확인, 사업성격 검토 

· 사업요청 출처 및 요청 계층 검토
㉠ 지자체   100%
㉡ 지자체    50%    주민 50%
㉢ 주민      100%
㉣ 기타(대사관 등)   100%

· 특정계층 혜택 집중 여부 및 방지 장치 수립여부 검토

· 현 코로나-19 사태 개선 관련 사업 우선 검토
- 보건 및 의료체계 관련, 각종 의약품 등 현지 상황과 관련된 물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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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주민
숙원사업

효과(율)성 

· 업체 선정간 적정 예산 사용 여부 검토

· 진내 사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 진내 사업 미완시 인계 절차 수립 여부 검토

… …

*출처 : 자체 작성 (세부내용 부록 1 참조)

다. 격 진 단위로 상이한 임무 부여

또한 격 진으로 민군작전과에 상이한 임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민군사업을 보

완·보수하는 진(이하 “보완부대”)과 개선 민군사업을 진행하는 진(이하 “사업부대”)으로 나

누는 것이다. 보완부대는 사업부대로부터 인계 받은 사업들을 포함하여 기존 민군사업들까

지 앞서 제시한 사후관리 및 평가관리 체계 항목을 통해 보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임무수

행 기간 동안 보완 및 보수를 실시한다. 사업부대는 기존 민군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되 해당 

기간내 들어오는 사업 요청 접수 방법에 대해선 라. 항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보완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수행 방법을 살펴보면 1진부터 현재 임무수행 중인 25진까지 과

거 민군사업들을 5개진 단위, 사업의 성격별로 분류한다. 처음 위 임무를 수행하는 진들의 부

담이 있을 수 있으나 존안자료상 1~24진까지의 전 민군사업 목록을 정리해 둔 자료가 인계·인

수 되고 있으니27 사업의 분류작업은 한층 수월할 것이다. 이후 해당 민군사업을 시공한 업체에 

사업 보완의 당위성을 설명 후 재계약을 통해 보수업무를 시행한다. 이때 보완부대는 업체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고정하여 사업부대와 진 교대시 사업부대가 보완·보수된 사업의 관리 상

태를 최종 확인하게 해준다면 보완부대와 사업부대간의 단간 없는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비슷하거나 중복된 성격의 새로운 민군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과거에 실시한 

민군사업들을 최대한 보완·보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

으로는 현재 국정 전반이 붕괴된 레바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자 공여 형태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일 위 방법대로 민군사업이 개선된다면 해당 내용은 반드시 J9(UNIFIL 

민군작전처)과 G9(서부여단 민군작전처)에 보고하고, CA에도 반드시 통보해 주어 동명부대

의 민군사업 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27　 파일명 <민군사업 및 물품공여 현황>. 각 진별 민군작전과 대외협력장교들이 취합하였으며, 사업위치, 사업명, 시공업체명, 
업체별 만족도, 사업내용, 예산, 지원연도, 지원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군사업 진행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진교대 
전 전임 협력장교가 최신화 하여 후임 협력장교에게 인계인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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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식창구를 통한 사업요청 및 피드백(Feedback) 수렴

합참의 규정상 사업요청의 수렴의 우선순위는 한국대사관, 현지 임무단 / 사령부, 현지 

정부 순서이다.28 그러나 현지 사정상 요청순위는 해 규정의 역순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먼저 민군사업을 새로 진행하는 사업부대는 역내 도시29 시장단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새 민

군사업 진행전 평가체계를 통해 타당성을 평가 후 진행한다. 또한 민군사업 개선안에서의 

핵심은 기존 민군사업에 대한 보완·보수이므로 격 진 단위로 사업진행과 보완·보수작업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요청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

다. 보완부대의 임무수행시 접수된 사업요청은 공식창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서로 목록화 

하여 이후 사업부대로 인계한다(세부내용 부록 참조). 

<표 8> 사업부대 민군사업 공식 접수 양식

구 분 요청기관
기관장

… 예상비용 접수진 / 담당자
성 명 (직 책)

1
Abbasiyah

Municipality
Al Badawi

(Qaimmaqam30)
… $8,500 

20진 / 
대외협력장교

…

*출처 : 자체 작성

새로운 민군사업 완료와 기존 민군사업의 보완·보수가 종료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현지 

시장단, 주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피드백은 아래 양식을 통해 현지 시장단에서 

공식적으로 종합하여 동명부대 완공 4주 이내에 동명부대 민군작전과로 통보하도록 창구를 

구축하여 이후 진에 인계한다.         

28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 전문』(합참 규정 444-01, 2019), 제37조 제3항

29　샤브리하, 부르글리아, 압바시야, 디바, 부르즈라할 총 5개 시(市)

30　터키, 북부 키프러스, 레바논에서 사용되는 고유 직책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의 시장, 지사급 지도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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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민군사업 완공/보수 후 피드백 요청양식

구 분 요청기관 성 명 (직 책) … 의 견 (불편사항) 접수진 / 담당자

1
A Local of
Abbasiyah

Al Badawi
(Qaimmaqam)

… …
30진/

대외협력장교

…

*출처 : 자체 작성

동명부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역내 현지 도시 시장단 혹은 유력인사, 주민계층에 사업정

책의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고지하여 접수된 요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선별하

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보수에 치중하도록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UNIFIL 사령부에도 현재 레바논 상황을 고려한 동명부대의 새로운 민군사업 정책에 대한 

환기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여 동명부대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승수(乘數)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마. 전담부서의 민군사업 사후관리 및 평가 기능 신설 

해외파병부대 및 다국적 작전지원반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총괄부서는 군사지원본부 민

군작전부 해외파병과이다. 민군작전부에 문의한 결과 동명부대 1진부터 24진까지 민군사업

의 모든 사업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자가 주장하는 사업의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한 활

동은 아쉽게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07년 1진부터 2021년 현재 25진에 이르기까지 14년에 걸쳐 진행된 민군사업의 사후

관리 및 평가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한 부서에 위 작업을 일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진 단위, 그리고 사업별로 미분하여 보완·보수가 가능한 사업을 정확

히 염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업의 경중완급을 고려하는 것으로써, 본고의 문두에

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삼중고(三重苦)를 경험하고 있는 레바논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

업은 현지인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주민숙원사업이다. 나머지 사업은 현지인, 지역 주요인사, 

학교시설 기관장 등의 의견청취 등의 정보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해외파병과내 위 활동을 전담하는 전문기능 군무원(5급 이상 사무관) 혹은 전

문기능을 보유한 현역군인(중령급 이상 장교) 중 장기간 활용이 가능한 자를 보직하여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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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 민군사업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Ⅴ. 결 론  

코로나-19 사태와 국가 경제성장의 심장부였던 항구의 대폭발 사고, 이전부터 침체됐으

나 앞선 두 사태와 맞물려 더욱 나빠진 경제상황 등 레바논은 1970년대 내전 이후 최악의 상

황을 맞이하고 있다.이런 상황 속 가운데 동명부대는 민군사업의 개선을 신속하게 실시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라고 해도 이들이 사업 결과물을 수용하여 사후 운용 및 관리·보수할 여유와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의도와는 다르게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현지인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개선된 민군사업은 현재 현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필품, 의료품, 식

자재 등의 물품을 3적(적시·적소·적정량)에 의거하여 대량으로 공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기존에 진행된 민군사업들을 사후관리하고 보완·보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현지

인들을 배려하고 UN의 미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동명부대로 거

듭나야 한다. 이 방법만이 국제사회의 가치와 장수 파병부대인 동명부대의 향후 존속, 나아

가 현재 도탄에 빠진 레바논의 안정과 평화를 다시 한 번 찾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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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1. 기존 민군사업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

구 분 평가항목

주      민
숙원사업

적절성

· 기존 민군사업 보완·보수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수혜대상의 사업 사용빈도 검토 

· 새 민군사업과 중복 여부 검토 
- 기존 사업과 기능, 목적, 효과성 중점 검토

효과(율)성 

· 보완·보수 규모 및 적정 예산 검토
-  기존 사업 진행시 물가 및 보완사업 

시점의 물가 비교 

· 보완부대 임무수행기간내 보완 여부 검토
- 진내 미보완시 인계 절차 수립 여부 검토

· 사업종결 후 즉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투입 예산 대비 보완·보수 결과 효율성 검토

영향 평가

· 수혜대상의 실질적 생활 여건 개선 검토
-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에 미치는 결과 검토
- 수혜대상의 경제적 자립도 개선 검토

· 보완 후 수혜지역 교통, 치안, 사회 분위기 검토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검토 
- 시공경험 및 재정자립도 등 고신용 업체 입찰 여부 검토

학      교
지원사업

적절성 · 다양한 계층의 학생의 통학 여부 검토(추가)

효과(율)성 · 졸업생이 미치는 역내 문맹률 검토(추가)

영향 평가 · 학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추가)

레바논군
지원사업

적절성 · 레바논군 작전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31 검토(추가)

영향 평가 · 예비전력 혹은 병력에 미치는 영향 검토(추가)

지속가능성 · 군 자립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토(추가)

연      합
민군사업

지속가능성
· CA 및 UNIFIL 타국 대대와의 협조 검토(추가)

· UNIFIL 타국 대대의 사후 관리 능력 확인(추가)

31　 특히 상황발생시 동명부대로부터 최기거리(직선거리 1km)에 위치한 LAF 51대대의 초동조치부대로서의 능력 및 역할 제
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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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민군사업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

구분 평가항목

주      민
숙원사업

적절성

· UN의 목표 부합 및 UNIFIL 임무와 배치(背馳) 여부 검토

· 합참의 해당연도 민군사업 지침 일치 여부 검토

· 사업 진행 타당성 검토
- 사업 현장 확인, 사업성격 검토 

· 사업요청 출처 및 요청 계층 검토

㉠ 지자체 100%

㉡ 지자체 50% 주민 50%

㉢ 주민 100%

㉣ 기타(대사관 등) 100%

· 특정계층 혜택 집중 여부 및 방지 장치 수립여부 검토

· 레바논내 일련 사태 개선 관련 사업 우선 검토
- 보건 및 의료체계 관련, 각종 의약품 등 현지 상황과 관련된 물자 검토

효과(율)성 

· 업체 선정간 적정 예산 사용 여부 검토

· 진내 사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 진내 사업 미완시 인계 절차 수립 여부 검토

· 사업종결 후 수혜대상의 즉시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투입 예산 대비 사업결과 검토

영향 평가
· 수혜대상 및 지역의 실질적 여건 개선 여부 검토

- 사업이 경제, 사회, 문화적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

· 사업진행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부합 여부 확인 
- 사업계약시 충분한 Warranty period(품질보증기간) 산정 검토
-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 확인 및 선정 검토

· 주민들의 지속적인 삶 영위 가능성 검토 
- 일정기간 단위 삶의 지표로 객관적인

학      교
지원사업

적절성 · 현지 정서와 교육수준에 맞는 학교사업 여부 검토(추가)

영향 평가 · 현지 인근 각계각층 학생들의 교육열의 검토(추가)

지속가능성 · 재정자립도 지속 가능성 검토(추가)

레바논군
지원사업

적절성 · 동명부대와의 작전계획 연계성 여부 검토(추가)

영향 평가 · 레바논군 전투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검토(추가)

지속가능성 · 레바논군의 자립도 지속성 여부 검토(추가)

연      합
민군사업

지속가능성
·  CA 및 UNIFIL 타국 대대와의 사업 세부협조 검토 
(사후 관리 및 평가 내용 여부 포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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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부대 민군사업 공식 접수 양식

구분
요청
기관

기관장

사업명
요청
사유 

예상
비용

접수진 / 담당자성 명
(직 책)

1
Abbasiyah

Municipality
Al Badawi

(Qaimmaqam)
A repair of 

wall
For safety $8,500 22진 / 대외협력장교

…

· 접수일자 :                         년(Year)                월(Month)                일(Date) 

· 접수자 :                                            (서 명)

· 전 진 지원여부 : 19진 시청 외벽 신축 공사, 20진 同 공사 보수 실시
  

4. 민군사업 완공/보수 후 피드백 요청 양식

구분
요청
기관

기관장
의 견

(불편사항)
접수진 / 담당자성 명

(직 책)

1
A Local of
Abbasiyah

Bassel Ismael
( x )

1. Lots of cracks of the ceiling
2. A little but frequent leak from the wall

30진 / 대외협력장교

…

· 접수일자 :                         년(Year)                월(Month)                일(Date) 

· 접수자 :                                            (서 명)

· 전 진 지원여부 : 25진 마을회관 천장 보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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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한국군 
해외파병 패러다임 전환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 on 

Overseas Deployment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육군 대령 배일수
COL. Ilsoo Bae



미래 국방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저출산으

로 인한 2040년 2차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

통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을 고려했을 때 해외파병도 패

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합된 해외파병 정책을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국방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정비, 여성과 예비전력 활용, 거버넌스와 연대, 인간안보와 연계된 

파병정책, 타국과 연합훈련이 요구된다. 이와 연계하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5대 게임체

인저와 3대 전투체계의 전력이 변혁적으로 해외파병부대에 구현되어야 한다. 한국군 해외

파병에 요구되는 소요가 국방개혁과 비전에 반영되고 실천적 유용성을 증대하여 K방역· K

팝·K푸드에 이어서 K해외파병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s rapidl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nationa defens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Second 

Demographic in 2040 and population aging triggered by low fertility. As the 

same tim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 and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Considering transfoming security threats and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overseas deployment is demanding the paradigm 

shift as well, and the time has come to implement pertinent deployment 

policies. Overhaul of laws and systems, utilizing female and reserve forces, 

governance and solidarity, deployment policies integrated with human security, 

and combined exercises are required at national defense level. In connection 

with aforementioned, power of the Five Game Changers and the Three Combat 

Systems developed by the Army must be transformatively implemented in 

overseas deployment units. I expect requirements for overseas deployments of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to be reflected in the military reform plan and 

future vision, thereby increasing practical utility and establishing 'K-overseas 

deployment'-succeeding K-quarantine, K-pop and K-food- to bolster national 

prestige and brand value.

ABSTRACT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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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한국군 해외파병 패러다임 전환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 on 
Overseas Deployment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육군 대령 배일수1

COL. Ilsoo Bae

Ⅰ. 머 리 말

2019년 말부터 수차례 대유형을 거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thy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에서 세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재해재난, 식량부족 등 글로벌화된 지구촌의 미래는 인간의 생존과 평화를 

지속 위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군사력 운용도 그동안 전통적 위협에 대비하는 주수단으

로 운용해 왔으나 예측불허의 비전통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이젠 군사력도 비전통적 위협에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위협의 변화와 동시에 국방 미래환경은 저출산으로 인해 2차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

명으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방개혁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국방부 초

도업무보고시 ‘국방비전 2050’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평화지원분야에서는 ‘한반

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고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2 이는 4차 산업혁명 기

술의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고효율의 강한 군대 건설을 염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과 더불어 유엔평화유지활동도 선진화의 길목에서 세계의 주목

1　60사단 161여단장,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과정

2　대한민국 국방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2021 국방부 업무보고』, 202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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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강조하며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앞장 설 것임을 피력했다. 2021년 

12월에 개최되는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

구하고 무려 155여국이 참가한다. 이번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가 유엔의 평화·자유·번영을 

향한 유엔가치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이 외교와 국방의 지평을 

여는 마중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해외파병의 의지와 창의성, 역량을 확대해가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해외파병지역의 작전환경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재건소요와 민간인들에 대한 의료지

원, 기아해결, 안전,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해외파병이 과거에는 군사력으로 전통

적 안보 위주로 운용되었다면 지금은 포괄적 노력으로 비전통적 위협 대응과 인간안보3 차원

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해외파병활동은 인간안보가 주창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로 표현되는 범주로서 빈곤, 환경, 질병, 인권과 같은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특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로서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안전

을 지키는 것4을 핵심으로 내용과 상통하는 면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해외파병 역사와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파병의 의의와 추진사

항을 개괄한 다음, 이후에 해외파병에 요구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고 한국 국방의 역할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외파병 역사와 해외파병 패러다

임 변화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해외파병정책 전환과 준비에 추동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Ⅱ. 해외파병과 패러다임 변화

1. 해외파병의 역사와 유형

해외파병(海外派兵)이란 ‘자기 나라의 군대나 군함, 군용기 따위를 군사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해외파병에 대한 

역사는 서기 819년 신라시대부터 시작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현덕왕 11년 7월 

당나라 군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켜 당의 헌종이 이를 토벌하기 위해 양주절도사 조

공을 보내어 우리 군사들을 징발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왕은 순천군 장군 김응원에게 군사 3

3　유현석, “군과 인간안보”,『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제5호, 2008, p.224. 

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199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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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거느리고 가서 돕게 하였다”5 라는 기록이 있다. 

신라의 해외파병이후 한민족의 파병역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이어진다. 몽골민족이 

중국을 통일하여 세운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대제국 건설을 위해 고려로 하여금 일본정벌

에 나서도록 강요했다. 당시 고려는 제 25대 충렬왕 시대로 1274년 10월 여·원 연합군을 편

성하여 일본정벌에 나섰다. 연합군은 김방경이 지휘하는 고려군 8천명과 원군 2만명 등, 4만

여명이 전함 900여척으로 다적적 군을 편성하여 일본을 공격했으나 해전의 미숙과 태풍(가

미카제)으로 실패했다. 2차 원정은 6년후 총 병력 4만명에 전함 900척의 배로 시작했으나 

역시 연합작전의 미숙과 태풍에 휘말려 실패했다. 고려는 전함의 건조와 원정군의 식량을 비

롯한 각종 군수지원으로 백성들의 피해는 엄청났다.6

조선시대에는 명나라가 여진정벌을 위해 파병을 요구했다. 1479년(세조 13년), 조선의 정

예군 1만여명이 압록강을 도하해 명과 연합작전으로 여진족 추장을 참살하고 개선했다. 이후 

성종 10년에 다시 2차 여진정벌에 나섰으나 압록강의 결빙으로 철수했으며, 그후 명과의 관

계를 고려해 3천여명을 추가로 파병하여 전과를 거두고 복귀했다. 그후 여진족이 후금을 건

국하고 명에 압박을 가하자 명은 다시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 파병을 요구했다. 이때 광해군은 

신흥 강호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파병은 했으나 후금에게 항복하기도 했다.

이후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고 흑룡강 유역의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례의 파병을 요구하였고 당시 효종은 북벌에 의해 청과 연합작전으로 청의 작전에 기여하면

서 그들의 전력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민족은 9세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주

변국의 요청에 의해 전투부대를 파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7  

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 고대군사편년사』, 1996. p.343. 
https://www.kndu.ac.kr/pko/ibuilder.do?menu_idx=104#pp(검색일: 2021.9.12.)

6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여원 연합군 일본 원정”,  
https://www.grandculture.net/(검색일: 2021.9.16.)

7　오병석, “해외파병활동과 한·미관계”,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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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눈부

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정착으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파병형태별8로 〈표1〉과 

같이 2021년 1월 1일 기준 967명이 국제평화와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1> 파병형태별 해외파병 현황 

구분 UN 임무단 다국적군 국방협력 계

부대단위 482 303 148 933

개인단위 23 11 - 34

계 505 314 148 967

출처: 국방대학교 국제평활동센터 홈페이지 '해외파병활동'(검색일 : 2021.9.12)

또한, 해외 재난 시 군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군수송기, 청해부대 활동 등은 

우리 군의 해외파병의 적극성을 보여준 사례이다.9 유형별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평화유지활동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10 (UN Peace Keeping Operrations, 

이하 PKO)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UN 예루살렘정전감시단(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TSO)을  창설하여 비무장의 군 옵서버 투입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71개의 PKO Mission(평화유지임무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금은 121개 회원국에서 파견된 8만 7000여 명(군 6만 7000여명)이 12개 임무단(아프리

카6, 중동3, 유럽2, 아시아1)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4개 임무단(레바논, 남수단, 

8　 대한민국 국방부,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 비교”,『2020 국방백서』, 2020. p.193.
1.  유엔 평화유지할동 : 유엔이 주도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이 지휘통제하며 소요경비는 유엔에서 

지급한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며 다국적군 사령관이 지휘통제하고 소용경비는 파견국에서 

담당한다.
3. 국방교류협력활동 : 파견국이 주도하고 파견군 군지휘관이 지휘통제하며 소요경비는 파견국이 담당한다.

9　『2020 국방백서』(2020). p.193.

10　 평화유지활동은 일반적으로 PKO(Peace Keeping Operrations)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용어의 정의는 UN헌장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초에는 1948년 운용된 UNTSO라는 UN정전감시기구, 1956년에 운용된 UNEF라는 UN긴
급군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면서 이를 통칭하여 ‘예방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홍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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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사하라, 인도·파키스탄)에 500여명(병역기여 37위 수준)의 PKO를 파견하고 있다.11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보병부대(상록수부대), 

아이티 공병부대(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지금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PKO활동에 참여하

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레바논 동명부대 279명, 남수단 한빛부대 203명과 개인단위 파

병 등 7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2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임무수행을 훌륭히 수행함

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유엔본부와 현지 임무단 그리고 지역 주민과 정부로부

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로 지난 28년간 사이프러스 임무단 군사령관, 인도·파키스

탄정전감시단장 등 유엔임무단의 군 최고사령관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고 더 많은 기여

를 요청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PKO활동은 전통적인 군대의 역할에서 경찰과 민간인의 영역까지 폭넓

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은 정전감시의 단순한 임무에서 벗어나 경찰과 민간 영

역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면서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지원하는 재건활동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13 현재 유엔은 정전감시 위주의 전통적 PKO가 필요한 지

역보다 폭력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지켜야 할 평화가 없는 지역에 인원 대부분을 운용하고 있

다. 유엔은 전체 평화유지군의 약 80% 규모를 ‘빅4 미션(남수단·말리·중앙아프리카·콩고)’

에 파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매우 어려워 감시·경과·대응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Action 

for Peacekeeping 이하 A4P)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 회원국 및 지역기구

는 A4P를 지지하면서 동 선언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4P가 강조하는 8대 핵심분야

는 정치적 해결, 여성과 평화안보, 민간인 보호, 안전, 임무수행능력과 책임, 평화구축 및 평

화 지속화, 파트너십, 행동강령이다. 유엔안보리도 A4P와 연계해 PKO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촉구하는 3대 결의를 채택했다. 평화유지활동 임무수행능

력, 안전,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등을 강화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유엔은 PKO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요구 대비 평화유지군의 실제 

보유 역량의 간극을 보충하기 위해 헬기, 부대방호 장비, 기동성 있는 부대(예비대, 특수부대, 

11　천경진, “유엔 가입 30년, 軍 국제평화협력 발자취”, 『국방일보』 (2021년 10월 19일), 9면. 

12　국방대학교 홈페이지, '국제평화활동센터'(검색일: 2021.9.12).

13　박종현,『국제 평화유지활동에 한국 예비군의 파병 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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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부대 등), 지원부대(공병, 수송, 통신, 의무, 항공 등), 정보자산을 포함한 첨단기술, 

훈련, 여성의 평화활동 참여 확대, 리더십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14 

둘째, 다국적군 평화활동이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

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PKO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국적작전은 2개 국가 이상의 군

이 수행하는 연합작전으로 한국군에 주는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때 연합

작전이 필수임을 고려했을때 한국군이 해외에서 다국적군으로 해외에서 평화활동은 적의 직

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유용하다.15 우리 정부는 2001년 이

후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

를 파견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파견된 오

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지방재

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청해부대 306명과 개인단위 파병 12명 등 5개

국에 총 318명을 파견하고 있다.16

셋째,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다. 우리 군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

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

은 필리핀의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 철수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실

종 여객기에 대한 탐색 지원을 위해 다국적 연합탐색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정

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

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으로 구

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였다.17

14　천경진, 『국방일보』(2021년 10월 19일). 

15　박극흠, "한국 다국적군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KO 저널』 제22호, 2021. p.12.

16　『2020 국방백서』(2020). p.196.

17　『2020 국방백서』(2020). p.199.



039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군 해외파병 패러다임 전환

2. 해외파병 의의와 추진

해외파병은 단순히 우리 군을 해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국력과 영향력을 더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이하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18는 A4P 선언이후 회원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회의다. 코로나19 여

파로 직전회의 이후 장기간(약 27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최된다는 특성있다. 우리나라

가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파병을 통해 우리의 신기술, 군의 무기체계 및 교육훈련, 평화유지활동 전문성을 알릴 수 

있고, 파병이후 해당 수원국이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 파견국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기관으로 국제평화활동센터를 1995

년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하였다. 2015년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

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활동국, 외교부 유엔

과,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대학 평화유지 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4,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000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와 2,000명의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

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

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

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

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이다. 유엔을 통해 공병·의무부대 파병요청이 오면 별도 지정부

대로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19 

18　네이버,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https://unpko2021.kr/(검색일: 2021.9.12.)

19　『2020 국방백서』(2020).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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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파병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해외파병은 베트남전 이후 병력집약형으로 일관해 왔으

며 UN이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방환경, 안보환경의 변화 추세

를 반영하여 못한 점이 있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해외파병 정책도 작전환경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시기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첫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탈냉전이후 전쟁 및 분쟁의 위협은 줄어들면서 비전통

적 안보위협이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감염병, 기후

변화, 재난, 기아 등의 사회문제가 안보화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래

의 전쟁과 분쟁의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군사력으로 위협을 제거하던 것을 배제하

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국가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초국경적·초국가적 비전

통 위협이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의 핵심은 인간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최종 목표는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면,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의 객체인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 인권 등을 국가차원

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비전통적 안보의 핵심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 재

난, 기아, 국가 폭력, 테러 등의 안보 이슈가 안보화 과정에서 인간안보가 확장되어가고 있음

을 주목하여 인간안보차원의 해외파병 적용이 요구된다.20

둘째,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군의 국방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병력집약

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병력과 장비, 물자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

혁 2.0에서 스마트한 국방, 첨단화된 국방운영과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워리어 플렛

폼을 구축하여 개인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드론봇 전투체계로 드론과 로봇이 주축이 되는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임무수행하는 전투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동성 향상을 위하여 차륜형 장갑차를 비롯한 자주화되고 장갑보호된 기동

장비와 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무기체계도 재래식 병력위주

의 무기보다는 자동화되고 자주화되며, 병력에 의해서 정찰·감시하기보다 UAV나 드론을 이

용해서 전장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병력 절약형 전투수행 구현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방개혁

20　윤지원· 배일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한 고찰”,『전략연구』 통권 제84호, 2021.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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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등장하였다.21 저출산으로 2030년에 군에서 필요한 병력 수가 30만22

이나 군에 들어올 수 있는 병력자원수는 20만이다.23 이는 우리 군이 징병제로 병력을 충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든지 추가적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 2040년도에도 2차 인구절벽과 가변적 안보환경,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기 군구조 발전’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인구변화 위기를 대비하는 국

방부의 노력이다.24

넷째, 국제적·국내적 다양한 거버넌스의 출현이다. 국가나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능력과 자

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거버넌스는 독립성이 강하고 연결성이 부족

하여 정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다. 해외파병지역

은 폭력의 위협도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빈곤과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의 위협도 상존하는 

곳이다. UNICEF(UN아동기금), KOICA(한국국제협력단), WHO(세계보건기구), FAO(세계

식량농업기구) 등 주요 국·외 개발협력 거버넌스들과 같이 지원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버넌스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은 오롯이 추

진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한다. 

해외파병의 주요임무는 평화유지, 재건, 보건 및 의료지원, 민간보호 등이 주임무이다. 이

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 정책이나 인

도주의적 지원 정책과 유사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나 국내 거버넌스들이 이러한 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25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민군작전 주요내용〈표1〉을 살펴보면 군사작

전을 지원하는 것보다 현지 주민 숙원사업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이는 국가 ODA 정책과 더불어 국제·국내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상승의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21　신성호· 양희용, “저출산·초고령 사회와 국방”, 『국방연구』 제58권 제3호, 2015. pp.21~22.

22　 독고순·김푸름, “저출산의 심화와 선진국의 군 인력획득 이슈”, 『주간국방논단』제1652호, 2017. p.2.

23　 다큐톡, “군 최고 전략가들의 맞대결(모병제 vs 징병제)”, 
https://www.youtube.com/watch?v=CXQCqkIj1C0(검색일: 2021.9.11.)

24　대한민국 국방부, 2021 국방부 업무보고(2021). p.17. 

25　대한민국 외교부, “제5장 제3절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 『2020 외교백서』, 2020.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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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맹부대 민군작전 주요내용26

구 분 주요 활동

인도적 지원 의료·수의 진료, 주민숙원사업지원 등

친화활동 태권도·한글 교실 운영, 주민초청행사, 방한연수 등

레바논군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물품공여 등

출처 : 방현욱(2021). p.166.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작전환경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의 해외파병 정책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혁적 혁신을 해야 할 시기다. 

우선, 첫째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UN 가입 이후 한국은 많은 국제평화유지활

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으나, 헌법에 규정한 대로 국회 동의27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 

복구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파병에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고 해외파병활동에 명확한 근거를 위해 2010년 1월 25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

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참여대상을 PKO활동에 한정하고 있으

므로, 다양한 목적의 파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8 국군의 해외파병 절차가 국

방부 훈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

방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헌법사항과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헌

법을 중대하게 침하고 있다29는 것이다. 육군이 국방개혁 2.0 차원의 파병유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 임무와 규모를 확대하는 추진계획30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인간안보와 해외파병정책을 연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혜국의 대부분은 

인간안보의 7개 분야(경제안보, 개인안보, 보건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식량

안보)를 대부분 필요로 한다.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정

책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인권·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과 분쟁지역 성폭

력 철폐 등, 비전통적 안보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기여하는 ODA와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정책을 인간안보차원에서 함께 추

26　방현욱, "평화유지군의 민군작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KO저널』 제22호, 2021. p.164.

27　제성호,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국회 동의권”, 『중앙법학』제9권 제1호, 2007. p.8. 

28　박종현(2021). pp.79~80.

29　조상혁, “해외파병의 허용범위와 해외파병일반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제19권 제1호, 2018. p.528.

30　대한민국 육군, 『「국방개혁 2.0」 육군 추진계획』, 2021.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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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더불어 인간안보차원의 해외 활동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독

일, 캐나다, 일본 등과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유지군이나 유엔경찰과 같은 평화유지

활동은 공공 행위자의 보호 역할과 더불어 인간안보와 같은 이니셔티브나 무장 행위가 허용

되지 않는 평화구역(peace-zone)의 설정 등이 주효한 활동이 될 수 있다.31 

셋째,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해외파병정책 시행이다. 저출산으로 국방 병력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파병 병력을 무작정 늘릴 수 없

는 것이다. 영역별 해외파병을 위한 지휘부나 모체부대만 양성하고 있다가 유사시 필요 인원

을 동원하여 파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추가적인 부수병력은 현지에서 고용하거나 전

문성과 기술을 전수하여 양성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 및 국내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합을 해야하는 것이다. 해외파병을 위해 군을 

포함하여 경찰, 외교부 공무원 등이 함께 파병된다. 이와 더불어 관련 민간기업이나 단체, 시

민단체 등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종교단체 등 연

합으로 영역으로 구분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엔 PKO 특별위원회』 2021년 

보고서에서도 유엔평화활동 실천에 있어서 유엔, 지역기구,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통해 시

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32 2021년 ‘평화유지구상(A4P) 3주

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은 정치적 해결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한층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며 “병력 공여국, PKO 주둔국, 지역기구, 현

지 주민들 모두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듯이33 거

버넌스와의 연대와 협력은 PKO활동 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Ⅲ. 국방의 역할과 과제
  

국군의 해외파병은 국가의 외교정책인 국제평화와 안보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군

은 병력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재정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유엔평화유지활동 예산 의무분

담률이 2.267%로 상승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분야 세계 10위 재정 공여국이 됐다.34 국제 

31　권구순, "배제에서 포용적 협력으로: 유엔평화활동에서의 군과 비정부기구",『PKO저널』제20호, 2020. p.41.

32　문진혁, “유엔 PKO 특별위원회 2021 보고서 발표,” 『UN PKO 뉴스레터』Vol 21, 2021. p.7.

33　뉴시스, “정의용 ”한반도 평화구축에 많은 과제...국제사회지지 필수“”(검색일: 2021년 10월 19일).

34　『2020 외교백서』(2020),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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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 활동의 일부분을 국군이 담당하고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해외파병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한국 국방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현재의 『국방

개혁 2.0』과 미래의 『국방비전 2050』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첫째, 기술집약형 해외파병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해외파병지의 소요되는 군사적 요

소를 재평가하고 소요되는 장비를 첨단 과학화하여 병력은 축소하고 기술·장비위주의 파병

부대를 준비는 것이다.35 우수장비(지뢰게거 장비, 방호차량, 장갑차, 헬기, 함정, 수송기), 정

보자산, IT기술 등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장비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파병부대 양

성이다.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드론봇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과 연계하여 

파병부대에 적용 가능한 장비는 소요를 제기히고 보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 기술을 보

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으로 필요병력을 노하우 전수차원에서 대체하

는 것이다. 

둘째, 여군과 예비군 병력을 해외파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적정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한 간부와 병사를 모집하여 해외파병 전문 투입군으로 양성하고 유사시 해외파병하는 

것이다. 여군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개발해야 한다. 여군과 예비군을 파병병

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파병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관리할 필

요가 있다. 

해외파병지역은 전쟁 종말점에 있는 비군사적 위협지역이 많고 민사작전이나 안정화작

전을 수행해야하는 지역이다.36 그리고 민간인과 접촉이 많은 지역이다. 평화유지활동 임무

수행을 고려했을때 예비역 활용이 유용한 직위는〈표 2〉와 같이 법률·통역·의료 지원 등 전문

성을 요구하는 역할이다.37 

35　 윤지원,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과제 : 다국적군과 청해부대 임무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21권 2
호, 2020. p.88.

36　박종현(2021). pp.142~143.

37　주영윤, “예비군을 활용한 UN PKO 병력 공여 방안”, 『PKO 저널』제21호, 202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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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역 활용이 유용한 직위

- 주재국 언어 포함한 특수 언어 통역요원
- 국제법 법률서비스 지원 가능한 변호사
- 전쟁스트레스, 총상 등 특수분야 치료인력
- 발전기 관리 등 주요장비 운용 요원 

- 대민지원부서 활동 요원
- 특수계약 등 계약전문가
- 건설장비 조작 요원
- 특수 통신요원
- 지역 정보활동 요원

출처 : 『PKO저널』 제21호, p.73.

평시 현역들이 담당하는 임무와 생소하기도 하고 숙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직업형태로 발전가능하고 정부입장에서 전문화된 병력을 활용할 수 있다. 평시복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군도 현역 간부와 유사한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발전 가능하다.38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의하면 동원예비군을 130만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하고, 지정

연차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39 노무현 정권 때에는 예비군이 300만명이었다. 전투기술

로 숙련도 예비군을 해외파병지에 필요한 기술로 무장한다면 비상근으로 계속 복무하지 않

고 비상근으로 유사시 동원하여 일정기간 해외파병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일자리 창출 측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군이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민사 

및 안정화 작전이기 때문에 전시준비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세계평화유지군 약 9만 5000명 중 여성의 비율은 군부대의 경우 4.7%, 경찰은 

10.8%였다. 여성평화유지군은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증진과 민간인 보호를 돕

고, 여성들이 평화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평화유지구상(A4P) 

8대 분야 중 하나인 ‘여성·평화·안보’에서 평화유지와 구축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이 있다. 이번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도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평화유지활동 세미나도 계

획되어 있다. 앞으로 여성의 평화유지활동이 세계적 추세라면 한국군도 해외파병부대에 여

군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고 양성해야 할 시기이다.      

셋째, 통합 및 연합훈련으로 해외파병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에서는 해외파병을 

위한 훈련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전개 즉시 임무수행 가능한 

훈련을 하고 있다. 해외파병은 군 병력으로만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도 참가한다. 

외교부 요원, 경찰, 관련기관 등이 참가를 하고 필요시 거버넌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제기

38　박종실, “한국 예비군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군사학논총』제76집 제2권, 2020. p.334.

39　김열수, "역대 정권의 군구조 분야 국방개혁", 『신아세아』25권 4호, 2018.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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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내기구, 다국적 기업, 민간단체 등 동참할 수 있는데 보건분야, 재건분야, 구호분야, 교

육분야 등 분야별로 파병규모를 구성할 수 있다. 평상시 부터 통합 및 연합훈련으로 팀웍을 

갖춰어야 UN Peacekeeper로서 유사시 원할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넷째, 예산확보 문제이다. 첨단화된 장비확보, 전문가 교육, 각종 훈련 등을 위해서는 예

산이 필요하다. 군의 장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동조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우리 군은 국민 및 교민의 귀국을 지원하였다. 

2020년 2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여 크루즈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7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 11진과 12진 교대 과정에서 전세기로 아

프리카 교민 60명의 귀국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건설

근로자 293명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최초로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하였다.40 그리고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 갑작스런 미군철수가 진행될때 ‘미라클작전’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하

여 한국 협력자 아프카니스탄인 300여명을 안전하게 수송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속에서 

신속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요소를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Ⅳ. 맺 음 말
 

지난 28년간 한국군은 PKO활동을 통하여 국제평화에 기여라는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주

역으로 핵심역할을 해왔다. UN에서도 우리나라는 PKO에 대한 리딩그룹(공동의장국)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그동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은 재건임무, 인도적 

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분쟁해결과 지역안정의 임무를 다른 파병국에 견주어 손색없이 수

행해 왔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국방 안보환경을 고려하고 UN의 방향에 부합한 PKO 정책

개발과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역량 확충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저출산과 4차 산업혁

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해외파병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국제안보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여러 형태로 증가하고 있음은 현

실이다. 지원요소도 군사적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인도적 지원, 보건지원 등 인간

40　『2020 국방백서』(2020).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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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차원에서 해외파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군은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한반도의 안

보위협과 지정학·지경학적 위치, 비전통적 위협 증가를 고려하여 세계적 안보위협 대응에 걸

맞는 해외파병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에 답해야 한다. 해외파병에 대한 법제화 노력41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진화된 첨단기술을 반영한 장기적인 개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의 핵심인 인간안보차원에서 해외파병정책 

모색도 요구된다. 

국방차원에서 해외파병정책의 실천적 유용성을 증가하기 위해 첫째, 기술집약형 해외파

병 부대를 준비, 둘째, 여성과 예비군을 해외파병 자원으로 활용, 셋째, 통합 및 연합훈련으로 

해외파병활동 시너지효과 창출, 넷째, 합리적 예산 확보이다. 이는 『국방비전 2050』과 연계

함과 동시에 육군에서 추진하는 ‘5대 게임체인지’와 ‘3대 전투체계’를 해외파병부대에도 염두

에 두고 전력화 소요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미래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준비하는 자만이 도전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선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해외파병에도 

창의력과 변혁적인 도전 정신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

41　박국흠(2021).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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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KO

(Peacekeeping oper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for PKO 

in Japan and China

육군 소령 송석준
MAJ. Seokjun Song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8년간 매우 활발

히 활동 중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재정 기여 열 번째, 병력 기여는 서른 

여덟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PKO는 법률적 제도 보완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PKO 활동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한국 PKO의 특징은 평화구축

(Peace-building)의 성격으로 재건지원, 의료지원, 정전감시, 치안 안정 활동, 선거 감시, 

민군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한 한국 PKO는 내부(Internal)의 

강점(Strength)인 비교적 오랜 기간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해왔다는 점과 한국 전쟁 UN 최

대 수혜국에서 현재는 기여국으로 발전한 경제·정치·군사·문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약점(Weakness)으로는 PKO 법과 제도 미흡, UN PKO와 다국적군 PKO 운용 및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상존, 그리고 현재 국방대 예하의 PKO 센터 운용으로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한편 외부(External)의 기회(Opportunity)로 현재 국제사회는 민족·

종교·영토 등 다양하고 복잡해 갈등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평화유

지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

정치·군사·문화적 능력은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PKO에 

적극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위협(Treat)으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미 PKO를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국가 이익의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

리는 아직까지 PKO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과 늘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PKO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PKO는 법률 제

도적 보완을 통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로워졌다. 제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평화 헌

법’에 의한 자위대 구성에서 1992년 PKO 법 제정, 1998·2001년 PKO법 개정을 통해 자

위대 확대 및 UN PKO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또한 2016년 

또다시 PKO 개정을 하면서 현재는 다국적군 PKO 참여도 가능한 상태다. 중국의 PKO는 

재정기여 두 번째, 병력 기여 열 번째로 매우 적극적인 UN PKO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 

병력의 80%이상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은 PKO를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프로젝트(One Belt and One Road)’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PKO 전략은 앞의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을 고려한 ‘약점-위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PKO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끔 해야한다. 

그래서 PKO 법 제도 보완과 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 PKO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익 전

략적 차원의 발전이 요망된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PKO 사례는 한국 PKO 발전에 유의

미하다.

요  약



Korea's PKO has been very active for about 28 years since the UN PKO(Peacekeeping 
Operation) in Somalia in 1993. According to UN, as of 2021, it is the tenth fiscal 
contribution and the 38th military contribution. Nevertheless, it is required for 
Korea's PKO are peace-building, and it is has been carrying out missions such as 
reconstruction support, medical support, security stabilization activities, election 
monitoring, and civil and military operation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Korea's 
PKO has been carrying out its mission successfully for a relatively long time, which 
is an internal strength. As the largest beneficiary of the UN in the Korean War, Korea 
currently has economic, political, military, and cultural capabilities that have developed 
into a contributing country. However, weak points are the lack of PKO laws and 
systems, and inefficiency due to the dualization od UN PKO and MFO(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there is currently a limit to the scope 
of work due to the operation of the PKO center under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eanwhile, due to external opportun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increasing the need for conflict due to various complexities such as ethnicity, religion, 
and territories. Amid these confl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PKO 
is also increasing. Among these, Korea's economic, political, military, cultural, and 
technical capabilities are recognized by the world, demanding that Korea actively 
participate in PK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as a thre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ready actively using PKO as a mean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d they are using it as a dimension of national interest. 
We are still somewhat lacking interest in PKO. In addition, the security environment, 
which has always confronted North Korea, may lead to indifference to PKO. Japan's 
PKO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y and became fre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Ⅱ, only the formation of the 
SDF(Self-defense Force) under the Peace Constitution was possible. However, the 
PKO Act was enacted in 1992 ad the PKO Act was revised again in 2016, it is currently 
possible to participate in the MFO. China's PKO is participating in the second fiscal 
contribution and the tenth military contribution. More than 80% of the participating 
troops are active in the African continent, which is rich in energy resources. China is 
using PKO as part of its national grand strategy, 'One Belt and One Road'. The Korea's 
PKO strategy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by combining the above 
four elements. Among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overcome the 'weakness-threat 
strategy' that considers (internal) weaknesses and (external) threats. Through active 
promo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ublic should be aware of the interest and 
necessity of PKO.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nsure of Korea's PKO. If Korea's PKO 
overcomes these weaknesses and threats and utilizes internal strengths and external 
opportunities in Korea, it will ne able to become a leading PKO countr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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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keeping oper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trategies for PKO in Japan and China

육군 소령 송석준1

MAJ. Seokjun Song

Ⅰ. 서 론

냉전 종식 이후, 전쟁은 국가 간의 적대 관계보다는 인종, 종교,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인

한 갈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분쟁의 형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에 대한 수

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한국은 1991년 UN 가입 이후, 1993년 소말리아 UN 평화유지활동(UNOSOM)을 

처음으로 현재까지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엔에 대한 

재정 분담금 기여는 열 번째, 평화 유지 병력 기여는 서른 다섯 번째로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UN의 수혜국로서 현재는 평화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있음

은 매우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PKO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1　 필자는 멕시코 지휘참모대학(전략학 석사과정, 2019∼2020년)에서 졸업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현
재 육군훈련소에서 근무중이다.  



056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첫째, 한국군 파병 관련 법률적 제도 보완이다.2 이는 유엔 PKO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에 의한 활동까지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파병 요구 시 정비된 제도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상황을 분명히 판단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택하고 있는 전략은 유엔 PKO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

유지활동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3 

둘째, PKO 전략은 국가 전략에 기여되어야 한다.4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PKO 전략은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물론 지나친 이익을 앞세운 활

동은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을 고려한 한국

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절충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PKO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유엔 PKO의 기여는 매우 높은 편이

다. 처음부터 이 두 나라가 유엔 PKO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변화를 가져온 과정은 한국 PKO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따라서 현재 중

국과 일본의 PKO 전략의 강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표 1> 한국, 일본과 중국의 유엔 PKO 재정·인적 기여5

구 분 재정적 기여(비율 / 순위) 인적 기여(명 / 순위)

한 국 2.26% / 10위 543명 / 38위

일 본 8.56% / 3위 4명 / 104위

중 국 15.21% / 2위 2,248명 / 10위

2　 김영우 의원, 송영근 의원 주재 세미나, 한국의 해외파병활동 성과 그리고 미래, 2012. 11. 1., 제 8회 PKO 발전 세미나, 
대한민국 국제평화유지활동 20년 발자취, 2012. 11. 6., 해외 파병 조건 명시한 해외파병법 발의, 2016. 8. 25. 등에서 한
국군 파병 관련 법률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 강조하였다.

3　 유엔 PKO 임무에 파견되는 병력은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 PKF), 다국적군들은 국제평화유지군(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두 경우 모두 접수국의 동의 및 안보리 승인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하고 유엔 
PKO는 유엔, 그리고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활동은 안보리가 지정한 주도국가가 비용을 지불한다. 이신화,「한국 국제평화활
동의 양분화 고찰」, 아세아연구 56(2), 2013., p. 189. 

4　 송영근 의원 주재 세미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축사, 2012. 11. 1.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외파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군
사적 자원차원을 넘어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우리도 인도주의적 활동과 더불어 
현지개발, 에너지자원협력 등 국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5　 How we are funded, https://peacekeeping.un.org/en/how-we-are-funde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s-and-police-contributors. 내용을 바탕
으로 필자가 정리했다. (검색일: 2021년 11월 1일) 



057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 연구: 
일본과 중국의 평화유지활동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해 온 한국 PKO는 중국과 일

본의 PKO 전략을 참고한 가운데 어떤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간의 한국의 PKO 연구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한국 PKO의 활동과 성격을 분석한

다. 이후 한국 PKO 전략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할 것이다. 보완이 요구되는 제도적 미흡 부

분은 일본 PKO 전략의 강점, 그리고 또 다른 미흡 부분인 PKO를 국가 전략으로서의 활용은 

중국 PKO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앞의 일본과 중국의 사

례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 PKO의 전략 수립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Ⅱ. 선행 연구 / 분석 방법

1. 선행 연구   

한국 PKO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6 약 28년 간의 PKO 활동 역

사에 따른 성과와 더불어 많은 발전 소요들이 도출되어왔다. 학자들은 물론이고, 실제로 PKO

를 경험한 현역자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일리가 있다.

반면 필자가 선행 연구들의 아쉬운 점은 소수 일부의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 자

체 PKO 전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 국가와의 사례와 비교 분석 사례는 많지 

않았다. 사실 전략이라는 개념은 한정된 자원과 능력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한국의 상황만을 다뤄서는 효율적인 전략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대상을 상대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6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 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PKO 활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요국 PKO 참여 동향과 특성 사례(미국 등 5개 국가)는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외 연구로 양철호,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 파병 사
례분석을 중심으로」,2015. 한국군의 파병활동의 성공요인을 METT+TC의 분석틀을 통해 한국 PKO를 명확하게 분석하려
고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조용만, 「유엔 PKO 활동 분석과 한국 KO의 전략적 실용화 방향」,2010. 한국 PKO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차후 PKO 파견을 위한 실용적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점으로 다뤘다. 특히 파병부대
의 편성 규모, 교육 및 훈련 내용 등의 정립을 통해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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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PKO 자체 내부(Internal) 강점(Strengths)과 약점

(Weaknesses)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고,  동시에 한국 PKO 외부(External)인 국제 상황, 주

변 국가 등의 측면에 있어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분석된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기존 한국 PKO 전략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SWOT 분석에 의한 전략수립은 다음의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강점-기회 전략

(SO)」으로 기회를 활요하기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둘째, 「강점-위협 전략(ST)」으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셋째, 「약점-기회 전략(WO)」으로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약점-위협 전략(WT)」으로 위협을 회

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Ⅲ. 한국 PKO 분석 및 평가

한국의 PKO는 약 28년의 기간 동안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물론 현재도 국제사회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이 수행해 온 평화유지활동으로는 재건지원, 의료지원, 정전감시, 

치안 안정 활동, 선거 감시, 민군 작전 등 평화구축(Peace-building)7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SWOT 분석에 의한 한국 PKO의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은 다음 <표 2>와 같다.

7　 평화구축(Post conflict peace-building)은 평화를 강화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과거에 교전당사자간 신뢰
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 활동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지속 유지되는 평화를 위
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개발하여 교전 당사자 간 신뢰구축을 위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
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n Agenda for Peace, 6. Post-conflict 
peace-building, 56. UN, 19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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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PKO SWOT분석8

내 부 외 부

강 점(S) 기 회(O)

1.  약 30년간 PKO 활동 간 성공적인 임무수행 현지  
안정화 및 평화정착 기여 

2.  한국 전쟁 UN 최대 수혜국, 현재 기여국으로 발전  
한국의 경제·정치·군사·문화적 능력 보유

3.  적극적인 PKO 활동 UN 재정분담금 기여 10위,  
인력 기여 35위로 중견 지원 국가

1.  민족·종교·영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제 4세대 전쟁의  
유형으로 갈등 소요 증대

2.  군사·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평화유지활동 
요구하는 국제사회 요구 증대 

3.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능력  
향상, 한국의 PKO에 대한 요구 증가 

약 점(W) 위 협(T)

1. PKO 법 및 제도 미흡(다국적군 미포함), 활동제약 
2.  UN PKO와 다국적군 PKO 운용 및 관리 이원업무  

비효율성 
3.  PKO 센터(국방대학교 예하) 운용으로 인한 업무  

범위 제한 

1.  세계 많은 국가 PKO를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수단  
적극 활용 국익전략적 차원발전 

2.  국민 PKO 활동 관심 부족, PKO 법적 제도 필요성  
무관심으로 이어짐 

3.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 한미동맹  
우선 과제 

내부적인 요소로서 강점(Strength)으로는 1993년 소말리아 임무부터 현재까지 약 28년

간 성공적인 PKO 활동을 통해 현지 안정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한 수준 높은 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전쟁 당시 UN의 최대 수혜국에서 급성장하여 현재는 

세계에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성장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경제, 기술, 문

화적 능력은 상당한 수준을 보유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UN 재정분담금 기여는 10위, 인력 기

여는 38위로 중견 지원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약점(Weakness)은 앞서 보았듯이, 유엔 PKO를 뒷받침하는 법률은 있는 반면, 아직까

지 다국적군 PKO활동에 대해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9 이런 연유

로 국제사회에서 요청 시 꽤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유엔 PKO와 다국

적군 PKO를 관장하는 업무 부서는 나눠어져 있어 PKO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오게된

다.10 마지막으로 PKO센터는 PKO활동 요원 및 교관 양성 등의 역할을 제외한 폭 넓은 PKO

8　필자가 종합 및 정리하였다. 

9　이신화,「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아세아연구 56(2), 2013., p. 217.

10　이신화, 앞의 논문,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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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업무는 제한된다.11 

외부적인 요소로서 기회(Opportunity)는 냉전의 종식 이후, 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민족, 종교, 영토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의 원인을 가지는 제 4세대 전쟁(분쟁)의 유형으로 

갈등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진 전쟁(분쟁)의 환경으로 인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평화유지활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측면에 걸친 급

속한 발전은 세계 속 한국에 대한 PKO 참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위협(Threat)으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들은 PKO를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12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익 전략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반

해 한국 PKO는 적응력이 다소 부족하고, 현재 PKO 임무는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평화구축

(Peace-building)’에만 편중되어 있다. 또한 PKO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예

를 들면 ‘굳이 우리나라 안보 문제상 우리의 상황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타 국가에 가서 평화유

지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점은 PKO 법적 제도 개정 및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또한 한국은 한

국 전쟁 이후 휴전된 상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한국 PKO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약점(W)과 위협(T)의 주요한 사항은 PKO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과 PKO를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의 활용 부족이다. 현재의 

파병 법적 근거인 헌법 제 5조와 제 60조 2항의 내용은 국제사회에서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국가 전략을 고려한 적극적인 PKO 활동을 통해 군사적인 차

원을 넘어 직접 및 간접적인 국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 

11　 김문화장군(전 UN 인·파 정전감시단장), 제 8회 PKO 발전 세미나,  2012. 11. 6.에서는 ‘국가급 PKO 센터를 통해 합참 
예하부대의 형태로 확장되어 인원선발, 교육훈련, 파병활동 통제, 복귀 후 사후조치까지 망라하여 주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공공외교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나라의 역사, 전통, 문호,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아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소
프트파워(Soft Power)는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
는 것을 획득하게 하는 힘을 나타낸다.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
색일: 2021년 11월 1일)

13　 이신화(고려대 교수), 송영근 의원 주재 세미나, 2012. 11. 1에서는 ‘국제 사회의 참여요구가 증가하고 우리사회가 이에 
응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이해부족 및 반대가 유엔 PKO-비유엔 PKO 임무수행 
위한 시기적절한 파병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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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 PKO 전략 

2015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일본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적극적 평

화주의를 추구하고,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

할을 확대하겠다’ 라고 하였다. 2020년 기준 일본은 UN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있어 미국

(27.89%), 중국(15.21%)에 이어 8.56%를 차지하는 세 번째 국가다. 

또한 2019년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법률 제정(2016년)14’을 기반으로 최초로 UN 

군 통제가 아닌 MFO(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에 의한 자위대(SDF : Self-

Defense Forces)의 장교 2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15

일본 PKO 전략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PKO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다양하고 포괄적

인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활동 보장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군대를 해산하였고, 1947년 제정된 헌법 제 9조로 소위,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전쟁포

기 및 전력보유금지를 공표하였다. 또한 이에 의거 군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었다. 일

본 평화헌법 제 9조는 전쟁포기 및 교전권 부인에 대하여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

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6 

일본 정부의 자위대(SDF) 해외파병에 대한 입장이 크게 변화된 것은 1990년 걸프전 때

부터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UN의 평화유지활동 요구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후 

1992년 6월 15일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PKO법)17’으로 국회

에 통과되었고, 근간이 되는 내용은 정전 후에 자위를 통한 평화유지 참여 및 후방지원이 주

요 내용이다. 

14　 The government of Japan, Japan's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Appendix) Matrix of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 2016. 3.

15　 Kyodo, Jiji, Japan approves plan to send SDF officers to Sinai, on first non-U.N. peacekeeping mission, 
https: //www. japantimes.co.jp/news/2019/04/02/national/japan-approves-plan-send-sdf-officers-
sinai-first-non-u-n-peacekeeping-mission/#.XnZKVUBFw7M(검색일: 2021년 11월 1일)

16　국방부 연구 용역 보고서,「해외파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국방부, 한국 법제 연구원, 2013. 6., p. 50.

17　남창희,「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9집 2호, 2009. 9., p.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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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PKO 법에 대한 개정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에 추가로 요원 및 부대

의 파견에 의한 인적 협력 외에 물적 측면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물자협력’ 제도도 정하

고 있다.18 

한편, 2001년 12월에는 이른바 첫째, PKF 본체 업무의 동결해제 둘째, 무기 사용에 의한 

방위대상의 확대 셋째, 자위대법 제 95조의 적용제외 해제에 관한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일본

의 ‘국제공헌’은 비군사적인 PKO 활동에서 군사적인 PKF 활동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19  

최근 2016년 3월에는 기존 UN PKO 활동뿐만아니라 다국적군 PKO 활동까지 넓힐 수 

있도록 PKO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로인해 현재 미군과 그 동맹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인 

MFO 활동에 일본 육상자위대 요원이 파견되어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최초 최소한의 병력으로 ‘자위’를 강조하던 방위개념인 1단계에서 이

후 자위대(SDF)가 UN PKO 참여 및 참여 확대가능한 2단계로 확장되었다. 이후 3단계로 자

위대(SDF)가 다국적군(MFO) 주도의 PKO 참여까지 임무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처

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라는 이미지와 현재 자위대(SDF)가 다국적군 PKO 참여

까지도 가능하게 된 사실에 대해 주변 일부 국가들의 일본 군사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개정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합법화하여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보

다 넓어지고 자유로워졌다.

<표 3> 일본 PKO법 개정 과정20

18　정미애,「일본의 NGO에 의한 선거지원활동: PKO와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p. 7.

19　정미애, 앞의 논문, p. 7.

20　필자가 정리하고 작성하였다. 



063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 연구: 
일본과 중국의 평화유지활동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Ⅴ. 중국 PKO 전략 

2015년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향후 8천 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구비하고, 향

후 10년 동안 유엔 발전기금으로 미화 10억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엔 PKO 매커니즘을 

발전시키는데 동참한다고 밝힘으로써 중국은 유엔 PKO참여에 더욱더 활발히 할 것이다.21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유엔 PKO를 통해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만

드는 동시에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엔 PKO를 통한 

중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 책임대국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22 중국은 인력기여

면에있어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되하면서 2021년 11월 1일 기준 2,248명으로 세계에

서 열 번째로 기여하고 있다.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단연 첫 번째이고, 재정적 기여로는 미국

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즉 소프트파워의 확대를 통해 중국이 국제 및 지역 평화에 기여하

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분쟁국가 및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23 

둘째, 시진핑 주석의 언급에서 보았듯이 현재 중국은 대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국가 대전략을 보면, ‘두 개의 백년’ 국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의 창당이 100년 되는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 건국 100년 되는 2049년 ‘중등선진 

국가 진입24’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PKO는 현실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의 유엔 PKO 활동 지역의 80% 이상이 아프리카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

고 있다. 장차 중국의 대국 도약에 있어 더욱더 중요해질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

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다.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무역이 급증하고 아프리카 국가의 원

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수입하고 있는 사실 또한 그러하다. 

21　 Marc Lanteigne, "The Role of UN Peacekeeping in China's expanding Strategic Interests",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8. 9., p. 430. 

22　 China Power Team, "Is China contributing to the United Nation's mission?", China Power, 2016. 7, https://
chinapower.csis.org/china-un-mission/ (검색일: 2021년 11월 1일)

23　이동률,「중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참여 확대의 목적과 제약」, 정책연구, 2014., p. 129.  

24　라미경,「비군사적 위협 증가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대응태세 변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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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이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등 2개의 실

크로드 프로젝트로 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양대축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주변 해역

을  모두 아우르고 동아시아 유럽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5 이것은 중국이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아프

리카는 현재 중국 유엔 PKO가 활동하는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곳 일대인 지부

티에는 중국의 군사 기지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는 신흥시장 확보 및 과잉산업 문제 해소, 자원과 에너

지 확보,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해소,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가 있다.26 이 중에 중국 

유엔 PKO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활동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 되는 

것 중 하나인 ‘자원과 에너지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

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와 

자원을 들여오고, 실크로드 경제밸트를 통해 중앙아시아로부터 풍부한 지하자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게된다. 현재 중국 원유 수입의 80%이상은 미 해군력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거

쳐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27 따라서 중국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

과 남중국해 해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중국 - 중앙아시아 가스관이 완공되면서 중국의 많은 

양의 가스 수입이 중앙아시아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동아프리카의 전략 요충지인 지부티에서 2017년 7월, 중국의 첫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지부티는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과 접해 중요

한 해상 무역통로이고,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부티는 중국의 유엔 

PKO가 활동하는 남수단(주바)으로부터 약 3,000km(소요시간 : 약 50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중국은 이미 그 일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부티는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의 선상인 아프리카의 나이로비(케냐)와도 약 2,300km으로 약 32시간 밖에 소요되

25　이봉걸,「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5. 5. p. 1. 

26　이봉걸, 앞의 논문, pp. 6∼7. 

27　 백주현, 조원빈,「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전략 변화: 1993∼2015」, 국제지역연구 제 20권 제 5호, 2017. 1., p. 133. 중국 국
방백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해외이익이 중국 국가이익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해외 에
너지 자원, 해상통로 및 해외 교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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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거리다.  

중국은 국가의 대전략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엔 PKO를 활용 중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화유지활동과 중국의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냉전시기 

유엔 PKO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중국이 개방정책과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론을 주장하면서 적극적 재정적인 부분과 인적 부분에 기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

한 바탕에는 중국의 ‘프로젝트’ 라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 번영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로서 중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다.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28

한편에서는 평화유지활동 보다 실리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비판적인 의견2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에는 엄청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 곳에 많은 

투자는 물론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8　출처: 연합뉴스 이미지사진 인용, https://images.app.goo.gl/YVPu9YK7oeNQQSFu48, (검색일: 2021년 11월 1일)

29　이동률, 앞의 논문,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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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유엔 PKO 아프리카 지역 내 활동30

Ⅵ. 한국 PKO 전략 구상

SWOT분석을 통한 한국 PKO의 전략은 총 7가지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첫째, 「강점-기회 전략(SO)」-1이다. 한국 전쟁으로 이후 경제를 비롯 각종분야의 국가 

발전을 이룩한 롤모델 제시로 동기부여와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그간의 노하우

(Know-how)를 바탕으로 수혜국가에 세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기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S1, S2, O2).

둘째, 「강점-기회 전략(SO)」-2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제 4세대 전쟁양상 갈등 속 지속

되는 한국 PKO에 요구는 재정분담과 인력 기여에 대한 비율을 더욱 높여 중견 지원국에서 

선도 지원국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S3, O1, O3). 

셋째, 「강점-위협 전략(ST)」-1이다. ‘평화구축’임무 만으로 PKO 활동 통한 전략적 국익 

창출 제한된다. 험한 분쟁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합헌적 요구가 있기에 임무의 범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특수한 안보사항에 대한 동시준비도 가능하다(S1, T1, T3).

넷째, 「강점-위협 전략(ST)」-2이다. 한국 PKO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PKO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S3, T2). 

다섯째, 「약점-기회 전략(WO)」-1이다. 다국적군 PKO을 포함하는 포괄적 PKO 법 및 제

30　유엔 통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067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 연구: 
일본과 중국의 평화유지활동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도를 보완하여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환경 적극 참여하고, 요구에 대

한 반응속도를 높여 PKO 활용 효율 극대화 한다(W1, O1, O2, O3).

여섯째, 「약점-기회 전략(WO)」-2이다. UN PKO와 다국적군 PKO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또한 PKO 센터 또한 현재 국방대 소속에서 국가급 조직 예하로 조

정하여 계획, 운용, 평가 등 모든 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하여 한국 PKO 요구에 조기에 판단

하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한다(W2, W3, O3). 

일곱째, 「약점-위협 전략(WT)」-1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PKO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끔 하여, PKO 법 제도 보완, 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 PKO 활동 자유 보장 및 국익 전략적 차원 발전(W1, W2, W3, T1, T2, T3) 

<표 4> 한국 PKO 가능 전략 구상31

구 분 내 용

1. 강점-기회 전략(SO) - 1
·  한국 전쟁 겪었음에도 불구 경제 비롯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롤모델 제시 가
능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노하우 바탕 수혜국가에 세부적 제공가능 이를 통해 
조기 평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음

2. 강점-기회 전략(SO) - 2
·  복잡·다양해진 제 4세대 전쟁 양상 및 갈등 속 지속되는 한국 PKO 요구는 재정
분담과 인력기여 비율을 높여 중견 지원국에서 선도 지원국으로 발전 도모 노력

3. 강점-위협 전략(ST) - 1
·  ‘평화구축성격’의 PKO만으로는 전략적 국익창출 제한, 험한 분쟁 지역에서 국
제 사회의 합헌적 요구에 적극 수용 자세 견지 

4. 강점-위협 전략(ST) - 2
·  한국 PKO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 통한 보다 국민 PKO 활동 필요성 
인식 및 관심 유도

5. 약점-기회 전략(WO) - 1
·  다국적군 PKO를 포함하는 포괄적 PKO 법 및 제도를 보완 국제사회에서 요구
하는 복잡·다양한 분쟁 환경 적극 동참, 요구 대한 반응속도 높여 효율 극대화

6. 약점-기회 전략(WO) - 2
·  UN PKO와 다국적군 PKO 동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개편)하고, PKO센
터 또한 국가급 조직 예하로 조정, 계획·운용·평가 등 모든 체계일원화 PKO요
구에 조기판단 및 지원가능한 시스템 구축

7. 약점-위협 전략(WT) - 1
·  한국 정부 적극적 홍보 통한 국민들의 PKO활동 관심 필요성 인식하도록 노력, 
나아가 PKO법·제도 보완, 조직 개편 통해 한국 PKO 활동 자유 보장 및 국익 전
략적 차원 발전 모색 

31　7가지 전략에 대해 필자가 정리했다.  



068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Ⅶ. 결론 및 제언

전략 구상 결과, 작성자는 내부의 약점 (법률적 제도 보완)과 외부의 위협 (PKO전략 국가 

이익 창출 (국가 전략) 직접적 기여·공헌) 요소를 극복하는 전략인 ‘「약점-위협 전략(WT)」-1’

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 PKO의 내부 약점인 법 및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일본 PKO는 여러 번의 PKO법 개

정을 통해 유엔 PKO의 활동 범위를 넓힘은 물론 자위대가 다국적군에도 파견될 수 있는 법

률울 제정했다. 한편, 외부 위협요소로서, 한국 PKO의 국익 차원으로의 전략적 활용측면에 

있어 평화 구축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PKO는 국가 대전략의 한 맥락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인도적 평화 구축 임무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험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중국 PKO 전략은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를 통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점-위협 전략(WT)」-1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PKO 활동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홍보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32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참여율과 관심도가 높은 특성상 

국민의 충분한 지지와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PKO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의 경우와도 다소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PKO의 활동에 관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그것은 PKO가 세계 평화에 있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될 것이

다. 또한 현재의 활동은 물론 과거의 성공적인 활동과 기여,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대중의 눈높이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한국 PKO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어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PKO 활동을 이룬다면, 이는 PKO 법과 제도의 개정(유엔 및 다

국적군 모두 포함)으로 인한 임무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한국 PKO 활동의 영역을 넓혀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앞서 보았듯이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32　 박순향,「한국군 평화유지활동 20년 평가와 전략적 대응」,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3. 10. 22.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이해 및 파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으로 MNF 파병의 경우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
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대국민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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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국이 세계 국가로서 국익을 위한 PKO 활용 방안에 대한 긍

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의 대전략이 목적이라면 PKO의 전략적 활용은 목적에 

대한 올바른 수단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정치적 상황이 한국과 동일

하지 않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한국 PKO 전략적 활용

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 PKO 중견 지원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기술력, 문화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

는 사항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겠다. 물론 한국이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분쟁 관리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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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TPP) 

for U.N. Peace Keeping Operation

국방대학교 교수 박상중
Professor Sangjung Park



국제사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압박으로 인적자원을 포함
한 포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
회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풍부한 인적자원 공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
도 PKO 활동에서 삼각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선진 기술과 재정 자원을 제
공하고 후진국은 풍부한 인력을 제공할 경우, 각자의 잇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우선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맞춤형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모델은 최초에는 유엔과 지원회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가 점진적으로 병력공여국, 주재국 등 지역 기구가 스스로 주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
은 협업을 통해, 유엔과 지원회원국은 새로운 임무지역의 전환이 용이하고, 주재국은 자립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limitations in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human resources due 
to the realistic pressure of economic difficulties. Meanwhile, developing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abundant human resource support to 
overcome economic limitations and share responsibiliti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ly, the United Nations (UN) is also promoting the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 (TPP) in PKO activities. Developed countries provide 
advanced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and undeveloped countries 
provide abundant human resource. As a result, suppor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activated through their own strengths. In this research, a 
tailored K-Quarantine TPP model is specifically presented with the Hanbit Unit 
in South Sudan as the parent company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by prioritizing feasibility. The tailored TTP model is initially led by the UN and 
Supporting Member States (SMS) and gradually by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TCCs) and host nation. Through this 
cooperation, the UN and SMS can quickly and easily swift to a new mission 
field and the host nation can also strengthen its self-reliance capabilities.

ABSTRACT

요  약



073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1

Development of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TPP) 
for U.N. Peace Keeping Operation

국방대학교 교수 박상중
Professor Sangjung Park

Ⅰ. 들어가면서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 인구절벽의 위기,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지구촌화

(Globalization) 등으로 국제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안보적 이익 등으로 

국가 간의 남남갈등 및 남북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2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제원의 현실적 압박

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도 국제사회에 대한 공여가 제한되고 있다. 반면에 후진국은 경제적 

한계를 만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풍부한 인력자원의 공여를 통해 국

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진국에서 첨단기술과 재원을 제공하

고 후진국에서 풍부한 인력을 제공할 경우 각자의 이점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삼각 파트너십(Triangular Partnership)3이 시작되었

1　이 논문은 2021년 유엔 PKO 장관회의 공약과제에 대한 국방부 연구과제를 최신화하였다.

2　 남남갈등 및 남북갈등은 선진국(North State)와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South State) 상호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UN 등 국제사회에서 협업 거버넌스를 통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3　 삼각 파트너십과 관련한 용어는 Triangular Cooperation(TC), Triangular Partnership Initiative (TPI),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TPP) 등이 진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UN 공식용어인 TPP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
행연구 내용을 인용할 때는 TC, TPI 등 원문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였다.



074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다. UN에서도 삼각 파트너십의 잇점을 받아들여 UN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삼각 파트너십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엔 PKO 활동에 삼각 파트너십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삼각 파트너십이 적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국군은 그동안 파병지역

에서 KOICA, 정부 기관 내지는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민사작전을 통해 삼각 파트너십을 모범

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삼각 파트너십은 UN 조직과의 연계성 없이 시행되어 국가

위상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물론 주둔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민사작전을 통한 삼각 

파트너십이 실리적으로 더 유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거버

넌스(Governance)에 따라 UN을 통한 공식적인 삼각 파트너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초반부터 중국의 우환에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COrona VIrus 

Disease) 팬데믹(Pandemic) 사태는 국제사회를 고립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 11월 12일 현재 확진자

는 2.5억 명을 초과하고 있고 사망자도 약 5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총 확진자 

수 390,719명, 사망자 3,051명으로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

적인 국가에 해당된다.4 다행히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승인되어 백신 접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차원에서 예방과 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한 정부

의 정무적인 결정에 따라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방역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확진자 및 사망자 최소 발생 등 큰 성

과를 거두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의 K-방역에 대한 호평과 함께 Know-how 전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은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상황에서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구상(A4P, Action for Peacekeeping)의 일

환으로 삼각 파트너십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국제협력을 위한 재원의 한계,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삼각 파트너십은 유엔의 

A4P를 위한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K-방역체계와 세

계보건기구 등 UNCT(U.N. Country Team), 남수단 한빛부대, 아프리카연합(AU, Africa 

4　http://covid19.who.int/table (검색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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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한다. K-방역을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추진하기 위해 K-방역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을 소개하고, 지역협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남수단 및 아프리카연합의 활

동을 살펴본 다음, 남수단 UNCT와 연계하여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우

수한 기술과 장비를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첨단 방역기술과 진단장

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Ⅱ. UN 삼각 파트너십(Triangular Partnership) 발전

1. 삼각 파트너십의 태동

유엔의 삼각 파트너십(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은 평화유지활동 준비와 

임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 UN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되었

다.5 과거에도 평화유지활동 간에 임무의 효율성을 위해 병력 또는 재정 공여국과 주둔국 사

이에 삼각 파트너십이 시행되었으나, 유엔 주도의 활동은 없었다.

삼각 파트너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 병력공여국(TCC, Troop Contributing 

Country)과 재정 또는 현물을 공여하는 지원회원국(SMS, Supporting Member States)으로 이

루어진다.

<그림 1> 유엔의 삼각 파트너십 모델

5　Triangular Partnership Fact Sheet, 2020.9.2.(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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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삼각 파트너십 시행을 위해 유엔은 먼저 위임명령(Mandate)의 준비와 임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력공여국 평화유지요원의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POOL을 확보하

고, 건설, 의료 정보통신 등 최신장비를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관리하거

나 통제한다. 병력공여국(TCC)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위임명령에 필요한 건설, 의료 정보통

신 등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한다. 2020년 10월 30일 현재 유엔 임무별 병력 공여 현황

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유엔 임무별 병력 공여 현황

지원회원국(SMS)은 전문가, 강사, 훈련시설, 예산, 서비스 등 병력공여국의 임무 준비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재원 제공을 통하여 병력공역국 또는 주둔국, 지역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

화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TPP의 시너지효과(Cross-cutting Benefits)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 의료, 정보통신 

등 첨단장비에 대한 교육 및 장비의 표준화이다. 둘째, 시설, 기지, 기반시설 등을 사전협조하

여 복합적인 임무지역으로의 전개지원이 용이하다. 셋째, 삼각 파트너십개념을 유엔 평화유

지활동의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인, 경찰, 의료진 등 제복을 입은 평화

유지요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UN 표준운용요구를 적용함으로써 임무수행의 효율성 및 역

량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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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 파트너십의 추진

삼각 파트너십(TTP)은 2018년 3월 28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의 평화유지활

동구상(A4P)에서 제시한 8개 활동 분야6 중의 하나다. A4P는 구테레스 사무총장 취임 이후 

추진한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다. A4P는 유엔

의 여러 임무단의 전략적 평가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영역의 개선, 방대한 행정조직 및 관행

의 혁신, 개발 시스템의 개혁 등에 주안을 두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문제는 유엔 사무

국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병력 및 예산 공여국, 주둔

국(Host Nation), 지역기구 등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Shakeholders)의 

공동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과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7 

A4P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 유엔

과 관련된 국제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지역기구는 해당 지

역에서 다수의 평화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AU는 A4P 시행에 필요한 자

체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과 절차,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평화유지할동을 위한 위임명

령(Mandate)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U가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안보리에

서 승인되고 유엔헌장 8장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 융통성도 강화

되고 있다. 또한 AU는 주둔국 정부와의 안보리 위임명령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면서 지속가

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4P는 삼각 파트너십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

을 통해 준비와 훈련이 되고 최신 장비를 갖춘 평화유지요원의 파병을 요망한다.8 그동안 유

엔은 회원국 간의 TTP 협업(Collaboration)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38명의 공병과 29명의 

의료진, 5,174명의 통신요원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MINUSCA, MONUSCO, MINUSMA, 

UNMISS, UNIFIL, AIMISON 등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TPP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메타버스(Metabus) 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고로 한

6　 A4P 8개 활동 분야: ① Politics(정치), ② Women, Peace and Security(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③ Protection(방
호), ④ Safety and Security(안전과 치안), ⑤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활동과 신뢰성), ⑥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평화구축 및 평화유지), ⑦ Partnership(파트너십), ⑧ Conduct of Peacekeepers and 
Peacekeeping Operations(평화유지요원의 행동 및 평화유지활동)

7　 박순향, 평화유지구상 계획(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 기회인가? 도전인가?, PKO 저널, 19호, 2019.12., 국
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p.28-36 

8　A4P Key achivements on Performance, DPO, Information Management Unit, DPPA, 5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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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및 AU와 협력하

여 전천후 지뢰방호차량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A4P가 강조하고 있는 평화유

지요원의 안전과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AU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생소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유지요원들의 개인 방호 능력

과 기동성 향상은 위임명령 이행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AU와 병력공여국들의 파트너십

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A4P의 8개 분야 45개의 공약 중에서 7번째 분야가 파트너십 구축이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UN 사무처의 7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9 ① 합동현장방문을 통한 UN-AU간의 정

치적 협력을 강화하고, ② 병력공여국(TCCs)를 통한 인권 준수(존중, 강화) 프레임워크에서

의 훈련 등을 통한 UN-AU간 AU 평화지원작전의 역량개발 진행한다. ③ UN-AU 지식·전문

성 교환프로그램(KEEP)과 AU의 고위급 행정·자원 훈련(SMART) 참여하고, ④ 삼각 파트너

십 엔지니어교육의 아시아 및 불어권 국가로의 확대 및 아프리카에서의 삼각 의료 훈련을 시

행한다. ⑤ 장비 및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해 병력공여국(TCC)·지원공여국(PCC),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 확대하고, ⑥ 지역기구와의 추가 운영지원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 ⑦ AU-UN-

세계은행의 군축해제 및 재통합 (DDR) 역량구축 프로그램의 시행한다. 이를 위한 현지 임무

단의 임무 우선순위는 국가 정치과정 및 안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

고, 평화유지활동 및 AFPs 임무 수행 중인 UN 주둔지 간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지역의 정전 감시활동 위주의 전통적 PKO에서 인종, 종교, 자

원과 관련된 국내 분쟁과 코로나19 팬터믹과 같은 인간안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화유지활동의 환경 변화에 따라 2000년도 이후에 창설된 대부분의 유엔 PKO 

임무단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구축(Peace Building) 과제를 포함하는 ‘다차원

(Multi-Dimensional) 임무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9　A4P Implementation Handout,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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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 다차원 임무단의 주요 임무

다차원 임무단은 복잡하고 위험을 동반한 복합적 위임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제한된 가용

자원으로 열악하고 고립된 작전환경에서 행위자 간 상호 의존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파병부대의 기동성과 안정된 보급

체계, 내구성 있는 장비와 더욱 높은 지속력(Self-sustainability)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 병력 위주의 전통적 PKO와는 달리 다차원 임무단은 민·군·경 합동으로 편성되어 각

자의 전문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차원 임무단 구성원들의 상호 통합된 노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다차원 임무단에 추가하여 UNCT(United States Country 

Team)로 불리는 UNDP, WHO, UNICEF, FAO, WFP와 함께 ICRC, INGO, NGO 등 다양

한 행위자들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도 성공적 임무달성에는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기구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아프리카연합을 통한 삼각 파트너십 구축이 유엔 임무단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 삼각 파트너십의 주요성과

A4P 시행을 위해 삼각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정치적 노력을 위한 UN/AU(United 

Nations / African Union) 협력, AU의 평화활동 역량 강화, 장기 차원의 병력공여국의 역

량 구축, EU 파트너십 등 4가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삼각 파트너십

(TPP)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20년 초기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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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다. 

TPP 주요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분야는 건설, 현지 의료지원, 정

보통신이다. 이 중에서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교육과정도 사업관리, 강사양성, 조사 

및 설계, 정비 및 복구 등 주둔국의 소요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교육에 사용되는 언

어는 최초에는 영어를 사용하다가 불어가 추가되었다. TTP가 적용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신속한 임무지역 전개, 임

무수행의 융통성, 현지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임무 맞춤형 표준 C4ISR 

기술의 숙달 등이다. 훈련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건설중장비(HEE, Heavy Engineering 

Equipment), 의료장비, 정보통신 장비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비접촉(Untact)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유엔 A4P를 위한 삼각 파트너십 사업의 훈련 및 역량구축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10  

먼저, 평화유지 전략적 파트너십 사무국(OPSP, Office for Peacekeeping Strategic 

Partnership)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이후 총 12개 UN임무 중에서  

UDDOF, UNFICYP, UNIFIL, MINURSO, UNMISS, MINUSCA, MINUSMA, MONUSCO, 

UNAMID 8개는 감사가 완료되었고, UNAMID와 UNISFA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MINUSCA 및 MONUSCO 2개 임무는 특별감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삼각 파트너십의 훈련과 역량 빌딩과 관련하여 1,843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고, 엔

지니어 훈련은 108명, 현장의료지원과정은 29명, 정보통신학교(Siginals Academy)에서는 

IT기반 및 관리인원은 311명, 서비스 제공 및 역량 577명, 전화서비스 818명을 양성하였다. 

신속협조체계(LCM, Light Coordination Mechanism)는 양자간의 역량 강화 노력을 조정

하고 이견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 회원국은 지뢰처리서비스기

준(Mine Action Service Standard)에 따라 개량형 폭발물의 다룰 수 있는 교관 양성을 위

해 5개 MINUSMA 병력공여국에 기동훈련팀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유지 파트너십 증진을 통해 4가지 성과가 이루어졌다.11 먼저, 평화협정

의 체결과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수단, CAR, 다푸르(Darfur) 등 합동방문 등을 포함하

여 UN/AU 고위관리들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둘째, 평화활동의 계획과 전개의 도전요소에 

대한 상호이해를 강화와 시너지 향상을 위해 공동 워크숍(2019년 6월 10일-14일)을 통해 

10　A4P Performance Achievements, 2019.12.1.

11　A4P Highlights of Key Achievements,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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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AU의 운영지원 파트너십을 강화되었다. 셋째, 평화활동 및 위기관리에 대한 UN-EU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평화협정의 국방 및 안보 조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CAR 및 

말리(Mali)의 CSDP 임무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유엔-세계은

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아 치안 이양을 공지하기 위해 안보와 법 공공지출 검토

에 대한 협업을 강화되고 있다.

2015년 TTP 시행 이후 국가별 실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로 유엔에 등록

된 한국의 삼각 파트너십 실적은 단 한 건도 식별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군은 이라크, 남수

단 등에서 주둔국의 소요에 맞추어 민사작전 형태로 삼각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민사작전이 유엔의 TTP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UN과의 협력

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UN 및 국제사회에서 국격제고를 위해 한국의 민사작전 성과

가 UN 삼각 파트너십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2> 국가별 삼각 파트너십 실적

구 분 횟수(연도) 교육 장소 교육 과정 교육생 국적 비 고

일 본
7회/ 2015, 2016, 
2017, 2018(2), 

2019, 2020

케냐, 베트남, 
우간다

초급/중급/
고급/통합, 
사업관리,
강사양성

케냐, 탄자니아, 
베트남, 우간다

-

스위스
2회/ 2016, 

2018 
케냐, 르완다 - -

보조강사 운용
(가나, 케냐, 

르완다, 우간다), 
불어로 진행

브라질
4회/ 2017, 

2018, 2019(2)
케냐

사업관리, 
건설중장비 정비

케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병력공여국
-

모로코 1회/ 2020 모로코 강사 양성 모로코 불어로 진행

유엔 TPP에 공식등록된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 분야는 병력지

원국 측면에서 아프리카, 아태병력공여국 등 총508명의 졸업생을 양성하였다. 참여 회원국

은 일본, 스위스, 브라질이며, 강사, 교육과정 개설, 사업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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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주둔국은 케냐, 우간다, 베트남, 르완다, 모로코 등으로, 강사, 시설, 교육과정관리, 사업

예산을 지원하였다. 교육과정은 임무 지역 및 교육생의 외국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어 또

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건설중장비(초급, 중급, 강사), 건설중장비 정비, 사업

관리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현재 병력공여국 졸업생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으로 

MINUSMA, MONUSCO, UNFIL, UNMISS, AMISOM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병력지원국 측면에서 112개국 약 6,500명의 군·경 졸업생을 양성하

였으며, 여성 비율은 12%로 집계되었다. 추가하여 여성봉사과정(Outreach)을 6회 운영하

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아메리카 총 1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23명이 유

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회원국 및 회원기관은 일본, 캐나다, 덴마크, 프랑

스, 우간다, NATO C&I 아카데미으로 강사, 장비, 기술 및 사업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수혜국은 이다. 현재 병력공여국 졸업생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으로 UNSOS, 

MINUSMA, MINUSCA, MONUSCO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의료 분야는 병력지원국 측면에서 2019년 10월에 시범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MONUSCO와 UNMISS의 제복입은 평화유지요원 29명을 졸업생으로 배출하였다.  참여 

회원국 및 회원기관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UN, 벨기에, 독일 및 일본은 강사를 지원하였

으며, 일본과 이스라엘은 사업예산을 제공하였다. 은 일본,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우간다, 

NATO C&I 아카데미으로 강사, 장비, 기술 및 사업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수혜

국은 이다. 현재 병력공여국 졸업생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으로 UNSOS, MINUSMA, 

MINUSCA, MONUSCO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삼각 파트너십 구상에 따른 2015년부터 

2019년 연도별 교육생 양성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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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삼각 파트너십 연도별 교육생 양성현황

유엔은 파트너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삼각 파트너십 구상(TPI, Triangular Partnership 

Initiative)을 통해 438명의 민간엔지니어를 양성하고, 29명의 현장의료원, 5.174명의 제

복입은 정보통신요원 육성하였다. 많은 졸업생들이 MINUSCA, MONUSCO, MINUSMA, 

UNMISS, UNIFIL, UNSOS, AMISOM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 한국의 TPP 참여 추진

한국은 그동안 PKO 임무지역에서 주둔국 소요에 맞추어 민사작전 형태로 재건 및 인도

적 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주재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유엔과

의 유기적인 협업에 소홀하여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유엔의 TTP에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

았다.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국격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식 임무로 인도적 차원의 

NGO 활동과는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PKO 활동은 UN의 삼각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PKO 활동이 유엔의 TTP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

교활동도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UN 삼각 파트너십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국가는 베

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현재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15년 MOU를 기체결하였다. TPP 추진방향으로, 교육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병전교육

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인원 병력공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장소는 국내의 국제

평화지원단, PKO센터 등에서 진행하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전문교육과 지뢰제거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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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과 장비를 패키지로 임무지역에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 

UN 임무단의 참여는 UNMISS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UN, AU, 남수단 등과 협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020년 11월 한·베트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세부협조사항을 구체화하였으

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의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에서 삼각 파트너십을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삼각 파트너십(TPP)을 시행

할 계획이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K-방역의 성과를 국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는 한국의 K-방역을 모범적인 방역사례로 호평하면

서 한국의 K-방역 Know-how 전수 등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도 

A4P의 일환으로 삼각 파트너십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각 파트너십의 핵심 과제

로 보건안보 차원의 위생 및 전염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 임무의 2/3 이상이 아프

리카 지역에서 이해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파트너

십의 시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로 남수단 지역에서의 K-방역을 활용한 삼각 파트

너십 시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공약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수단 UNMISS 보르기지에 삼각 파트너십 시범과제로 K-방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00명

과 교육훈련 및 K-방역 시행, 장비 00개 및 의약품 000개를 지원한다.

Ⅲ. 맞춤형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모델 구축방안 

1. K-방역의 국제 표준화 추진

한국 정부는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2020년 5월 8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다.12

12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http://www.motie.
go.kr (검색일: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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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

원장을 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정책협의회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뿐

만 아니라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

특허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13로 이어

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을 공유하여 표준안을 작성 및 검토 등을 수행한다. 실무작업반 회의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별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협의회 참

여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3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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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방역 3T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표 5>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분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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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한

국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

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활

용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보

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

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만큼 K-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정책협의회’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 관련 예산안 협의 등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하여 실

무작업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유엔의 평가 및 자문 방문(AAV)14

UN의 평가 및 자문 방문은 유엔과 회원국의 계획과 결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

여 시행된다. 이와 같은 방문의 목적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를 약속한 부대의 준

비상태와 대비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의 활동도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무국은 공여국과 협의하여 군과 경찰의 병력파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공여 약속 부대의 

직접적인 점검 활동이나 평가가 제한됨에 따라 유엔의 평가 및 자문방문(AAVs) 과 부대 전

개 전 방문(PDVs)15을 원격으로 실시함으로써 평화작전지원의 지속적인 부대창설 노력에 지

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14　AAVs ; Assessment and Advisory Visits(평가 및 자문 방문)

15　PDVs; Pre-Deployment Visits(전개전 사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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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PCRS 단계16

구 분 세 부 내 용

Level 1 어떤 공약사항이 결함 없이 접수되고 PCRS 시스템상에 등록된 상태

Level 2 1단계 공약사항에 대한 AAV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전개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Level 3
2단계 공약사항에 해당되는 특정/표준 장비와 인원이 유엔 군/경찰 부대요구서(SUR)17에 부합하게 
준비가 된 단계

RDL
(신속전개)18 

유엔사무국의 공식요청이 있을 시에 60일 이내에 현장 임무단에 전개가 완비된 부대

3. 남수단 및 아프리카연합 환경평가

남수단 환경평가19로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독립국이다. 남수

단은 아프리카 동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주바이다. 남수단의 면적은 619,745㎢(한

반도의 2.9배)이며, 인구는 1,001만명(2012년 통계)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

고 아랍어와 각 부족언어가 통용된다. 종교는 기독교, 원시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하다. 남수

단의 기후는 남부지역은 사바나, 북부 지역은 건조한 사막 기후이다. 

남수단 한빛부대는 2011년 7월 26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파병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

으로써 2013년 1월 7일 정식 창설되었다. 한빛부대20는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 수송, 통

신, 그리고 특전부대를 모체로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경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

무는 남수단 재건지원과 의료지원 등의 안정화작전을 통해 가난과 질병에 고통 받고 있는 남

수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정전 60주년이자 국군 PKO활동 20주년인 

2013년 4월 최초 파병된 이래 현재 13진이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재건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한빛부대는 UNMISS 보르기지 주둔지 건설, 백나일강 제방공사를 실시하

여 우기 때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 방지하였으며, 보르공항 활주로 보수 및 확장 및 헬기장 

건설, 난민보호소 부지 신축, 보르-게메이자 도로 정비(18km), 주바-보르간 도로 개통, 보르

16　Peacekeeping Capability Readiness System (PCRS)

17　SUR ; Statements of Unit Requirements(부대요구서)

18　RDL : The Rapid Deployment Level(신속전개단계)

19　https://www.jcs.mil.kr (검색일 : 2021.1.13.)

20　한빛부대는 남수단 수도인 주바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보르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089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

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4개소) 등 재건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진료지원 및 방역활동, 

학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한빛농장을 개설하여 농

사기술 전수 등 다양한 대민활동을 펼쳐 현지인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1일 국방부는 남수단 정부의 한국산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의무물자 요청에 

따라, 대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한빛부대 12진 2제대 투입 시 직

접 의무물자를 전달한 바 있다. 한빛부대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

모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남수단 현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 환경평가21로서,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은 아프리카 대륙의 사

회·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기구로서, 2002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OAU)와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가 통

합되면서 탄생하였다. 단일 통화(The Afro), 단일 군대, 단일 정치·경제적 통합 및 최종적으

로 아프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AU는 총 5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 서사하라가 OAU(AU 전신)에 가입하

면서 서사하라를 인정하지 않는 모로코가 탈퇴해 54개국으로 유지해 오다가 모로코가 2017

년 1월 AU정상회의에서 33년 만에 재가입하여 55개국이다.22 

AU는 아프리카의 통합촉진, 공동이익·입장추구, 역내평화·안보협력(AU의 개입 권한 규

정),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촉진,민주주의·법치·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추구하며, 아

프리카대륙의 국제기구로서 아프리카의 발전과AU의 통합아젠다 실행의 선결 조건인 아프

리카 대륙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공동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보

다 강하게 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1　2018년 아프리카연합 개황, 외교부, 2019.

22　 한국은 AU 회원국 중 서사하라를 국가로 미승인하여 201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가는 54개국이다. 알제
리(Algeria), 앙골라(Angola), 베넹(Benin), 보츠와나(Botswana),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부룬디(Burundi), 카
메룬(Cameroon), 카보 베르데(Cape Verde),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차드(Chad), 코모로스
(Comoros), 콩고(Congo), 코트 디부아르(Co^te d’Ivoire),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지부티(Djibouti), 이집트(Egypt),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에리트레아(Eritrea), 에티오피아(Ethiopia), 가봉(Gabon), 
감비아(Gambia), 가나(Ghana), 기니(Guinea),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케냐(Kenya), 레소토(Lesotho), 리베리
아(Liberia), 리비아(Libya),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말라위(Malawi), 말리(Mali), 모리타니아(Mauritania), 모리셔스
(Mauritius), 모로코(Morocco), 모잠비크(Mozambique), 나미비아(Namibia),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르완
다(Rwanda), 상투메프린시페(SaoTome and Principe), 세네갈(Senegal), 세이셀군도(Seychelles),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소말리아(Somalia),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수단(Sudan), 스와질란드(Swaziland), 탄자니
아(Tanzania), 토고(Togo), 튀니지(Tunisia), 그리고 2011년 7월 독립한 남수단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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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 평등과 회원국 간 상호 의존이다. 이를 위해 독

립 당시 설정된 국경 존중, 아프리카 대륙의 공동방위 정책 수립한다. 둘째, 회원국 간 분쟁

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간 무력행사 및 무력의 위협 금지, 다른 회원국에 대

한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을 기초로 한 비방관주의(non-indifference), 회원국의 

평화적 공존과 안전, 아프리카연합은 정상회의 결정에 의거, 전쟁범죄·제노사이드·반인도범

죄 등에 대해 회원국에 개입할 수 있다. 셋째, 그 밖에 아프리카연합이 중시하는 가치의 존중

이다. 이를 위해 1) 아프리카연합 틀 내에서의 자립 촉진, 2) 양성평등 촉진, 3) 민주주의 원

칙, 인권, 법치주의, 굿거버넌스, 4) 균형된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정의 실현, 5) 생명의 존엄

성 존중과 암살·테러 반대, 6) 비헌법적 정권 교체 반대이다.

AU의 운영조직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이사회, 사법

기관, 입법(자문)기관, 전문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아프리카연합의 운영조직

구 분 세부 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 • 정상회의                          • 각료회의

집행기관 • 집행위원회                       • 상주대표위원회

이사회 • 평화·안보이사회                • 경제·사회·문화이사회

사법기관 • 사법재판소

입법 자문 기관 • 범아프리카의회

전문기관
(14개)

• 전문기술위원회
- 금융·통화·경제계획 및 통합위원회
- 사회개발·노동·고용위원회                   - 건강·인구·약물규제위원회
- 사법 및 법률위원회                             - 청년·문화 및 체육위원회 
- 공공서비스·지방자치·도시개발 및 분권화위원회
-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국방·안전 및 보안위원회
- 농업·농촌개발·물 및 환경위원회
- 교육 및 과학기술위원회                       - 무역·산업 및 광물위원회
- 젠더 및 여성권한위원회 
- 이민·귀향민 및 국내실향민위원회
- 운송, 인프라, 대륙·지역간 인프라, 에너지 및 관광위원회

금융기관
(3개)

• 아프리카중앙은행(CBA)
* 2021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창설 예정

• 아프리카통화기금(AMF), • 아프리카투자은행(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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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합의 활동과 연계된 파트너십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아프리카경제

위원회, 유엔아프리카연합사무소,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그룹, 그 외 역외 파트너십23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리카-한국 파트너십은 2006년 11월 출범하여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표 8> 아프리카연합 파트너십 현황

구 분 세부 내용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 1958년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의 하나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설립
• 회윈국 54개국

유엔 아프리카연합사무소
(UNOAU)

• 아디스아바바에 소재
• WHO, ILO, OHCHR, UNESCO, UNAIDS 등과 협업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합
• 1963년 23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개발금융기관
• 아프리카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을 통해 통합에 기여

기타 역외 파트너십
(8개)

• 아프리카-아랍국가연맹(1977년)
• 아프리카-유럽연합(EU) 파트너십(2000년)
• AU 집행위원회-미국 고위급 대화 파트너십(2010년)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2000년)
• 도쿄-아프리카 국제개발회의(1993년)
• 아프리카-인도 파트너십(2008년)
• 아프리카-터키 파트너십(2008년)
• 아프리카-한국 파트너십(2006년)

2016년 AU의 안정화를 위한 예산 제안에 따르면, AU는 AU 회원국이 사례별로 나머지 

비용에 대해 UN이 평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대가로 아프리카 주도의 안정화 운

영 비용의 증가된 몫을 충당하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AU 재정은 주로 수입품 및 회원국 평가

에 대한 대륙 전체 관세를 통해 조달된다. 참고로 미국은 아프리카 지역의 유엔 평화유지활

동을 위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 임무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3　 ① 아프리카-아랍국가연맹, ② 아프리카-유럽연합(EU) 파트너십, ③ AU 집행위원회-미국 고위급 대화 파트너십, ④ 중
국-아프리카 협력포럼, ⑤ 도쿄 아프리카 국제개발회의, ⑥ 아프리카-인도 파트너십, ⑦ 아프리카-터키 파트너십, ⑧ 아
프리카-한국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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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아프리카 지역의 유엔 PKO 활동을 위한 미국의 예산24

U.N.Peacekeeping
Operation

Approved U.N. 
2018/19Budget

U.S. FY2019 
Estimate

U.S. FY2020 
Request

% Change
(Est. vs. Req.)

MINUSCA
(Central African 

Republic)
$930,211,900 $282,925,000 $163,287,000 -42%

MINUSMA
(Mali)

$1,074,718,900 $326,877,000 $219,561,000 -33%

UNMISS
(South Sudan)

$1,124,960,400 $342,159,000 $222,969,000 -35%

UNISFA
(Abyei)

$263,858,100 $81,031,000 $45,433,000 -44%

UNAMID
(Darfur)

$715,522,700 $226,970,000 $105,463,000 -54%

MONUSCO
(D.R.Congo)

$1,114,619,500 $339,013,000 $180,521,000 -47%

MINURSO
(W.Sahara)

$52,869,800 $15,920,003 $8,539,000 -46%

TOTAL $5,276,761,300 $1,614,895,003 $945,773,000 -41%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평화 기금'의 25%를 자체 자금 조달하려는 AU

의 노력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미 행정부는 유엔 메커니즘이 아닌 양자 

채널을 통한 훈련, 장비 및 물류 지원 등 아프리카 주도의 안정화에 대한 지원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 아프리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 3명은 특정 조건에서 

UN이 평가한 기여금을 통해 향후 AU 주도의 운영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결의안 초안을 도입하였다. 미국 외교관들은 의회 지원 확보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으며, 

결의안 초안은 투표로 진행되지 않았다.

24　전개서,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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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모델(안)
  

1. UN 추진상황 및 추진전략

현장지원국(DFS)에서 제안한 TPP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2018년 150개국이 

승인한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와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공동 공약 선언”의 독

려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평화유지의 강화를 위해 지원 회원국과 관심있는 병력 기여 국가들

이 함께 아세아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 5일 베트남에서 중장비 운영에 대

한 6주 파일럿 교육을 시작하고. 아세아 지역 국가, 부탄, 피지, 네팔 및 동티모르에서 온 최대 

16명의 연수생이 20명의 일본인 강사의 지원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8년에는 프랑스어

로 건설중장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프랑스어로 모바일 건설 교육이 진행되었

다. 또한, Field Medic 기술 및 Advance Trauma Life Support(ATLS)와 같은 중요한 '프런

트 엔드(Front End)' 의료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도 2019년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2014년 최초의 UN 평화유지 정상회의의 직접적인 결과인 TPP는 평화유지 임무의 준비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 후 몇 달 이내에 시작되었다.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현재까

지 13개 병력공여국(TCC)의 310명의 연수생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많은 연수생들이 평화유지임무에 배치되었다. 유엔 현지 임무단에서 ‘활성화 역량(Enabling 

Capabilities)’의 중요한 격차를 메우고 위임명령(Mandate)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의 ‘강사교육 졸업생들’은 이미 자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방역 삼가 파트너십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코로나

19 K-방역을 실시한다. 업무 효율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남수단 한빛부대를모체로 K-방

역 1개 팀을 시범운영한다. 특히 사용자 제고 차원에서 아프리카연합(AU) 등 유관기관과 협

업을 추진한다.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주둔국 자립형으로 단계별로 진행한다. 향후 아프

리카 지역의 애로지역에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K-방역 임무단을 Deployable Package 

TF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2.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모델 구축방안

남수단의 한빛부대를 모체로 추진할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모델은 <그림 4>에서 보는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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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방역을 위한 삼각 파트너십 모델(안)

K-방역 삼각 파트너십을 위한 훈련은 한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한

국 PKO 센터의 훈련 및 교육능력은 선진 PKO 국가 수준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시설을 보유하

고 있다. 또한 국내의 K-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첨단의료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

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 또는 아프리카 지역의 PKO 파병을 희망하지만 훈련능력이 부족한 국

가에 대한 K-방역 양성교육을 통해 A4P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PKO를 선도할 수 있다. 

참고로 과거 일본에서 시행한 삼각 파트너십 협력의 4가지 유형은 <그림 5>에서 보는 바

와 같다.25 일본의 삼각 파트너십 협력 모델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관계의 협력에 바

탕을 두고 있다.26

25　 Jin Sato, Triangular Coopera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The 
University of Tokyo, 2019.

26　 참고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의미하며, 북-남 협력(North-South 
Cooperatio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간의 협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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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삼각 파트너십 협력 유형

남수단 K-방역단의 역할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주둔국으로 전환

함으로써 남수단 자립형 K-방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빛부대와 

AU, UNCT 등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임무지역의 전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림 6>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역할 변화추세

삼각 파트너십에 따른 협업을 통한 임무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표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기관과의 임무 및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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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PP 기관별 협업소요(안)

구 분 세부 내용

한빛부대
(K-방역)

• K-방역 시행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유관기관 협업 추진
•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창구 일원화(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안부 등)
• K-방역팀 운영(방역, 교육훈련) 등

UNMISS
(DMS)

• K-방역 추진에 대한 PKO 활동 협조
• 유엔의 K-방역 성과 평가
• K-방역 실적에 대한 TPP 반영 등

UNCT
(WHO)

• K-방역 시행을 위한 의료적 협조, K-방역의 표준화 검증
• K-방역에 필요한 의약품 및 검진기구 등 지원

아프리카
연합(AU)

• K-방역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 K-방역의 아프리카 지역 확대방안 협의

남수단
정부

• K-방역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교육생 선발
• K-방역 Know-how 학습 및 K-방역 주도 점진적 추진
• K-방역에 따른 출입국 업무지원 등

3. 한빛부대에 K-방역단 증편

남수단 지역의 K-방역 삼각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한빛부대의 K-방역단 증편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7> 한빛부대 K-방역단 증편방안27

27　한빛부대11진 파병 성과·교훈집, 국방대학교 PKO센터,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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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대 K-방역단 편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원은 3T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융

통성을 고려하여 3개 방역팀과 강사·통역 등으로 편성하고, 시설 및 장비는 K-방역에 필요

한 의료장비 및 약품, 앰블란스, 통신장비 등을 보충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KOICA/KOTRA, 

AU, UN, 남수단정부 등 정부기관 및 유엔 협력기구 등과 협조하여 충당한다.

4. UNMISS(DMS) 및 UNCT(WHO)와 협업

남수단 유엔 UN 현지 임무단 UNMISS의 임무지원단(DMS)와 UNCT 세계보건기구

(WHO)와 정례적인 협의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현재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빛부대가 DMS의 공병부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 K-방역단 증편에 대비하여 DMS의 의무부와도 협업체계를 강구하여여 한다.

<그림 8> 한빛부대와 UN 사무국과의 협조관계

5. AU 및 남수단 정부와의 협업

아프리카연합(AU)은 본부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두고 있으며, 5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U의 설립목적은 첫째, 아프리카의 통합 촉진, 둘째, 공동 이익·입장 추구, 셋

째, 역내 평화·안보협력(AU의 개입 권한 규정), 넷째, 빈곤퇴치·경제개발 촉진, 다섯째, 민주주

의·법치·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추구이다. 현재 AU는 유엔과의 협력에도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AU의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집행위원회, 상주대표위원회, 평·안

보이사회, 범아프리카 의회, 경제사회문화이사회·재판소 등이 있다. AU의 공식언어는 AU 헌



098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장 의정서 제11조에 따라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기타 아

프리카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4월에 한국 AU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남수단 정부와의 협업 분야도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는 

주둔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삼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UNCT 및 AU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둔국 정부의 소외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6. 한국의 공약사항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2021년 12월 유엔 PKO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공약사항으로 검토가 가능한 6개 분야 중

에서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K-방역을 통한 삼각 파트너십 모델 구축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공약 선정을 위한 사전연구에서 유엔은 A4P 시행을 위해 삼각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기구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유엔의 13개 PKO 임무 중에서 7개 임무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기구인 아

프리카연합(AU)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비중을 높이 두고 있으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4차 산

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생과 전염예방 분야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연계하여 한국의 우수한 K-방역 체계

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위한 민관·전문가

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Test(검사·확진) ▷ Trace(역학·추적) ▷ 

Treat(격리·치료)’에 따른 세부적인 국제표준화 요소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정

부 차원의 K-방역을 통한 삼각 파트너십을 구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남수단 한빛부

대를 모체로 K-방역을 위한 삼각 파트너십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UNMISS, UNCT 및 AU, 

남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협조 및 현장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

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노력의 통합이 요구된다.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시행하는 K-방역을 통한 유엔 삼각 파트너십의 추진여부는 대

유엔 외교, 한반도 안보 상황, 국회 동의, 한국 장비의 기술력과 성능, 수출의 기회확대, 삼각 

파트너십에 따른 소요예산과 장비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 결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선

정하게 된다. 국방부에서는 삼각 파트너십 과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양해각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TPP 추진방향으로 병력공여국에 대한 교육훈련은 남수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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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대의 파병전교육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인원은 병력공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

육장소는 국내의 국제평화지원단, PKO센터 등에서 진행하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전문교육

과 지뢰제거장비 등의 공여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삼각 

파트너십을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삼각 파트너십(TPP)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K-방역을 통한 삼각 

파트너십 사업과 국방부의 삼각 파트너십 추진은 별도로 추진되어 PKO 활동 노력의 통합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유엔 평화활동을 위한 공약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K-방역은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은 국가 재원의 제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의 발

달, 사회적 인구절벽 추세, 임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유엔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

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유엔 PKO 공약과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공약은 

4개 분야이다. 먼저, 공병부대 파견 공약은 PCRS 2단계로 상향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중앙아프리카 파병을 요청하였으나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의료시설 지원 

공약은 2018년 7월 아프리카 말리에에 ‘레벨 II’ 의료시설을 완공하여 완료되였다. 마지막으

로, 재정 지원 공약은 분쟁예방과 평화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유엔 

PKO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공약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9년 3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약은 4개 분야이다. 먼저, UN PKO 고위과정 개최는 2019년 11월까지 민·경·군 

고위급 26명이 참석하였다. 둘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셋째, 강사양성과정(TOT, Training of 

Trainer)의 5년 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병력공여국(TCCs)

에 경전술차량 공여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에서 시행하고 있는 PKO 임무 13개 중에서 7개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어서 아프리카연합(AU)와의 협업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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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생 및 전염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방역의 국제표준

화와 연계하여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AU, UNMISS DMS 및 UNCT WHO, 남수단 정부

와의 삼각 파트너십 구축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격제고와 한국 기업의 아프

리카 진출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공약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28 

K-방역을 적용한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공약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UN의 소요 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다다

익선이 될 수 있지만, 한국정부의 재원, 기술적 문제, 운용인력 가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에 주안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약 선정 시 고려할 여러 가지 조

건을 감안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공약 우선순위는 ① 대대급 K-방역단 파견, ② 

K-방역팀 파견 (K-방역단의 1/3 수준), ③ K-방역 교육 및 지원(20여 명 내외로 구성) 순이다.

유엔 A4P를 위한 PKO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

을 촉진하며, 다양한 PKO 활동을 통한 실전경험은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에도 유익

하다. 유엔 PKO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는 국제사회에 대한 Noblesse Oblige와 유사시 한

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의 미래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 한국군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

적 선택이다. 그러나 해외파병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 COVID-19 사태의 악화, 파병장병 안전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PKO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A4P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은 선진국 재원의 한

계,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공여의 제한, 후진국의 병력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의 참여, 4차 산

업혁명 기술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과제이다. 유엔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역기

구와 협력하여 삼각 파트너십을 통한 위생 및 전염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을 통해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

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K-방역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PKO 활동에 대한 국

내·외적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아프리카연합, UNMISS DMS 및 

UNCT WHO, 남수단 정부와의 K-방역 삼각 파트너십 구축을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

에서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28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뢰제거장비를 활용한 삼각 파트너십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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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

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고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및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한계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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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 PKO 훈련 및 인력양성에 있어서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UN PKO의 현재 및 미래 능력 소요, 그리고 파병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Significant improvements in ROK'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have been made ever since joining the UN in 1991. Major 

achievements are the elevated national dignity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hanced national security via ties with 

the key allies and increased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abroad. 

And yet, there were shortcomings revealed over the course 

of decades. Bearing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in mind, 

presented ways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three pillars: new 

contributions based on the UN requirement, effective deployment 

and creating the favorable environme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taking the current and emerging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 peacekeeping and predeploymnet 

training environment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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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45년 10월 24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출범한 유엔2은 1948.5월 UNTSO(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임무단을 설립한 이후 71개의 UN PKO 임무단을 운영

하였다. 한편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이후 UN PKO)은 아니지만 다국적군 평

화활동 역시 대부분 유엔안보리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유엔은 

다국적군 활동과 연계하여 UN PKO 임무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3 한편, 한국의 국제평화활

동에4 대한 몇몇 선행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그 내용이 개념적인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　 이 글은 ‘21.10.26(화) 개최된 제17회 PKO 발전세미나 ‘유엔가입 30주년 한국의 국제평화활동과 발전방향’ 발제를 정리한 
내용이다.

2　매년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며, 2021년 기준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3　 예를 들면, 유엔은 1992~1993년 소말리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UNITAF) 활동을 승인하여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UNOSOM-Ⅱ 임무단을 설립하였다. 또한 유엔은 1999~2000년 동티모르에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INTERFET)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UNTAET 임무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4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1739호, 2014.12.26.) 제1장 2조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 이란 UN, 지역안보기
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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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1. 역사적 연관성

1945년 광복이 되면서 한국은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반도에 통일정

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947년 11월 유엔은 총회 결의 112호를 통해 ‘인구비례 총선거’ 

를 지지하면서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회(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가 한반도에 전개하였다. 하지만 소련의 거부로 북한 입국이 거부되자 유엔은 소총회 결의

를 통해 남한의 1948년 5.10 총선거만을 지원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2월 유엔은 총회 결의 

195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한편 1950년 한국

전이 발발했을 때 유엔의 도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전 참

전을 신속히 결의하였기에 유엔 회원국의 파병과 지원이 가능하였다.5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6개국은 의료지원으로 참전하였다. 이외에 한국전쟁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도 총 

42개국에 이르며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였다. 

<그림 1> 1948.1.7.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입국

하지만 유엔의 지원을 받을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1949년 1월부터 유엔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안보리상임이사국이었던 구 소련의 거부로 우리의 유엔 가입은 번번

이 부결되었다. 북한 역시 1949년 2월 가입을 신청했지만 구 소련 이외에 협조해 주는 나라

5　유엔안보리 결의 제82,83,87호(1950.6.25./27/7.7) 남침공격 규탄, 유엔기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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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로 없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다 1991년 9월17일(한국시간 18일)에 열린 제46

차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안은 당시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

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비로소 유엔 회원국이 되었는데 1949

년 최초 가입 신청 이후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6 유엔 가입 이후 한

국은 두 차례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1997년/2013~2014년), 제56차 유엔총회 의

장(2001.9월~2002.9월), 제8대 유엔 사무총장(2007.1월~2016.12월) 등을 수임하여 준비

된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한편 한국은 유엔 가입 3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는

데 ’21년 7월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기존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가 변경된 것이다.

<그림 2> 1991.9.17. 남북한 UN 가입

2.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1993.6월 한국은 소말리아 UNOSOM-Ⅱ(UN Operation in Somalia)에 상록수 부대

를 파병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UN PKO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UN PKO 경험자는 총 24

개 임무단에서 활동한 약 1만 9천여명에 이른다(’21.10월 기준). 한편 민병석 前체코대사는 

크로아티아 UNCRO 임무단 특별대표(1995년), 한승주 前주미대사 및 외무부장관은 키프

로스 UNFICYP 임무단 특별대표(1996년), 최영진 前유엔대사는 코트디브와르 UNOCI 임

무단 특별대표(2007년)로서 각각 UN PKO고위직을 수임하였으며, 군에서는 황진하 중장이 

6　북한이 160번째, 한국은 161번째 유엔 회원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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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UNFICYP 임무단 군사령관을(2001.1월~2003.12월), 그리고 3명의 한국군 장군

이 UNMOGIP 임무단장을 수임하였다.7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를 근거로 하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경우에는 ’91년 걸프전쟁 파병 이후 누적인원은 약 3만 6천여명에 이르며(’21.10월 기준), 5

명의 한국 해군 제독이 연합임무단(CTF: Combined Task Force)-151 함대를 지휘하여 다

국적군 지휘관으로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우수성을 발휘하였다.8 

Ⅲ. 한국군 국제평화활동

국군의 해외파병업무훈령은 해외파병을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UN PKO와 다국적군 평화활동, 그리고 국방교류협력활동이다. UN PKO는 안보리결

의에 의해 설립되어 유엔이 주체가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임무단장에 의해 지휘통제

가 이루어지고 유엔으로부터 경비를 보전받는다. 한편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일반적으로 안

보리결의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하에 다국적군 

사령관이 지휘통제를 하며 소요경비는 파견국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방교류협력은 비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며9 파견국이 주도하에 군지휘관이 지

휘통제하며 소요경비도 파견국이 부담하게 된다.10

7　안충준 소장(1997.3월~1998.3월), 김문화 소장(2008.11월~2010.11월), 최영범 소장(2012.7월~2014.7월).

8　이범린 제독(2010년), 정안호 제독(2012년), 조영주 제독(2014년), 남동우 제독(2016년), 유병주 제독(2019년).

9　 국방부훈령 제1858호(2015. 12. 28., 일부개정) 에서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
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0　국방부,『2020 국방백서』,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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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군 국제평화활동 유형

대한민국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제9939호 ’10.1.25, 일부개정 13123

호 ’15.2.3) 제2조(정의) 2항에서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

되는 국군부대를 말하며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6조(국군부대 파견의 동의) 1항은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표 1>에서와 같이 1991

년 이후 한국군 부대 및 개인 파병 인원은 약 5만8천여명에 이른다.(’21.10월 기준) 

<표 1>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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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은 파병 시기, 유형, 목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효

근(2021)11은 연구에서 대한민국 파병 전체를 대상으로 태동기(1964~1996년), 발전기

(1999~2007년), 성숙기(2009~현재)로 구분하였나, 이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냉전 이

후에 있었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으로 한정하여 태동기(1990년대), 성장기(2000년대), 발전

기(2011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한 차이가 있다. 각 시기별 주요 특징에서 1990년대에는 유

엔 가입 이후 UN PKO 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9.11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테

러와의 전쟁’ 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다국적군 평화활동이 증가하

였고, 2011년 이후에는 훈련교류,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의 목적에 의한 국방교류협력 활

동이 활발하였다. 

1. 태동기(1991~2000년)

’91.1월에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하였는데12 한국은 ’91.1월 사우디에 국군의료지원단을, 2월에는 UAE에 

공군수송단 비마부대를 파병하여 동맹외교를 강화하였다.13 베트남전 이후 최초 다국적군 활

동이었으며 안보리결의안에 의한 국제평화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은 1991.9.17.일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4개 부대를 UN PKO에 파병하였는데 

의료지원부대, 공군, 공병부대 및 보병부대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말

리아 상록수 부대는 우리 군 최초의 UN PKO로서 UNOSOM-Ⅱ에서 ’93.6월~’94.3월까지 

연 516명의 인원이 보급로 보수, 건설 등을 실시하였는데 첫 경험이라 미숙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경계부대가 편성되지 않아서 이태리군의 지원을 받아서 외부활동을 실시해야 하

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현지 치안상황이 악화되자 약 10개월 만에 철수하였지만 UN PKO

에서 현지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장비 및 수리부속, 물자 준비의 중

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은 MINURSO14에서 ’94.8

11　 지효근, “포괄안보 시대 한국의 해외파병 발전방안 연구”,『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2021년 여름호』(통권 132호), pp. 
7-36.

12　 1990년 8월2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완전장악 후, 8월8일 합병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유엔안보
리는 1991년 1월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군할 것을 결의하였   으나, 이라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걸프전
쟁이 발발하였다. 

13　유엔안보리 결의안 678호(’90.11.29)에 근거

14　스페인어 축약어,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유엔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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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06.5월까지 연 542명의 인원이 12년간 58,888명의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

는데 장기간 파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UN PKO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앙골라 공병부대는 UNAVEM-Ⅲ15에서 ’99.10월~’03.10월까지 연 

3,283명의 인원이 교량 및 비행장 복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의 교훈을 

바탕으로 앙골라 공병부대는 경비소대를 편성하여 자체적인 외부활동과 함께 친선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는 UN PKO 최초의 보병 위주의 전투

부대로서 UNAMET16/UNTAET17/UNMISET18에서 ’99.10월~’03.10월까지 연 3,283명이 

치안유지(순찰, 검문소 운용 등) 활동을 실시하였다.

2. 성장기(2001~2010년)

2001년 9.11테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동맹의 안보상황과 지원요청에 따

라 한국은 규모를 확대하여 기간 중 10개 부대를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파병하였는데 동맹

의 요청, 안보리결의안(1368, 1373)19 및 국제사회 지지를 존중하여 싱가폴에 해군 해성부대

(’01.12월~’03.6월), 디에고가르시아에 공군 청마부대(’01.12월~’03.12월), 아프간에 의료지

원 동의부대(’02.12월~’07.12월)를 우선 파병하였다. 또한 동맹의 요청, 안보리결의안(1378, 

1383)20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존중하여 아프간에 건설공병지원 다산부대(’03.3월~’07.12

월)를 파병하였으며, 국제안보지원군(ISF)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1386/1890)21을 존중

하여 아프간에 오쉬노부대(’10.7월~’14.6월)를 파병하였다. 한편, ’07.2월 탈레반의 자살폭

탄테러 공격에 의해 다산부대 8진에서 1명이 순직하였고, 탈레반에 납치된 선교단체의 인

질 석방 조건으로 동의부대 및 다산부대가 철수했던 시기에는 파병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

되기도 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 방해를 구실로 사담 

후세인 축출과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해방을 위해 안보리 승인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였

15　UN Angola Verification Mission(유엔 앙골라 진상조사단)

16　UN Assistance Mission in East Timor(유엔 동티모르 지원임무단)

17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18　UN Mission of Support to East Timor(유엔 동티모르 지원임무단)

19　유엔안보리결의안 1368(’01.9.12) 테러에 대한 자위권 인정, 1373(’01.9.28) 테러에 대한 지원 차단 및 회원국 협조

20　유엔안보리결의안 1378(’01.11.14) 및 1383(’01.12.6) 아프간 인도적 위기, 재건 및 복구에 대한 회원국 지원

21　 유엔안보리결의안 1386(’01.12.20) 국제안보지원군(ISAF) 창설 승인, 1890(’09.10.8) 회원국의 인력, 장비 기타 자원을 
ISAF에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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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03.3월~5월) 한국은 이라크 나시리아에 공병 서희부대와 의료지원 제마부대(’03.4월

~’04.4월)를 파병하여 유엔안보리 결의가 없는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

하게 되었다. 한편 이라크 재건과 치안회복에 대한 유엔결의안22 이후의 이라크 평화재건사

단은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사단급 파병으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아르빌까지 1,115km 파

발마 작전으로 전개하였으며 예하 민사여단은 군사작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민사활동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04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이 결성되기 시

작하였으며 ’09년 활동이 증가하자 유엔은 안보리결의안23을 채택하였는데 한국은 창군 이래 

최초의 전투함 소말리아해역호송전대(이하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09.3월부터 현재까지 대

해적작전 및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기간 중 UN PKO활동에 대해서 한국은 동명부대 및 단비부대를 추가로 파병하였는데, 

동명부대는 중동지역 최초의 보병 위주의 전투부대로서 ’07.7월부터 현재까지 UNIFIL 임

무단에서 정찰 및 검문소 운용, 의료지원 및 민군작전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UNIFIL의 핵심임무라고 할 수 있는 블루라인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파병의 효율성

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아이티의 단비부대는 공병위주 부대로서 MINUSTAH24에

서 ’10.2월~’12.12월까지 연 1,425명의 인원이 아이티 강진으로 인한 대량피해 복구 및 재

건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타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최초의 UN PKO 활동이었다. 

3. 발전기(2011년 이후)

한국은 공병위주 재건지원단 한빛부대를 신생국 남수단에 파병하였는데 UNMISS 임무

단에서 ’13.3월부터 현재까지 재건지원, 시설공사 지원, 민군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 불안정한 치안상황 그리고 다차원 PKO의 복잡한 임무수행에도 불구 PKO의 모범부대로

서 남수단에서 우리의 경제개발 참여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2　 유엔안보리결의안 1483(’03.5.22) 전후 이라크의 재건과 치안회복  
유엔안보리결의안 1511(’03.10.16) 이라크내 다국적군 설치 결정

23　유엔안보리결의안 1838(’08.10.7), 1846/1851(’08.12.12)

24　불어 축약어, UN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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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빛부대, 1000km 도로 보수

한편 기존 동맹국 중심이 아닌 개별국가의 요청에 의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파병

부대에 의한 국익창출과 재외국민보호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면서 한국군 파병에서 국방교

류협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이하 아크부대), 필리

핀 합동지원단(이하 아라우부대),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등이 있다. 아크부대

는 ’10.5월 왕세제 방한시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훈련 지원 요청으로 ’11.1월 파병되어 한

국군 특수전부대 전투력 향상은 물론 한-UAE 협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건설 및 의

료지원으로 구성된 아라우부대는 ’13.12월~’14.12월까지 연 842명이 하이옌25 태풍피해 복

구를 지원하였다. ‘재해복구를 위해 군을 파병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필리핀 지원에 동참하였고 또한 필리핀이 직접 한

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한국전쟁 지원에 대해 보답한 결과가 있었다.26 민군 합동으

로 구성된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27는 국군부대의 파견이 아닌 민관군 합동으로 

’14.12월~’15.3월까지 연 16명이 참여하였는데 유엔안보리결의안(2177)28을 존중하여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다.29 

25　하이옌은 2013년 11.4~11일 소멸된 태풍이며 사망자 6,111명, 실종자 1,779명이라는 대량피해를 필리핀에 주었다. 

26　이흥주,『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1991-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8), p. 488. 

27　 2014년 10월 16일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 유렵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적 노력에 동
참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지원 인력 파견을 약속함. 

28　유엔안보리결의안 2177(’14.9.18) 시에라리온 에볼라바이러스 위기 및 대응

29　 이태리 밀라노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2014.10.16.)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국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
서 보건 인력의 파견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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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UAE 특수전연합훈련 (2021)

한편 2009년에(성장기) 임무를 시작했던 청해부대는 2011년 아덴만작전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안전하게 구출하였으며 이후에도(발전기) 선박호송 및 안

전항해 지원 등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Ⅳ. 국제평화활동 성과 및 한계

이 장에서는 ’91년 이후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1. 성과 

우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원조지원국으로서 세

계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유엔평화활

동국(UN DPO)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병력 기여는 531명(’21.8.31일 기준)이며 125개의 병

력공여국 중에서 37위이다.30 우리 군의 총 병력대비 파병인원 비율을 나타내는 파병분담률

로 환산하면 약 0.09%인데 병력감축,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UN PKO 병력공여 

수준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여는 PKO 분담금 10대 공여국으

로서 전체의 2.26%인 1.36억불(2020.7.1~2021.6.30)31을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력

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정부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0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1.10.9)

3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6 (검색일 ’21.10.9)



115

한국의 국제평화활동과 발전방향

<표 3> 유엔 PKO 분담금 현황 (출처: 외교부, e-나라지표)

두 번째는 자국 능력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동맹을 강화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였는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을 축척하는 보험과도 같은 것

이다. 한편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여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독 파병’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국익창출 및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전략물자 수송로 안전 등 우리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한-UAE는 2018년 ‘특별 전략적동

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원전사업 기술 협력, 경제분야 협력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었다. 또한 청해부대는 2020년부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32과 긴밀히 협조하

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였는데 연간 900여회의 선박이 통항하며 우

리나라 원유수송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네 번째는 <표4>에서 청해부대 사례와 같이 국제평화활동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

고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였는데, 파병부대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국군의 사명을 구현하였다.

32　 IMSC(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국제해양안보구상), 2019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주도로 결성된 
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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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해부대 주요 활동 (출처: 2020 국방백서)

다섯 번째는 군의 전투력과 군사력 운용능력은 물론 재건지원, 의료지원 등의 민군작전, 

주둔국 정부의 치안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임무을 통해 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2. 한계 

일부 노출된 한계점으로 우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첨단기술 기여, 아프리카연합 등 지역기구와 협력에 있어서 활동이 부족했던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지역에서의 행위자 역할이나 핵심임무 참여에 소극적이었는데 UN 앙

골라 검증단(UNAVEM-Ⅲ) 공병부대의 경우 유엔은 지뢰제거 임무를 수행할 전투공병을 요

청했으나 정부의 파병 결정시 지뢰제거 임무는 제외시켰다. 또한 공병 또는 의무 등 전투지

원부대의 파병이 많고, 전투부대의 경우에도 교전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주둔함으

로써 파병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1991년 이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임무 중 발생한 사고

는 <표5>와 같으며 UN PKO 임무 중 9명, 다국적군 평화활동 중 3명이 사망하였다. 파병요

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순직한 인원의 희생을 기억하

면서 향후 추가적인 희생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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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평화활동 중 한국군 사망자

구 분 내 용 비 고

UN PKO

UNOMIG 중령○○○ 익사사고(95.9월) 추서진급

UNMOGIP 소령○○○ 위암사망(02.5월) 추서진급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중령○○○ 급류사고(03.3월) 추서진급

수단 UNMIS 소령○○○ 교통사고(06.7월)

네팔 UNMIN 대령○○○ 헬기사고(08.8월) 추서진급

다국적군 평화활동

동의부대 대위○○○ 총기사고(03.1월)

다산부대 하사○○○ 폭탄테러사고(07.2월) 추서진급

자이툰부대 중위○○○ 사망사고(07.5월)

세 번째는 다국적군 평화활동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에 의해 파병을 실시하였는

데33 국내 이슈 또는 파병 반대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파병 효과를 감소시키고 파병부

대의 책임지역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파병 검토단계에서 국민의 동의와 설득을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과 구체적인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타국의 사례로 일본은 국제

평화협력법에서 UN PKO와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UN PKO 군고위직(장성급 장교)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2012년에 UNMOGIP임무단장 진출 이후 10년간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볼 때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Ⅴ.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 (제언)  

이 장에서는 유엔 PKO의 도전과 발전방향, 유엔에서 제시한 PKO 현재 및 장차 요구 능

력, 현재 우리의 PKO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알아볼 것이다. 

33　60조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사전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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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적인 능력 소요 (출처: PCRS 2021)

1. UN PKO에 긴요한 능력 제공  

유엔 DPO는 공여국의 평화유지능력준비시스템(PCRS:Peacekeeping Capability 

Readiness System)에서 “현재 및 장차 군/경찰 능력”34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림 6>의 좌측 청색 사각형에서 청색막대는 길고 회색막대가 짧기 때문에 UN 

PKO 능력 소요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다. 반면 우측의 3개의 적색 사각형에서 다목

적 헬기, 신속대응(중대), 무인기시스템(UAS), 공격헬기, 군수/수송중대, 수송기, 지뢰제거/

EOD팀(적색 박스) 등의 청색막대와 회색막대는 대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UN PKO에 긴요하

다는 것이다. 한편 <그림 7>에서 말리와 중앙아프리카 임무단(MINUSMA/MINUSCA)은 다

목적헬기, 무인항공시스템(UAS)을 필요로 하는데, 유엔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활동 장

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엔 PKO가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정교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산 수리온 헬기 부대(병력/장비 포

34　 UN DPO, 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arch 2021), p.11. (출처 https://peacekeeping.un.org/en/department-of-peace-operations, 검색일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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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를 아프리카 임무단에 파병하여 유엔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차적인 효과로 방산 진출이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물론 임무단에 있는 많은 공여국

에게 우리 헬기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헬기로 진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Gaps in MINUSMA and MINUSCA(출처: PCRS. 2021)

한편 유엔은 PKO 전문가의 훈련교재 개발 참여, 교관/강사 훈련(ToT 훈련:Trainer to 

Trainer) 지원, 제3국 참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PKO 

참여 노력선을 조정하여 국제적인 공조와 제3국 PKO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여를 창

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 PKO고위직(장성급 장교) 진출은 군 내부적으로 PKO전문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의 경쟁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부처 협조 등 공동의 노력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효과적인 파병 및 임무수행

효과적인 파병 및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파병법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파

병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이슈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파병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파견계획’에 평화활동에 대한 근

거(유엔 헌장 및 안보리결의)와 동맹의 요청내용 등을 반영하여 파병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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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UN PKO 파병부대의 민군사업은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해당 요청내용을 우선순위

로 반영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둔국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민군사업은 우리 파병부대의 강점이었지만 최근 UN PKO 

임무단의 위임명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민군사업과 중복으로 자칫 오해 및 갈등 여

지가 있고 우리 PKO 부대가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사업의 내용과 지역, 예산 사용에 있어 융

통성이 적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해부대 함정의 진화적 발전인데 우리의 대북전력 유지를 전제로 전투함정 

1척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해적사고의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그림

8>에서 청해부대 작전지역 밖에서 발생한 해적공격이 98%를 차지하는데,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출동한다면 기존의 작전지역에는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며 서아프

리카 해상까지 원해작전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림 8>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건수(출처: 해양수산부)

3. 국제평화활동 여건 개선 

파병상비부대는 파병임무수행을 위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훈련 여건을 개선하여 신속한 

파병 및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병부대는 모체부대와 중앙선발이 완료되면 

파병 약 2~3개월 전 부대를 창설하고 임무수행 후 복귀하면 해체를 반복하고 왔다. 파병상

비부대 소속이지만 파병 이전에 전출할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동기부여가 어렵고, 파병 현

지에서 운용할 장비가 파병상비부대 편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훈련이 실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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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파병상비부대의 일부가 추가 선발 과정 없이 파병되

는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파병상비부대는 임무수행과제를 염출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운용

할 장비를 편제에 반영하든지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파병인원 선발은 중앙선발과 함께 모체부대 위임선발을 통해 파병부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파병임무 복귀 후에는 분야별 자료를 목록화하여 유지하고 다음 파병 

준비에 있어서 수준이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UN PKO는 파견기관별 유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 및 예산 

사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되고 아프리카의 다차원 임무단에서 수행하는 치안개혁 지원, 

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 선거지원 등의 위임명령에 대한 훈련은 효율적인 환경을 구현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 9>의 스웨덴, 핀란드과 PKO교육 사례와 같이 국가급 

PKO센터와 같이 군, 경찰, 민간으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무단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통합 워게임을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유엔평화유지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림 9> 국가급 PKO 센터, 군/경/민간 통합 교육

마지막으로 상비병력의 추가 파병이 병력감축과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에 직면하면서 예비군의 UN PKO참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주영윤

(2020)은35 선행연구에서 ‘병역법 제6장’ 과 ‘군인사법 2조 적용 범위’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36 

예비군 참여에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군이 PKO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35　주영윤, “예비군을 활용한 UN PKO 병력 공여 방안”, 『PKO저널 21호』, 국방대학교(2020), p.71-75. 

36　 병역법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 예비역은 연간 30일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한 의무만 있으므로 예비역의 근무소집 항
목 신설하고, 군 인사법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원에 의해 복무중인 예비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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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참여 방법에 

있어서 예비군의 단위부대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혼합 또는 

일부 직책을 대상으로 PKO 유경험자 중에서 예비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Ⅵ. 결 론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은 진화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해외파병 부

대가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많은 성과와 함께 한계가 노정된 

것도 사실이다. UN PKO에 있어서 첨단 기술 기여 및 제3국 또는 지역 기구와 협력 활동 부

족, 다국적군 평화활동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국

제평화활동 성과 및 한계점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UN PKO 임무단이 필요로 

하는 긴요한 능력 제공, 아프리카 말리 임무단에 헬기 지원,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제3국의 PKO훈련 지원, 파병법 제정, 민군사업 패러다임 발전, 청해부대 

함정의 진화, 파병 상비부대의 훈련 수준 유지 및 훈련 여건 개선, 국가급 PKO센터 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예비군 참여 검토 등이 그것이다. 

군이 국제평화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이다. 군의 국제평화활동 및 발전방향

에 대한 이 연구가 국군의 사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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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변화해왔다.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러시
아 제국과 오토만(Ottoman) 제국은 적대적 관계였고 러시아-터키 전쟁(1768-74)을 포
함하여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냉전 기간인 1952년 터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서 서
구의 동맹 안에서 나토(NATO)에 가입하게 되자 양국 간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였
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이후 러시아가 터키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 국가가 되고 
터키의 다수의 회사가 러시아에서 운영되면서 양국 간 무역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1990년
대 터키는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되면서 양국 간 관계는 상당 수준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국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
가고 있다. 2015년 11월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직후, 터키는 자국 영
공에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가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며 양국 간 무역과 여행을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경제 제재로 보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와 터키의 그간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지정
학적 이익의 상충으로 인해 양국은 시리아와 리비아 그리고 코카서스(Caucasus)에서 맞
섰지만, 이와 반대로 양국 모두 발 빠르게 화해 분위기로 전환한 것은 충돌보다 협력이 더
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광범위
한 협력관계의 이익에서 갈등을 구분 하는 이른바 '친구이자 적(Frenemies)'의 모습을 적
나라하게 보여 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urkey has been fluctuated periodically. 
Russian empire and Ottoman empire was hostile each other from 16 century to 
20 century. They collided in 1768, called Russian-Turkish war and continued to 
fight several times since then. After the World War II,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deteriorated severely. When Turkey joined NATO, or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two countries crossed the red line. In the meantime, two 
countries are heading to different destination recently in terms of diplomacy. 
Russia engaged Syrian civil war militarily since 2015. Turkey also shot down 
Russian Air Force fighter flying over her sovereign airspace. Two countries are 
going head to head in Libya, Southern Caucasus, Cenral Asian countries as well 
as in Syria. These are a few example how the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Due to the geopolitical interest, they can not avoid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s, they seem to realize that the co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recover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Frenemies', meaning sometimes friends or enemy and these dynamic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in lin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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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변화해왔다.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러

시아 제국과 오토만(Ottoman) 제국은 적대적 관계였고 러시아-터키 전쟁(1768-74)을 포

함하여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러시아는 오토만 제국에 맞서 발칸 지역에서 영향력의 확장과 

보스포루스(Bosphorus) 해협의 통제를 시도하였다. 양국 간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악화하였지만, 볼셰비키가 장악한 러시아 정부가 터키의 독립 전쟁을 지원하면서 양

국 관계는 회복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이 터키로부터 영토

의 양도를 요구하면서 다시 악화하였고 냉전 기간인 1952년 터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

서 서구의 동맹 안에서 나토(NATO)에 가입하게 되자 양국 간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

였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이후 러시아가 터키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 국가가 되고 

터키의 다수의 회사가 러시아에서 운영되면서 양국 간 무역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1990년대 

터키는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되면서 양국 간 관계는 상당 수준에서 발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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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러시아와 터키의 경제협력 관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국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5년 11월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직후, 터키는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

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가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

며 양국 간 무역과 여행을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경제 제재로 보복하였다. 이어 2016년 6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시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2017년 5월 휴양도시 소치(Sochi)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

하였다. 

Ⅱ.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 협력과 충돌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와 터키의 그간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지

정학적 이익의 상충으로 인해 양국은 시리아와 리비아 그리고 코카서스(Caucasus)에서 맞

섰지만, 이와 반대로 양국 모두 발 빠르게 화해 분위기로 전환한 것은 충돌보다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광범위한 협

력관계의 이익에서 갈등을 구분하는 이른바 ‘친구이자 적(Frenemies)’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러시아와 터키 사이 경제적 유대는 양국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2019년 양국 간 무역 거래는 230억 유로에 달하였고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이어 터키의 두 



127

러시아-터키, 새로운 지역 경쟁 구도의 형성과 전망

번째 큰 무역 국가가 되었고 터키는 러시아의 다섯 번째 큰 무역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탄

화수소(Hydrocarbon)와 금속을 터키에 수출하고 있으며 터키는 러시아에 섬유, 가죽 상품

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터키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터키는 러시아에 약 1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였으며 러시아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터키

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터키 관광객도 그 어느 국가보다 많다. 2019년 기

준 터키 방문객의 16%가 러시아인이었다.

2015년 러시아 전투기 격추 이후 분열된 관계는 러시아보다는 터키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러시아가 가스를 터키에 계속 수출할 수 있었던 반면 러시아에 대한 터키 수출의 대부

분은 국경에서 막히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터키의 러시아 수출은 48%로 급감

하였으나 반대로 러시아의 터키 수출 감소는 26%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항공기의 운

항 금지로 인해 러시아 관광객의 수가 약 70% 감소하였고 무역과 관광객 수입의 감소로 터

키 GDP에 1%가 줄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계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에 항공기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 2> 터키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가스를 공급하는 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는 친서방(pro-Western) 정책을 선택하였다. 터키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였고 1963년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1에 합류

1　 유럽 경제공동체는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역 기구(Regional Organisation)였으며, 1957년 로마 조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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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1999년 유럽연합의 후보국이 되었다. 하지만 터키와 서구 동맹국과의 유대관계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 위축되었다. 우선 터키는 10년 넘게 유럽연합 진출의 속도가 느리게 되

자 매우 실망하게 되었다. 터키는 또한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yrian Democratic Forces)2과 미군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터키는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터키의 군사

작전을 경계하고 있고 지중해 동쪽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터키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터키는 국제적으로 사이프러스(Cyprus)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탐사 활동을 강행하여 유럽연합과 터키 사이 관세 협정을 현대화하려는 회담마저 중단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서구 동맹국의 터키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주의적 통치이다. 

2016년 이후 서구 세계는 쿠데타 시도 이후 수천 명의 반정부인사가 체포되고 정부 관료가 

숙청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터키의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

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

안을 ‘독재적’이라고 묘사하면서 터키의 야당을 지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5년에 

이르러 터키는 이웃 국가인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국가와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터

키는 2008년 역내 지도국가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무결점(Zero Problems)’ 외교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어떤 국가와도 친구가 되지 못하였고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터키는 ‘역사상 가

장 외로운 공화국’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자 터키는 러시아

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러시아와 터키는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모두 잃어버린 제국의 위대함에 

대한 향수가 있고 과거와 같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야망 또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분위기와 세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서구세계와 긴장

감을 높이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 동안, 푸틴은 1999년부터 에르도안은 2003년부

터, 권력을 장악한 강력한 두 지도자는 빈번하게 회동하였고 개인적 친밀감을 높여왔다. 

해 창설되었다. 1993년 유럽연합(EU)이 형성되자 EEC가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 (EC)로 개칭되었다. 2009년 유럽 공동체
(EC)의 기관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체제 속으로 흡수되었고, 유럽 공동체(EC)는 막을 내렸다.

2　 시리아 민주군은 쿠르드인, 아랍인 그리고 아시리아인으로 편성된 일종의 민병대이다. 소수의 아르메니아인, 튀르크인 그리
고 체첸군 일부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 2015년 창설된 국민보호부대(YPG)의 지도를 받으며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시리아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ISIS와 알카에다 지부 그리고 터키군과 대립하고 있으며 ISIS가 패배한 이후 터키군이 점령
한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점차 전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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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러시아가 터키와 관계를 개선한 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2014년 우크라이

나에 대한 개입 이후 러시아는 서구세계와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고 터키와의 유대 강화는 러

시아가 시리아와 중동지역에서 내전의 중재자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

는 이를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몰락한 지역 세력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9년 터키와 나토의 균열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은 동맹은 ‘뇌사’상태라고 비난하였다. 나토를 주요 외부 위협으로 인식해 온 러시아에 동맹

의 약화는 환영받을만한 일이었다. 터키와의 협력은 러시아가 터키와 나머지 나토 동맹국 사

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무기체계의 구입을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협상이 동맹의 방공체계를 약화할 것이라

며 경고하였다. 2019년 러시아는 S-400 부품을 터키에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방공체계는 전

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F-35 개발계획으로부터 터키를 제외하였다. 

2020년 12월 미국은 터키의 방산 획득 관료를 대상으로 제재를 택하였다.

과거 제국의 영화를 누리었던 러시아와 터키는 이익의 범위가 중첩되었고 역사적으로 어

려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지난 50년 동안 10차례 이상의 전쟁을 치렀다. 1952년 터키가 나

토에 가입하려는 결정은 구소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한 두려움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사라졌고 더욱 건설적인 관계의 구축을 희망하였다. 2001년 양국은 

유라시아 합동 협력 실행 계획(Joint Action Plan for Cooperation in Eurasia)에 서명하

면서 이익을 공유한 이웃 국가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게 되었다. 2004년 푸틴

은 터키를 방문한 첫 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협력의 밀월 기간 이후 양국이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양국의 점증하는 외교정책의 야망은 

이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만들어 내었으나, 양국의 목표가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다. 2020년 러시아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Sergey Lavrov)는 이러

한 복잡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터키가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었던 때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단지 동반자, 가까운 동반자이다. 약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관계가 일종의 전략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터키는 외교적 개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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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20년 기준 130억 달러의 국방예산과 더불어 군사력 355,000명으로 나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터키가 직접

적인 군사력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전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매우 정교한 수준에서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터키에 비교해 4배에 이르는 국방예산과 2배에 이르는 군사력 규모를 보유하여 터키

의 군사력이 러시아에 비교해 열세인 것은 분명하나, 만약 러시아와 터키 사이 직접적인 충

돌이 발생할 경우, 나토가 집단방위를 발동할 수 있어서 러시아는 터키와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려 한다.

  

<표 3> 러시아와 터키의 군사력 비교

Ⅲ. 시리아 내전 개입

2011년 시리아의 내전이 발생한 이후 러시아와 터키가 각각 반대 세력을 지원하면서 각

축장이 되었다. 2013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알아사드(al-Assad) 시리아 대통령을 ‘도살

자’라고 부르며 반군 세력 중 하나인 자유 시리아군(Free Syrian Army)과 더불어 시리아 북

부지역에서 작전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시리아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자치지

역의 통제를 상실하게 되자, 터키의 국경 안에서 쿠르드 분리주의의 부상을 우려하였다. 이

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아랍의 봄을 기해 친러 성향의 리비아가 붕괴하자 중동지역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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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남아있는 동맹인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쿠르드족과도 협력하였다. 

2016년 러시아는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쿠르드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고 시리아

의 쿠르드 민주연합당(PYD, Kurdish Democratic Union Part) 대표들이 방문한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되었다. 터키는 테러 단체로 취급하고 있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3과 쿠르드 민주연합당이 연계되어 있다며 비난해왔다. 

<표 4> 시리아 북부지역의 시리아 정부군, 반군, 터키 지원 반군 현황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시작되

었다. 터키가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은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러시아가 더 이상의 개

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터키의 의도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원하는 친 알아

사드 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시리아 대부분 지역에서 반군은 격퇴되었다. 이렇게 되자, 터키

는 더 이상 알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 이란과 더불어 러

시아가 주도하는 아스타나(Astana)평화회담의 중요한 중재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일련의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시리아의 알아사

3　 1970년대에 세워진 무장 단체로, 터키 남쪽, 이라크 북서쪽, 시리아 북동쪽, 이란 북서쪽에 걸쳐 있는 쿠르디스탄에 쿠르드
족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연합 등은 PKK를 테러 단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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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대통령이 대부분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터키는 또

한 회담에서 시리아계 쿠르드인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

해 터키는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Euphrates Shield, 2016-2017)과 올리브 가지 작전(Olive 

Branch, 2018)을 시리아에서 실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해 터키와 동맹 반군 세력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표4. 참조)

한편 북동부 지역에서 2019년 10월 대부분 미군이 철수하자 쿠르드 군은 보호받을 수 없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터키는 세 번째 작전인 평화의 봄(Peace Spring) 작전을 시작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치(Sochi)에서 회담을 열고 평화의 봄 작전을 통해 터키

가 장악한 지역은 터키가 계속 통제하도록 합의하기로 결론지었고 터키가 아직 장악하지 않

은 시리아 북동부와 터키 사이 국경선의 분리 지대로부터 쿠르드 군이 30km 철수하도록 하

였다. 양국의 합의로 터키와 시리아 사이 완충지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리아 정부군과 러

시아군이 합동으로 순찰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터키는 쿠르드족을 추방하고 터키에 거

주하고 있는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재정착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터키는 이제 전

체 국경선을 따라 시리아계 쿠르드족과 거리를 두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터키는 소치 합의 이후 터키에 의해 장악하고 있던 지역 외곽의 쿠르드족 

도시인 아인 이사(Ain Issa)를 폭격하였다. 터키는 폭격이 쿠르드족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

하였지만, 쿠르드 군은 터키가 시리아계 쿠르드족 영토로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고 비난하였

다. 쿠르드 군은 또한 러시아가 터키의 공격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쿠르드 군이 통제

하고 있는 지역에 시리아가 터키로부터 쿠르드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다시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노력에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터키와 국경일 맞대고 있는 이들리브(Idlib) 지역도 부분적으로 터키가 지원하는 국가해

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을 위시한 반군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2017년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이란은 이들리브 지역을 포함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3개 지역을 긴

장 완화지대(De-escalation Zone)로 선언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들리브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러시아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을 장악하려는 시리아를 지원하는 동안, 시리아

는 또 다른 대규모의 난민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시리아가 3개의 긴장 완화지대를 모두 장악하자 시리아군은 이들리브로 진격을 시작하

였고 2018년 9월, 2020년 3월 러시아와 터키에 의한 두 차례의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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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전투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발생하였지만, 러시아와 

터키는 종종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러시아 폭격기는 반군에 공중 타격을 하였으며 가장 치

명적인 공격은 2020년 10월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에 대한 공격으로 10여 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 2월 시리아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반군을 지원하던 터키군 30여 명이 사망하였다.

<표 5> 유라시아,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터키의 경쟁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에서 일종의 주고받는(give-

and-Take) 관계로 보았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터키가 2018년 1월 쿠르드족이 장악한 아

프린(Afrin) 공격을 묵인하였고 이는 터키가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고 반군이 장악한 이들

리브 지역의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러시아도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 

지역을 공습하여 러시아 동맹국 아르메니아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사이 분쟁이 러시아와 터키의 마찰을 계속 유발하고 있지만, 현상 유지가 이들 양국에 이로

운 것으로 보였다. 즉,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강력한 중재 세력이 되고, 터키는 인접한 시리아 

영토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쿠르드 군이 국경선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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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비아, 또 다른 대리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리비아는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다. 수도 트리폴리

(Tripoli)에는 유엔이 인정한 거국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가 있으며 

리비아 동부에는 벵가지(Benghazi)에 기지를 둔 하피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 국방군(LNA, Libya National Army)이 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다시 반

대편에 섰다. 터키는 이탈리아 카타르와 더불어 거국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반면 러시아는 프랑스, 이집트 UAE와 리비아 국방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인 

와그너(Wagner)가 3,000명의 용병을 리비아에 파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리아인 2,000

명이 추가로 와그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러시아 정부는 와그너와의 직접

적인 연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종종 정부군이 전개되었을 경우 불법적이거나 논쟁의 여

지가 발생하는 상황, 예를 들면 동부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 용병

을 사용하였다. 2019년 리비아 국방군이 거국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트리폴리 인

근 지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퇴각시키는 작전에서 용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거국정부

의 패배를 전환하기 위해 터키는 트리폴리에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터키 또한 

러시아와 같이 시리아로부터 5,000명의 용병을 파견하였고 터키군은 수백 명 정도 수준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거국정부는 다소나마 국면을 전환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와 같이 리비아에 동등한 수준의 외교적,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

았다. 러시아는 또한 리비아에 공식적으로 군사력이 전개한 것은 아니며 2020년 5월 리비

아 국방군이 통제하는 공군기지에 14대의 전투기를 제공하였다. 러시아는 기만을 위해 러

시아 국적 표기를 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하

프타르의 리비아 국방군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이상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

하려는 의도였다. 러시아는 리비아 국방군을 은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거국정부와의 통신 채

널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카다피 대통령의 아들인 자이프(Saif Al-Islam 

Qaddafi)가 차기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 고문관을 파견하였다는 증거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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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터키 모두 리비아에서 내전을 종결하기 위한 지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020년 1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거국정부와 리비아 국방군 사이 

휴전을 합의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연이어 독일과 유럽 동맹국의 결정적인 역할로 베

를린 회의가 개최되어 비교적 장기적인 휴전이 성사되었다. 그러자 러시아는 회의에서 배제

되었다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터키는 휴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리비아에서 러시아나 터키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미국과 같은 다른 중

재자를 배제하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양국은 리비아의 내전에 참여하는 당파를 활용, 리비아

의 거대한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러시아는 2017년 이미 국영 원유회

사 로스네프트(Rosneft) 가 리비아 원유회사와 공동 석유 탐사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로 아직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리비아 정국이 다시 안정된다면, 러시아는 카다

피 시절의 에너지 협력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터키도 2019년 원유와 가스 매

장량이 풍부한 동부 지중해에서 거국정부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분리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그리스의 해상 경계선 주장을 무시한 연유로 다른 지중해 국가

나 유럽연합에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터키는 거국정부와 회담 이후 리비아 수역에서 

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군사 기지도 러시아와 터키 사이 잠재적 충돌 사

안으로 터키는 거국정부와 2개의 해군 기지를 건설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Ⅴ. 코카서스(Caucasus)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터키를 두려워하고 있는 근원은 1990년대 터키의 체첸

(Chechen) 반군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러시아가 터키의 쿠르드 반군을 인정

하지 않는 대신 터키도 체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양측의 합의로 대부분 해결되었다. 

코카서스 지역의 남아있는 마찰의 중요한 문제는 오랫동안 대립해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

이잔 관계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구소련 연방의 어느 국가보다 터키와 가

까우며 이들 양국은 자신들을 ‘한 민족 두 국가’라고 칭하곤 하였다. 터키는 또한 유럽연합에 

이어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며 아제르바이잔은 TANAP 송유관4을 통해 가

4　 아나톨리아 천연가스 송유관(TANAP, The Trans-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은 터키 영토의 송유관으로 남부 가
스 회랑의 중심 부분이며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으로부터 코카서스 남부 송유관을 통해 유럽으로 이어진다. 이 송유관은 아제
르바이잔과 터키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총길이는 1,841km이며 2015년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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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수출하고 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는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

부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백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의 학살로 무너지게 되었다. 당시 터키는 다른 국제사회와는 

달리 대량 학살(Genocide)을 인정하지 않았다. 터키는 아르메니아와 외교관계도 맺지 않

았으며 1993년 이후 국경은 폐쇄되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항하여 아르메니아는 러

시아 편에 서게 되었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5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6에 합류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동맹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기 수입국이면서 러시아와 페르시아

만 국가 사이 통행의 중요한 교차점인 아제르바이잔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

시아는 또한 미국, 프랑스와 더불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 중재에 나서 민스크 협정(Minsk Protocol)을 이끈 주요 국가였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2015년 이후 러시아와 터키 관계의 가장 가혹한 시험장

이 되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구속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밀접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

이 전쟁이 벌어지자, 러시아와 터키는 대리전 양상에서 직접적인 대결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터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쟁 초기 아르메니아와 방위조약이 나고르노-카라

5　 집단안보조약기구는 2002년 10월 7일에 창설된 구소련의 공화국 6개국의 집단안전보장 조직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
부를 두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효시는 1992년 5월 15일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
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체결한 독립국가연합 
집단안전보장 조약으로 아제르바이잔은 1993년 9월 24일, 조지아는 1993년 12월 9일, 벨라루스는 1993년 12월 31일
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4년 4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약의 유효 기간을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했
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4월 2일에 체결된 집단 안보 조약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거부하여 탈퇴했다. 2002년 10월 7일 구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
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집단 안보조약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으며 2003년 9월 
18일에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6월 23일에 가입했지만 2012년 6월 28일에 탈퇴하였다. 집
단안보조약기구는 2009년 2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가입국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 테러, 조직적 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 사태 등에 대해 공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
로 합의했다. 유엔 총회 옵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6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유라시아에 위치한 국가 간의 경제 연합이다. 2014년 5월 29일에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러시
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창설 조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월 1일에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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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아르메니아의 영토에만 국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도 공격을 자제하였고 러시아 헬리콥터에 대한 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였으며 러시아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쟁의 격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군대를 직접

적으로 파견하지 않았고 단지 수백 명 수준의 시리아 용병을 파견하였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나타난 학습과 논리에 따라 러시아와 터키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터키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코카서스 남부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합의한 통행 회랑은 터키와 국경은 연하는 아제

르바이잔의 나흐치반(Nakhchivan) 지역과 다른 아제르바이잔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

어 궁극적으로 이란을 통해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카스피해(Caspian Sea)로 이를 수 있

게 되었다.

<표 6> 나흐치반 회랑과 이전의 이란을 거쳐 카스피해에 이르는 통로

이와 동시에 평화협정은 지역의 협상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재확인해주었다. 이로

써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에 참여한 미국과 프랑스를 배제할 수 있었고 2012년 러시아가 임

대한 가발라 레이더 기지(Gabala Radar Station)의 계약이 종료한 이래 아제르바이잔 영토

에 러시아군이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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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러시아와 터키는 여전히 분쟁 지역에서 상대방의 역할을 비난하고 있다. 터키가 

향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위와 관련한 협상에 개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민스크 협약에 개입하려는 터키를 막았다. 러시아는 또한 평화유지 작전7의 주도를 주장하면

서 터키는 오직 부차적인 역할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터키가 러시아-터키 합동

감시센터(Russian-Turkish Joint Monitoring Center)에 옵서버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지만, 이들의 활동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밖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터키는 여전히 독립적인 감시센터를 요구하고 있다.

Ⅵ. 구소련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는 오토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지만, 터키와 문화적, 언어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터키어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

르기스스탄에서 사용한다. 이들 국가는 회교도가 다수인 지역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터키

는 이들 ‘자매 공화국’의 독립을 가장 먼저 인정하였고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들 국가

에 모델 국가로서 터키를 투영하고자 하였다. 터키는 또한 이들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협력과 협조기관(TİKA,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을 창설하였다. 

터키의 개입은 새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았고 러시아에 지나친 의존

을 피하고자 하였다. 2009년 터키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함

께 티키 위원회(Turkic Council)를 창설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가입하였다. 러시

아 사람이 다수인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전까지 자신의 터키 정체성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

였다. 하지만 터키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비록 터키 위원회는 국가수

반, 외교부 장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회동하였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터키와 5개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 무역은 4%에 불과하여 경제협력도 크지 않았

다. 비록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의 잠재적 공급자로 나서길 희망하였지만 트랜스 카스

피해 송유관 건설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카지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아르메니아와 연계한 굴렌 학교(Gulen school)의 폐쇄를 거부하고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 

카리모프(Karimov)도 점차 터키와 협력을 멀리하게 되자 초기 중앙아시아의 발전에 초점을 

7　 여기서 평화유지작전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 작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러시아가 이 지역의 평화
를 위해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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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터키는 중동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서 우세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 타지키스탄은 터키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러시아가 주

도하는 군사동맹인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의 회원

국이다. 비록 우즈베키스탄이 2012년 집단안보 조약기구에서 탈퇴하였고 다시 합류하려는 

계획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 분

야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유럽연합에 뒤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터키에 비해 5배 정도의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여기에 속한 카자흐

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역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터키를 배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2015년 터키가 러시아 항공기

를 격추한 짧은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서 어떠한 입지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압력만 있었을 뿐이었다.  

Ⅶ. 우크라이나와 흑해

보스포루스(Bosphorus) 해협은 러시아가 지중해에 이르는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 병목 지대는 러시아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36년 몽트뢰 협약(Montreux Convention)에 따라 흑해의 해안선에 있는 국가들은 미미

한 제한 사항이 있었으나 상업용과 해군용 선박을 해협을 통해 보낼 수 있었다. 이 협약은 터

키가 해협을 통제할 수 있고 반면 러시아는 지중해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

국에 모두 이익이 되었다. 이 협약 덕분에 2016년 당시 터키와의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러

시아는 흑해함대로부터 시리아에 전함과 잠수함을 전개할 수 있었다. 비록 이 협약은 제대로 

이행이 되었지만, 터키가 보스포루스를 우회하여 몽트뢰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이스탄불 운

하 건설을 통해 해상 교통을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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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터키가 계획 중에 있는 이스탄불 운하 

흑해 지역의 군사력 주둔은 양국 사이 또 다른 문제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터키는 흑

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Crimea)의 합병은 이러한 균형을 깨트렸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규모 부

대, 전함과 잠수함을 전개하여 푸틴의 말처럼 크림반도를 요새로 바꾸어 놓았다. 전 나토 사

령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공미사일은 실질적으로 전 흑해를 관통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함 미

사일은 지역의 절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반

영하듯 흑해가 ‘러시아 호수’가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였다. 터키는 나토의 흑해 지

역 전투력의 현시(現示)를 환영하였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의 나토 확대를 지원하였다. 특

히 우크라이나와 2011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2017년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

였으며 2020년 국방협력에 합의하였다. 

Ⅷ. 러시아-터키 관계의 함의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와 터키가 영향력 확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양국의 대리전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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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달랐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승자의 편에 섰고 터키의 지원으로 아

제르바이잔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리비아에서 터키가 지원하는 거국정부와 러시아가 지

원하는 리비아 국방군의 내전은 교착상태에 있다. 하지만 위 3개 국가에서 매우 다른 결과와 

더불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러시아와 터키가 모두 영향력을 확

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리비아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원래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지만, 시

리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를 배

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시리아에 대한 유엔 주도의 제네바 협상과 같은 다자주의 메커니즘

은 러시아 주도의 아스타나 회담이나 민스크 협정으로 퇴색되었다. 2020년 12월 유럽 고

위 대표 보렐(Josep Borrell)은 아스타나 회담과 관련하여 다자주의를 위협하는 ‘아스타나화

(Astanization)’에 경고를 보냈다.

앞서 3개의 분쟁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자치, 영토의 통합성, 근본적인 인권, 정치의 다원

주의(Political Pluralism), 군사력 사용의 억제 등의 문제와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원칙보

다는 지정학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인권남용으로 비난받아 온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였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완충지대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시리

아 영토를 일부 병합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터키는 외교적 해결책보다는 군사적 지

원에 무게를 두었고 리비아에서 러시아와 터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편을 지

원하면서 내전을 오히려 확산하였다.

터키가 러시아와 관계를 구분하려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 거

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독특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유라시아와 중동국가 모두가 러시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별적 개입

은 유럽연합 회원국 외교부 장관에 의해 2016년 채택된 기본 원칙 중 하나였다. 한편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후보국으로 터키가 협상의 가치보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러

시아와의 경쟁 구도가 실제로 러시아가 꿈꾸는 이른바 ‘다극 체제’의 비전에 더욱 가까이 다

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동맹국들이 선호하는 다

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질서가 아니라 거대 강국의 경쟁 시대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에르도안 체제의 터키는 서방세계와 아직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점차 러시아가 생각

하는 세계관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터키와 서구세계와의 분열을 분명 반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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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흑해의 긴장은 러시아가 잠재적인 적대국이 될 것

이라는 터키와 나토 동맹국의 우려를 상기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터키의 러시아 수출보

다 유럽연합 수출이 15배가량 크고 따라서 터키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보

다는 유럽연합과의 관세 동맹에 잔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과 터키 사이 관세 동맹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8년 

6월 유럽연합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터키와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터키는 관세 동맹을 유럽

과의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구세계 또한 터키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터키와의 계속 협력

을 유지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터키를 주요 경제 대상국뿐만 아니라 회교국가

의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이자 유럽의 남동부 측방을 방호하고 흑해로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동맹 국가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해볼 때, 터키

는 러시아와 경쟁적,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서구세계의 캠프에 잔류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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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작전국(DPO) 예하 통합훈련처(ITS1)는 2020년에 유엔보병대대 교범

을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2021년 유엔에 파병되는 회원국의 보병대대를 훈련 

시킬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UNIBAT STM2)을 발간하게 

된다. 통합훈련처는 회원국 14개 국가 24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사전문자문

단을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화상회의를 통한 토의와 자료작성을 하였으며, 

8월 최종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각국의 전문가들은 2주간 우간다 엔테

베의 유엔지역지원센터(UN RSCE3)에 모여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최종본을 작

성하였다. 이번에 한국군은 최초로 유엔군 교범발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

엔보병대대 참고교범(UNIBAT STM)은 유엔임무단의 현재 상황과 유엔 평화작

전의 중점, 회원국 파병부대에 대한 교육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유엔

임무단 중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콩고, 수단, 중앙아프리카 등 주요 임무단에서 

파병요원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새롭게 취임한 구테레스 사무총장

은 유엔의 개혁을 위한 행동으로 A4P4를 추진하고 있다. A4P는 유엔임무단 현

장으로 파병되는 부대들이 최신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잘 훈련된 상태로 전개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대세력과 직접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병

대대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에서 새롭게 포함

되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있는 분야는 현재 유엔이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

는 방향이다. 우리 군도 레바논에 파병하는 보병대대인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

빛부대(공병대대)의 파병 전 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ITS(Intergrated Training Service, 통합훈련처) : 유엔 평화작전국 예하 부서로 회원국들의 파병
부대들에 대한 파병 전 교육과 임무단에서 임무수행중인 부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2　UNIBAT STM : United Nations Infantry Battalion 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3　 UN RSCE(UN Regional Service Center Entebbe, 유엔 엔테베 지역서비스센터) :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우간단 엔테베 지역에 설치됨. 현재 아프리카 임무단들에 대
한 군수지원과 교육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아프리카 임무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4　 A4P(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 평화유지구상 계획) : 2017년 새롭게 취임한 안토
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18년 3월 28일 유엔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안보리 고위급 논
의에서 평화유지구상 계획(A4P, 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을 발표함.

요  약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of Peace Operations, ITS published a 

new fild Manual for the UN Infantry Battalion in 2020. In addition, the 

UNIBAM STM will be published so that infantry battalions deployed 

from member states can use it practically during the training to 

prepare for depolyment on the mission area. The United Nations 

ITS formed a professional advisory group composed of experts from 

UN member states to publish UNIBAM STM. A military advisory 

group composed of 24 experts from 14 member countries has been 

discussing and preparing data through video conferences since 

February 2021, and finally drafted in August. After that, experts from 

each country gathered at the UN Regional Support Center(UNRSCE) 

in Entebbe, Uganda, for two weeks to prepare the final version after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military, 

I participated in the U.N. military advisory group. The UNIBAN STM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N mission, the focus of the UN 

peace operation,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troops deployed 

from member states. Currently, key UN missions such as Congo, 

Sudan, and Central Africa, which are recognized as dangerous 

areas among U.N. missions, are increasingly sacrificing soldiers. 

Accordingly, Secretary-General Guterres, newly inaugurated in 2017, 

is implementing the A4P as an action for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The A4P makes it an important issue for troops deployed to the UN 

mission area to be equipped with the latest high-tech equipment 

and well-trained. In particular, it focuses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antry battalions, which are engaged directly with hostile forces. The 

newly included or detailed areas in the U.N. Infantry Battalion's STM 

are currently the United Nations' main focus, and it is believed that 

South Korea can apply them to training of the Dongmyeong troops 

deployed to Lebanon and to some ext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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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엔의 보병대대교범은 2020년 ITS 주관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이후 2021년 2월부

터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을 위한 군사전문가들이 선정되어 초안을 작성하고 토의를 시작

하였다. 현재까지 유엔 교범사업에 한국군이 참여한 사례는 없었으며 유엔의 요청도 없었다. 

2021년 유엔 ITS는 한국 국방부로 군사전문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국방대학교 

PKO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에 한국에서도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 유엔 보병대

대 참고교범 발간사업에 군사전문가로서 참석을 하면서 우리군도 이제 유엔으로부터 평화유

지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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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고교범 발간 배경 및 임무단 전개 전 교육

* 유엔보병대대 훈련 참고교범(STM) 발간 배경

* 회원국 유엔 보병대대 임무단 전개 전 교육 과정

2021년 2월부터 매달 정기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슈를 선정하고 소그룹을 통한 토의와 

의견 수렴을 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소그룹별로는 매주 토의를 통해 그룹에 부여된 과제 

토의와 세부안을 작성해 나갔다.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세부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가졌다. 기존 교범발간의 경우에는 두 세번 정도 대면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모든 토의를 진행하고 초안을 작성

하였다. 8월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9월 우간다 엔테베의 지역지원센터(RSCE)에 모두가 모여

서 대면 회의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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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사전문가 참가국 현황

구 분 참가국 인 원 구 분 참가국 인 원

아시아

1. 방글라데시 2

중남미

8. 브라질 2

2. 인도 2 9. 우루과이 2

3. 인도네시아 2 10. 과테말라 2

4. 네팔 2

아프리카

11. 가나 2

5. 파키스탄 2 12. 모로코 1

6. 한국 1 13. 나이지리아 2

북미 7. 미국 1 유럽 14. 핀란드 1

* UNIBAM 전문가 그룹 : 14개 국가 24명 / 엔테베 회의 미참석 : 인도(2), 핀란드(1)

2주간 엔테베 지역지원센터에서 전문가그룹은 매일 지정된 책임 과제를 발표하고, 이어

서 조별로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 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P, IED, 국제법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였다. 

<표 3> 엔테베 지역지원센터 회의

엔테베 지역지원센터 전문가 발표

소조토의 전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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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 발간에 참석하여 각국의 군사전문가들과 토의하고 유엔 ITS 실무

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유엔이 지향하는 방향과 유엔임무단으로 

전개하는 보병대대의 훈련에 대한 요구수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하고 연구를 하면서 유엔본부에서 파병부대 운영과 장비 보유 

및 파병 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험한 유엔임무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콩고,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적대세력들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해서 공격을 일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본부는 각국의 파병부대가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잘 

훈련 받은 부대들이 파병되도록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회의 중에 유엔에서는 여러 분

야의 교범들도 참고 교범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엔평화유지군 정보와 접

촉소대(EP)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교범을 정립하고 있었다. 

유엔의 교범 발간사업에 참석하면서 유엔에서 평화유지활동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유

엔 교범 발간의 배경이 되는 현재 유엔의 상황(현재 유엔임무단의 변화되는 환경, 유엔의 도

전, 개혁 방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에서 다루는 내용 중 주요하게 

변화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엔의 변화를 요구하는 임무단 환경의 변화, 회원국들의 

입장차이 등 유엔임무단의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유엔의 개혁 활동

인 A4P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군사령부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주체인 유

엔보병대대의 임무와 요구되는 능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엔보병대대 교범의 분석 내용

(변화 및 강조사항)은 향후 우리 군의 해외파병 정책과 파병부대의 파병 전 교육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임무단 환경의 변화 : 유엔보병대대 교범의 개정 이유

1. 임무단 환경 변화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일부 위험지역에서 무장세력, 테러

리스트에 의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말리, 중앙아프리카, 수단, 콩고 등 임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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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군으로 참가하여 유엔 마크만 보여주면 안전을 보장받았던 시기는 지나가고 무장세력들

이 평화유지군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파병부대

의 희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일부 회원국에서 전개하는 군의 장비편제가 미흡하고 훈련수준이 낮은 상태로 임무

단에 전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임무단에 파병되는 상당한 국가들이 저개발국가들로 

편제 장비가 부족하고 일부 파병부대의 훈련수준이 낮은 사실도 이러한 희생자 수를 증가하

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부 저개발국가의 파병부대는 통신, 감시 및 기동장비 등 주요 

장비의 편제 부족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임무단에 전개되고 있다. 

셋째, 펑화유지군이 파병된 현장에서 무장단체 및 테러단체에 의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

어나고 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 사이의 교전 및 무장단체의 민간인 살상의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 평화유지군은 민간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콩고, 

말리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인종살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군이 좀 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유엔안보리는 평화유지군 무

력사용의 원칙을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만을 강조하였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최소한의 무력사용만을 강조하는 원칙은 군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임무 수행토록 만들었

으며,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평화유지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된

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이 보고 되었다. 콩고 임무단 군사령관을 지낸 브라질 크루즈 중

장의 보고서(Cruz1 보고서)에서도 현장에서 군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무력사용을 포함한 보

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준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 중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유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아동과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는 유엔평화유지임무단(UN Mission)의 위임

명령(Mandate)에 민간인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포함하고 있고,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Cruz 보고서 (2017.12.19.) : Cruz 장군은 브라질 장교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콩고 평화유지임무단 
(MONUSCO) 군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2017년 유엔사무총장의 지시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 제목은 
“Improving Security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 “유엔평화유지군의 보호 강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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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의 개혁의지, A4P 

2017년 새롭게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18년 3월 28일 유엔평화

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안보리 고위급 논의에서 평화유지구상 계획(A4P2, 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A4P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계속해서 

추진해온 평화유지활동들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국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계획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임무단의 전략적 평가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축의 개

선, 광범위한 행정조직과 관행의 개편, 개발시스템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화유지구

상 계획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기초로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성 강화 

등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상되었다. 

사무총장은 앞에서 언급한 유엔임무단에서의 환경변화, 무장세력들의 빈번한 유엔군에 

대한 공격 행위, 파병부대의 장비와 훈련 부족, 유엔파병부대 희생자 증가, 민간인 희생자 증

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군의 역할 제한 등을 유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 및 지역 기구와 공유하며 그들의 지지

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유엔은 평화유지구상 계획(A4P)을 통해 ①분쟁의 정치적 해결, ②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③민간인 보호 임무 강화, ④평화유지요원의 안전강화, ⑤성과와 책임성 강화, ⑥평화구축과 

지속적인 평화, ⑦파트너십 강화, ⑧규정준수 등 8개의 중점 분야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https://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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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화유지구상 계획(A4P) 8대 중점 분야

* 출처 : http://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현재 유엔은 A4P 추진으로 일부 유엔본부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회원국들에서 파병되

는 부대들의 훈련수준을 높이고, 최신의 장비들로 편제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파병부대의 임무에 민간인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민간인 희생 상황이 발생 시에는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임

무단에서 민간인 보호를 임무단 위임명령(Mandate)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은 임무

단에서 파병부대원들의 도덕성과 규율준수, 여성 평화유지군의 확대와 역할 증대, 삼각 파트

너십을 통한 연합파병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되고 훈련된 부대의 파병에 관해

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유엔 임무단으로 전개하는 유엔보병대대 파병부대들이 임무 수행

에 적합한 최신 편제 장비를 보유하고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 부대 방호능력과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유엔평화유지군의 운용개념 변화 

평화유지임무단에서 군의 운용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민간인 보호를 주요 핵심 과업

으로 지정하고(특히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다소 수세적이고 최소한

의 무력만을 사용토록 강제하던 방향에서 임무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 작전까지도 가능하도



154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록 개념을 변경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에 대한 선조치 행동과 

필요하다면 선제공격까지도 국제법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엔 평화유지임무단 중 유

엔안보리에서 유엔헌장 7장(무력사용)에 기반을 둔 현장 임무단의 경우에는 민간인 보호 등 

위임명령(Mandate)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이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3

둘째, 주어진 위임명령(Mandate) 완수와 적극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정보획득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파병부대의 정보획득, 분석 및 운용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다. 현재 유엔평화유지 정보(MPKI) 교범을 발간하였고, 정보수집부대의 운영개념인 

PK-ISR4 참고교범을 새롭게 발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보병대대에도 필요한 최대한의 정

보자산과 운용개념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셋째, 유엔평화유지군이 현장에서 민간인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무단에서 군의 민간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

러나 현장에서 민간인들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는 제한이 많

을 수밖에 없다. 변화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가 필

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병대대는 실질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자산을 가

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보획득의 한 방법으로 보병대대 전투원들이 직접적인 정찰과 순

찰 등 작전활동을 통해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것이 접촉소대(EP, 

Engagement Platoon, 우리군의 민사작전부대와 유사한 개념) 이다. 

현재 유엔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여성과 아동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운용개념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이들 접촉소대 개념은 이

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미군과 캐나다군 등이 운용한 개념이다. 아프가니스탄을 포

함한 무슬림 지역에서 남성 전투원들이 여성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인 여성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군들로 소

규모 인원들을 편성하여, 정찰과 순찰 간에 보병부대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을 교리화 해서 현재 EP 핸드북을 만들고 있고, 유엔보병

3　콩고 임무단의 군 위임명령(Mandate)에는 군이 임무 수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PK-ISR(Peacekeeping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평화유지 정보, 정찰, 감시) 평화유지활동간 
정보획득, 정찰 및 감시를 위한 정보부대들의 책임, 운용 등에 관한 교범을 발간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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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교범에도 새롭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병부대 참고교범에서는 EP5 부대

를 편성하여 민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토의하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 

민간인들과 관련된 데모 진압 지원과 구류자 처리 등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Ⅲ. 유엔보병대대 참고자료 발간 :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1. 부대방호 및 민간인 보호에 중점, 이를 위한 공세적 작전도 포함

새롭게 개편된 유엔보병대대 교범은 유엔파병부대의 희생을 감소하기 위한 자체 부대방

호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인 보호를 위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위임명령(Mandate)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세적 작전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유엔보병대대 교범은 정찰, 감시초소 운용, 기지 방어, 호송 등 방어적인 작전 운

용개념에 집중하였고, 최소한의 무력사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새롭게 발간된 

유엔보병대대 교범에는 탐색 및 격멸(Cordon & Search), 공세적 작전(Conduct Offensive 

Operations) 등 공세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방호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위협의 정의, 

위기관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무수행 단계별로 주의사항과 계획수립 

및 실시 간 중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임무단에서 희생자들의 통

계를 보여주고 적대세력들의 직·간접 사격뿐만 아니라 지뢰 및 급조폭발물(IED)에 의한 피해

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 교범에서는 피해가 많은 지뢰 및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포함하여 설명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폭발물 처리(EOD)에 대한 처리절차와 임무단에서 폭발물 처

리 전문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보병대대의 부대방호를 위해 계획수

립 간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5　 EP(Engagement Platoon) : 여성의 비율이 50%이상으로 편성된 소대규모의 부대로 4-5명이 한팀이 되어 보병대대 중
대에 배속되어 여성과 아동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민사작전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개념 정립중에 있으며, 
미군과 케나다 등의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용한 개념으로 우리의 민사작전부대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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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대 방호

희생자 피해 사례 부대방호를 위한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유엔 안보관리 시스템 주요 피해인 급조폭발물(IED) 설명

둘째,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임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무력의 사용, 민간인의 정의, 인권

과 인도주의 보호, 취약계층(특히 아동과 여성), 분쟁 관련 성폭력, 성폭력 및 착취 등에 대

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에 대한 주된 논의가 시작된 키갈리 원칙(Kigali 

Principles, 2015)과 민간단체인 유엔 산하기관들과 NGO, 비영리 기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이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병대대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계획수립 및 실시 간 주의사항과 중점사항에 대해서 많

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임무수행 단계를 억제(Prevention), 사전대응(Pre-

emption), 대응(Response), 보강(Consolidation)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수립단

계에서 억제 및 사전대응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 전에 준비하고 사전 조

치하는 단계인 억제와 사전대응 단계를 강조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위협이 되는 요

소가 발견되면 사전 공세적 행동을 수행하여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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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간인 보호

인권 보호 단계별 대응 (억제, 사전대응에 중점)

민간인 보호 작전 개념 아동에 대한 특별 고려

셋째,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등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고 효과적인 훈

련을 강조하고 있다. 보병대대의 표준편성안을 제시하며 적정 인원, 장비에 대한 보유를 강

조하고 있으며, 과업 및 조건 기준을 제시하여 대대장 및 참모, 제대의 과업과 수행능력에 대

한 기준을 도표화 해서 제시하고 있다. 

2. 적극적인 정보활동 강조 : MPKI, PKISR

유엔임무단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직접사격 및 급조폭발물을 활용한 공격 등으로 피해자

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위한 적시 적절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유엔임무단에서 군의 임무 수행 간 중립성과 무력사

용의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군사정보(Intelligence)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

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인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군사적인 작전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유엔에서도 군사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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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에 대한 용어 사용과 운용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임무수행을 위해서 보병대대는 부대와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세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획득이 필요하다. 유엔 임

무단에서 군의 정보획득 자산이 부족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임무단의 

관계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임무단에서 정보 유통의 중심

에는 합동임무분석센터(JMAC6)가 있으며, 군은 임무단에서 군, 경찰, 민간 조직 중 부분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군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계획, 수집, 생산, 유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평화유지군으로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수집했던 군이 이제는 정규군과 같은 

정보 조직을 구성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 유통하고자 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임무단과 군사령부의 이러한 정보획득의 중요성은 보병대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한된 자산으로 최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보병대대에도 자체 정보수집자

산(소규모 드론, UAV 등)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전투병들도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개념들을 보병대대 교범에도 반영하고 있다.

<표 6> 평화유지 활동 – 정보·정찰·감시 (PKISR)

정보의 중요성 정보 유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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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효사거리 드론 활용 방안

3. EP(접촉 소대, 민사작전소대)

유엔 임무단에서 부대방호와 민간인 보호 등 임무수행을 위해 정보획득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병대대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은 제한된다. 그

리고 임무지역에서 남성들로 이루어진 전투병들이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에게 직접 접촉하기

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들은 군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혹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기존의 전투원들이 이들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들과 원

활한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제한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미군과 캐나다군 등은 여군들로 이루어진 접촉부대(EP7)를 편성

하여 운용하였다. 이들은 보병 전투부대들의 정찰 및 순찰 간 함께 편성되어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유엔임무단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7　 EP (Engagement Platoon) :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며 여군 위주로 구성되어있음. 우리의 민사작전
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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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류소대 (EP)

EP 임무 EP 역할

EP 편성 EP 소대장 임무

접촉(민사)소대(EP)는 보병대대에 4-5명이 한 개 팀을 이루며, 약 4-5개 팀으로 구성된 

소대 규모로 편성한다. 각 팀은 중대에 배속되어 중대의 정찰 및 순찰 간 민간인들을 대상으

로 접촉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EP 핸드북이 발간되었으며, 보병대대

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 토의 및 정립 단계에 있다. 민사(접촉)소대의 요구 능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만 부대의 절반 이상을 여군으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파

키스탄이나 일부 무슬림 국가 등에서는 보병부대에 여군이 한 명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

다. 문화의 차이와 숙영시설의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여군을 편성하기 제한된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EP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성들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

하여 민사작전을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콩고와 말리 등에서 여군들로 

구성된 EP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도 민사(S-9, CIMIC)부서에 편성된 일부 여군들을 활용하여 민가 지역 순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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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 군도 유엔에서 요구하는 여군 확대 정책과 전장에서 민간인들

과 의사소통 등 효과적인 접촉을 위해 여군들의 파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에

서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조건 등을 세분화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풀을 

관리해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구류자 처리, 폭동진압 상황)

보병대대 참고교범에 새롭게 포함되는 사항은 구류(체포)작전(Detainee Operation)

과 폭동진압 작전(Crowd / Riot Control)이다. 구류작전(Detainee Operation)은 미군의 

전시 작전개념으로, 유엔 보병대대 교범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며, 군이 민

간인을 대상으로 체포작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견에 따라 토의를 거쳐 구류자 처리

(Handling Detainee)로 개념을 수정하였다. 경찰 임무수행에 지원하는 경우에 탐색 및 격

멸 작전이나 그 밖의 임무수행 간 민간인을 잠시 억류(구류)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고, 억류

(구류)자들 처리에 대한 원칙과 고려사항 등을 교범에 포함하기로 토의를 하였다.

아울러 폭동진압 작전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작전을 

지원하고, 작전수행 전 보유 장비 및 고려사항,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토의하여 필요한 사항

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Ⅴ. 결론 

유엔은 임무단에 전개되는 파병부대들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제한된 수의 부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병부대들의 장비를 최신화하고, 훈련상태를 높이고,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군도 유엔임무단 환경의 변화와 유엔본부의 지침 변화에 맞추어,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훈련,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환경과 기준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부합한 파병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파병

부대의 훈련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EP, 정보자산을 포함한 정보 능력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엔 보병대대 참고교범 발간 전문가그룹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162

PKO 저널 제23호 
December, 2021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각 국가는 

다양한 수준의 국력과 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국가의 입장에서 토의를 하다보니 

PKO 파병 국가별 능력,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PKO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인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외교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 된다.

<표 8> 유엔 보병대대 교범 전문가 그룹

보병대대 교범 전문가 그룹 전체 토의 및 발표

인증서 수여 전문가 그룹 참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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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UN PKO 활동, 그 특별한 시간들

UN PKO in Lebanon, The Special Times

육군 소령 경수진1

MAJ. Sujin Kyoung

Ⅰ. 유엔(UN)의 이름으로
 

입대 전 내게 ‘유엔(United Nations)과 세계평화’는 가슴 뛰는 단어였다. 우리가 6·25전

쟁에서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인류가 노

력한다면 고통받는 이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유엔(UN)은 내게 

약육강식이 판치는 국제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늘 가슴 한구석에 언젠가 

유엔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먼저 대한민국의 평화부터 지키자는 생각에 장교가 되기로 했다. 대

한민국의 장교로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보람있었다. 하지만, 유엔에서 ‘세계평화’

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열망은 식은 적 없었다. 생의 사이클을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여러 가

지 이유로 파병 지원조차 못 하고 그 로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지금

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고민과 설득, 그리고 좋은 분

들의 도움으로 장교로 임관한 지 15년 만에 나는 유엔의 이름으로 레바논에서 PKO(국제평

화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종선발이 결정된 후 3개월 동안 국제평화유지센터(PKO Center)에서 파

병 전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자대로 복귀했다가 2020년 3월에 파병되어 전임자와 교

1　제66보병사단 공보정훈참모 (접수일 : 202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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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파병지인 레바논과 임무단에 대해 연구하고 전임자에게 업무

절차(Standard Of Procedure)를 받아 열심히 공부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파병출국 날짜를 기다렸다. 

그런데 2020년 초 갑자기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복병이 등장한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강한 전파력의 바이러스는 가장 가까운 우리나

라부터 덮쳤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 우리나라 이름

이 올랐다.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진 바이러스는 곧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았다. 함께 파병 예정이었던 김소령과 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계속해서 긴장해야 했다. PCR테스트를 받고, 있지도 않은 영문증명서를 준비해야 했다. 심

지어 현지 상황으로 파병출국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도 들려왔다. 

하지만, 다행히 예정대로 유엔에서 파병명령이 났고, 이에 따라 파병에 필요한 각종 서류

와 국제운전면허증,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절차에 맞게 준비를 했다. 그렇게 계획된 출

국일을 9일 앞두고 합참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이틀 뒤 레바논 공항이 기약 없는 폐

쇄에 들어간다며 당장 내일 출국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직업병 때문이었을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필요한 물품도 보내지 못했고,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장 내일 출국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입이 떨

어지지 않았다. 출국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9일이나 앞당겨 갑자기 출국해야 한다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나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번에 출국하지 

않으면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컸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공항이었

다. 울면 엄마가 더 힘들다는 말에 애써 울음을 참으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갈 때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다. 

파병을 결정한 이후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애들은 어떡하고?”였다. 그때마다 나는 

당당하게 “애들은 엄마만 있냐, 아빠도 있다”라고 되받아쳤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두고 떠나려니 많이 힘들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을 두고 

먼 곳으로 파병을 떠나기로 했을까? 내가 한 선택이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들어선 출국장은 내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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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카타르, 카타르에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로. 당시에 한국이 ‘입국 금지 국가’

였기 때문에 여러 서류를 보여주며 어렵게 입국했다. 베이루트 공항에 마중 나온 전임자들을 

만나 차를 타고 두 시간을 이동했다. UN이라고 적힌 차를 타고 가며 본 중동의 국가 레바논

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남부의 경계 리타니 강을 건너 검문소를 지나, 철

조망이 쳐진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레바논임무단(UNIFIL) 본부(HQ)에 도착했다. 내가 

1년 동안 지내며 임무를 수행할 곳이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건강체크를 마친 

후 우리는 바로 14일의 격리에 들어갔다.

<그림 1> 레바논의 해안도시 사이다(Sidon)와 캠프에서 본 지중해의 풍경2

창문 너머 보이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 동이 틀 무렵이면 들리는 이슬람 기도소리와 뒤이

어 울리는 힌두교 뿔나팔 소리, 옆 방에서 들리는 인도 마살라 음악 소리, 앞에 있는 이탈리

아 식당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이탈리아어, 매 끼니 배달되는 국적이 모호한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유엔 캠프에 와 있구나’하고 실감하게 했다. 

레바논 공항 사정 때문에 내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전임자가 황급히 떠난 후, 나는 의지

할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막막했다. 하지만 다행히 와이파이가 연결되었고, 느리긴 하

지만 쓸만했다. 가족과 영상통화도 하고, 함께 파병 온 김소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서 낯설고 불안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1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원하긴 했

지만, 가족을 두고 떠나는 파병, 마음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어도 막상 아이들과 이

별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일주일이나 앞당겨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

2　 레바논은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명하다. 역사가 깊은 페니키아 유적, 로마 유적이 나라 곳곳에 있다. 베
이루트에서 캠프가 있는 티르 지역으로 오는 길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 사이다와 십자군 유적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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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나는 내가 꽤 용감하고 대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가족과 작별은 내가 했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명령에 따라 목숨도 거는 게 군인의 숙명이다. 잘 알고 있

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Ⅱ. 레바논에서의 시간들

1. ‘의전장교’로서의 시간

레바논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베이루트 공항이 결국 기약 없는 폐쇄에 들어갔다. 전임자가 

급하게 떠나고, 나는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숙소와 사무실 위치, UN ID 발급, 

임무단 체크인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격리해제가 되었다. 다행히 평화유지센터에서 

함께 교육받고 5개월 먼저 파병 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J2 금중령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

다. 역시 낯선 땅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UNIFIL에 개인자격으로 파병된 한국군 참모장교는 총 4명이다. 각각 정보처(J2), 기획처

(J5), 의전실(Protocol), 연락처(Liaison)에서 근무한다. 처부도 다르고 근무하는 건물도 떨

어져 있는 데다 평소에는 각자 업무로 바빠서 마주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외롭고 힘든 파

병 생활에 한국군 장교들이 큰 힘이 돼주었다. 

의전실은 지휘부 소속된 별도의 조직이다. UNIFIL의 지휘관은 현역 군인으로 군사령관

(Force Commander)이 임무단 단장(Head of Mission)을 겸직한다. 통상 소장급이 임명

되고 중장급 대우를 받는다. 지휘관과 함께 부지휘관(Deputy Force Commander), 부단장

(Deputy Head of Mission), 지원국장(Department Mission Support) 등이 지휘부를 구

성한다. 지휘부 비서실은 지휘관과 같은 국적의 군인들로 구성되고 지휘관의 특별참모부장

(Special Staff Chief) 역시 같은 국적의 대령이 임명된다. 파병 당시에는 모두 이탈리아 국

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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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바논 지휘부(MLT) 구성3

특별참모부장(SS Chief)은 지휘관 가까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의전계획 전반을 확인하

고, 지휘관의 지침을 받아주거나 타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년 

동안 두 명의 이탈리아 대령과 함께 일했는데 두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 정말 판이하였다. 어

딜 가나 내게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전 사무실은 지휘부 건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립식 단층 건물을 항공작전실

과 나누어 쓰고 있었는데 외부는 허름했지만 내부는 그럭저럭 쓸만했다. 사무실은 이탈리안 

실무장교와 둘이 썼고, 전임자가 만들어 놓았다는 커다란 파티션 덕분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음은 거의 불가능했다. 말이 많은 사무실 동료를 둔 덕에 온종일 이

탈리안 라디오를 듣는 것 같았다.

다른 UN 임무단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UNIFIL의 경우, 캠프의 건물들이 대체로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지어져 있다. 대부분 단층 건물이며, 아니면 임시로 지어 올린 2층 건물이었

다. 3층짜리 지휘부 건물과 정보·작전부서가 사용하는 2층짜리 건물 등이 비교적 새 건물이

었고 나머진 비슷했다.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들의 컨테이너 건물이 생각났다. 

출근 첫날,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PROTOCOL & REGISTRY' 적힌 사무실의 문을 열었

을 때는 이탈리아 중령과 네팔 상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의전실은 의전실장 네팔 중령, 

3　 출처: UNIFIL Photo Hand book, 2021년 3월 기준, 2018년 취임한 이탈리안 지휘관은 연장을 거듭해 2022년 1월 교체
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레바논 현지 정세가 연장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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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장교1 한국 소령, 의전장교2는 지휘관과 같은 국적의 소령(중령), 행정관인 네팔 부사관, 

레바논 현지인 직원 등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지인은 출

근을 안 하고 있었고, 네팔 중령은 휴가 후 격리 중이었다. 

혼자여서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나를 소개한 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탈리아 

중령은 까칠한 사람이었지만 친절했다. 전임자가 없었기에 업무를 배워나가는 데 그에게 많

은 도움을 받았다. 이탈리아군은 6개월 단위로 보직 교대를 하고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그는 원치 않게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했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다. 1

년 동안 나는 그를 비롯해 모두 3명의 이탈리아 중령과 함께 일했다. 분명 소령 자리였는데 

계속해서 나이가 지긋한 중령이 보직되었다. 다들 개성이 뚜렷해서 재미있었다.

파병 전 전임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의전실장을 맡은 네팔 중령들이 일은 즐겨 하지 

않고 권위적인 편이라고 했다. 일단 파병 경험이 많고 대체로 자국에서 무관 귀족 계급에 속

하며 네팔이라는 나라가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

다. 하지만 처음 함께 일했던 의전실장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업무분장도 잘하는 편이었고 지

휘부 사람들과도 잘 지내서 함께 일하기 좋았다. 15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을 겪은 현지인 직

원의 말을 빌자면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반면 9월에 부임한 두번째 실장

은 산악전의 달인으로 의전업무보다는 전투형이었고, 권위적인데다가 소통이 어려웠다. 풀

어내자면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의전실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지휘부에서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불통인 윗사람과 일하는 것은 한국이나 유엔에서나 힘들

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림 3> 의전 사무실과 파병 복귀 전 의전실 동료들과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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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출근이 뜸했던, 현지인 직원과도 잘 지냈다. 여성 직원이었는데 워낙 경험도 많

고 레바논 측 인사들과 친분도 있어서 의전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험이 많은 실장이나, 현지인 직원, 지휘부와 긴밀한 이탈리안 중령에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적응한 이후에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짧은 경험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현지인 직원에게 많은 의지했다. 유엔은 현역이든 민간인 직

원들이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불편함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좋다.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감수하는 것이 필요한 곳이 유엔이다. 

의전실은 다른 임무단에는 없는 UNIFIL만의 조직이라고 한다. 주로 공식적인 회의, 방문, 

행사의 의전을 담당한다. 1년에 4번 있는 유엔 공식기념일 행사, 지휘관 교대식, 유엔 메달 

수여식, 주요인사 부대 방문, 공식 회의, 기타 지휘관 행사 등을 절차에 맞게 계획하고 진행하

는 것이 주요 임무다. 공보정훈병과 장교로 크고 작은 대외 행사에 많이 참여했고, 한미연합

사에 근무하면서 국제행사에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생소

하지 않았다. 어려움은 역시 의사소통이었다.

의전실에서 맡은 임무는 대부분 ‘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정해진 의전 절차가 있고 이에 맞

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노하우를 전해 받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전임자들이 남긴 자료들을 통해 절차를 숙지하고 유엔 의전업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경험’이었다. 

유엔본부에서는 7월까지 유엔 인력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때문에, 예하 부대의 지휘관 교

대식이 연기되고, 공식방문은 대부분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취소되었다. 전임자에게 ‘바쁘지

만 재미있고 보람있는 의전실’이라고 들었는데, 작은 행사가 계속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한

가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여유로움이 좋기보다는 답답했다. 하루빨리 업무를 배워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이 되자 서서히 공식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7월에 유엔 인원들의 이동금지가 풀

리면서 행사들도 늘어났다. 8월은 UNIFIL 임무 관련 결의안이 수정되는 중요한 달이었기에 

그만큼 외교방문도 급증했다. 방문과 공식행사로 바쁜 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현지 직원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일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일해야 했지만, 바

빠지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다. 

UNIFIL 사령부에는 크게 두 개의 여단이 있다. 스페인군의 동부 여단, 이탈리아군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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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단. 동부 여단 예하에 인도(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부대가 있고 서부 여단 예하

에 말레이시아, 아일랜드(폴란드), 가나, 대한민국 부대가 있다. 이들이 리타니강 이남 레바논 

남부를 9개 지역으로 나누어 평화유지에 힘쓰고 있었다. 

그리고 지휘관 예비부대로 프랑스(핀란드) 부대가 있었고, 중국과 캄보디아가 지뢰 제거 

작전을, 탄자니아는 헌병, 오스트리아가 군수지원을 담당했다. 이렇게 UNIFIL은 유럽, 아시

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로 구성된 임무단이었다. 이들 부대를 방문하고 함께 

업무를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예전부터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

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이용해 소통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나 아프리카 억양은 내게 큰 도전과제였다. 서로 이해를 못 해서 되묻고 같은 말을 반복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고 ‘Yes’라고 말해 놓고 딴소리를 하기 일쑤였다. ‘Yes’가 내가 아는 

그 ‘Yes’가 아님을 깨달은 뒤부터는 메일과 문자로 동시에 체크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 

리허설 때는 잘하다가 갑자기 행사 진행을 바꿔서 놀란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고, 깃발이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엉뚱한 노래가 나오거나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다. 계획은 수시로 바뀌

고 행사 직전까지도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경험이 쌓일수록 소통의 문제에는 노하우가 생겼

고 돌발상황에는 당황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한국인 특

유의 예의바름과 겸손함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유엔의 분위기와 문화에 적응한 이후

에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나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의식행사의 양식도 바뀌었다. 참석 대상자들이 대폭 축소되었고, 간

격을 유지하며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유엔 메달 수여도 지휘관이 직접 메

달을 가슴에 달아주는 것이 원래 방식이었는데, 거리를 둔 채로 손에 건네주는 것으로 바뀌

고 인원도 줄었다. 초청 인사가 제한되고 행사가 간결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에서 진행하던 문

화행사들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이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굉장히 성대한 문화행사와 파티를 진행했었다고 한다. 볼거리가 많은 화려한 공

연들을 선보이는 시간이 사라진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동명부대의 특공무술 시범도 무척 유

명했는데 역시나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유엔 임무단(UNIFIL)의 일원으로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행사는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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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마다 따르는 절차가 다르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정

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그들의 전통과 방식을 용인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의 행사이고 그들

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의전장교로서 여러 나라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들을 좀 더 풀어보자면, 먼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자기들 국가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리고 사전에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기게양이나 

마이크 등 기본적인 데서 문제가 생겼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가나

와 같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침도 잘 따르고 연습도 성실하게 하는 편이었다. 그리

고 늘 친절했다. 약간의 반전이라면, 가끔 자기들만의 깜짝 이벤트(깜짝 선물 증정식이나 깜

짝 공연 등)를 준비해 의전실을 놀라게 하곤 했다. 그래서 그들 국가 행사 때에도 긴장을 늦

출 수 없었다. 

의전장교는 출장이 잦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며 일과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

다. 하지만 각국의 특성이 담긴 군 의식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전장교로서 큰 특혜

였다. 특유의 걸음걸이, 경례, 의례, 국기게양, 사열, 애국가를 부르는 방식 등이 모두 달랐고 

그 안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있었다. 

나의 첫 행사는 스페인군 메달 수여식이었다. 4월인데도 골란고원에서 뻗어 나온 헤르몬

산 아래 위치한 스페인군 주둔지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주둔지 뒤로 보이는 헤르몬 산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나쿼라 캠프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던 것을 생각하고 옷을 얇게 입

고 갔다가 행사 내내 벌벌 떨었다. 

스페인군은 이동할 때에 걷지 않고 두 무릎을 높이 들고 뛰어다녔다. 사열할 때는 거수하

지 않았고 국가를 부를 때는 하늘을 보며 절규하듯 불렀다. 그들이 국가를 부를 때 나까지 가

슴이 뭉클해졌다. 한때 바다를 지배하던 해양대국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렇게 나는 유엔임무

단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짧은 세계사 상식들이 총동원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노

력했다.

중국군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절도가 있었다. 물론 ‘절도’하면 대한민국 국군이지만, 중국

군도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동, 제식, 사열, 열병 등 모든 것이 칼같이 정확했다. 또 그

들의 무술시범은 중국 전통무술과 현대식 무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무척 흥미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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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중에 카자흐스탄 군 행사 때 절도 있는 열병을 본 후 공산권 국가들이 가진 특징인가 

싶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행사에는 호랑이 탈을 쓴 밴드가 등장했다. 밴드 지휘자가 긴 지휘봉을 휘두

르며 춤을 추듯 밴드를 지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많은 부족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의 국가적 특징을 보여주듯이 일부 군인들이 각 부족의 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 것도 

특별했다. 여군들이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고 식후행사를 진행했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다만 

음식의 서빙에 여군들만 동원된 것은 좀 아쉽기도 했다. 

<그림 4> 스페인,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의 의식행사(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말레이시아 행사, 지휘관 사열 때 무척 애잔한 음악이 흘러나와서 지휘관의 발걸음이 그

만큼 천천히 움직여야 했다. 게다가 연병장이 큰 만큼 사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식후행사

에서 지휘관에게 깜짝 선물로 커다란 UN 탱크모형을 준비해서 나를 당황시켰다. 깜짝 이벤

트 없냐, 따로 선물 없냐, 물었을 때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당황한 나를 보고 현지인 직원이 

‘그것 봐, 내가 뭐랬어’ 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열대와 행사장을 색색의 천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인도, 네팔, 캄보디아, 알록달록 색색의 

띠를 두르고 행사를 하던 가나와 탄자니아, 나는 책과 영상에서만 보던 그들과 함께 일하고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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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소중했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꽃이었던 식후행사(Refreshment)는 이국적인 음식들을 맛볼 좋은 기

회였다. 원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각국에서 준비한 식사나 다과를 맛보는 

것은 행사 진행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소개하고 권하면 나는 

늘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맛보고 맛있다고 엄지를 들어주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뿌듯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는 우리나라식 사고방식 때문이었

을까?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면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 5> 캄보디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식 식사와 다과

맛있기로 유명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도 물론 좋았고, 스페인의 짭짤한 햄과 치즈, 아

시아 국가들의 비슷한 듯 다른 누들 요리, 매콤한 인도 커리, 우리나라 중국 요리와는 다르지

만 그래도 친숙했던 중국 요리, 아프리카식 볶음밥과 치킨 요리도 인상 깊었다. 

의전업무 중, 의식행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식방문이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이나 외

교·국방장관이 레바논을 방문하면 당연한 코스처럼 UNIFIL을 방문했다. 방문국의 장교들이

나 민간직원이 담당자(Project Officer)로 선정되면, 우리는 절차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주고 함께 세부계획을 세운다. 보통 도열(Guard of Honor), 지휘관 면담(Office Call), 부

대 및 임무 소개를 기본으로 하고 주둔지와 레바논-이스라엘 경계인 블루라인(Blue Line)을 

투어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외교관이나 장관들은 정치외교 전략을 담당하는 민간직원들이 주도하는데, 우리는 지휘

관 면담을 위한 시간계획과 자리배치, 방명록 작성, 선물 교환, 사진촬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확인한다. 회의 시에는 회의장을 준비하고 네임택 등을 세팅하며 주요인사들을 계

획에 맞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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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파병한 국가의 군 인사들이 방문할 때에는 의전실에서 주가 되어 해당국 담당 장교

와 전반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한다. 외교방문에 비해 좀 더 할 일이 많다. 보통 참모총장

이나 합참의장 등 장군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이들은 해당국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진다. 외교방문보다 장기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추적을 하고 보고

하는 것도 의전실에서 맡아서 하게 된다. 이러한 군 인사 방문을 진행하며 여러 나라 장교들

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같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군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림 6> 사령관 접견실 및 프랑스 외교관 방문

의전실에서 의식행사, 공식방문과 함께 공식 ‘회의’ 준비 및 진행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

다.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회의는 의전실에서 계획, 초청, 회의장 준비 등을 맡아서 하게 된

다.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회의가 각각 있고, 회의장도 캠프와 베이루트를 오가며 진

행하는 데 코로나19로 모든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안타깝지만 ‘회의’ 관련 업무를 

경험하지 못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UNIFIL 의전장교로 보낸 1년의 시간, 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전부 소

중하고 좋았다. 여러 나라가 모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엔이라는 조직을 일부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동명부대 행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동

명부대는 코로나로 출입통제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했다. 행사도 대부분 축소해서 내부적

으로 하거나 서부여단장 주관으로 진행해서 UNIFIL 본부 의전실에서는 공식방문을 할 기회

가 없었다. 사령관은 종종 ‘한국 부대에 가자, 한국 음식 아주 맛있다.’는 말을 하고는 했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 코로나가 남긴 큰 아쉬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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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캄보디아 행사와 서부여단장 이취임식에서 만난 동명부대

2. ‘개인’ 파병자로서의 시간

개인파병자는 말 그대로 개인 자격으로 파병되는 군인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서류준비, 출국, 등록, 임무단 체크인, 의식주, 휴가 등 모든 것을 해당 임무단 규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먼저 숙소의 경우, UNIFIL 본부에는 여러 종류의 

숙소가 있다. 콘크리트 건물과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내 방은 콘크리

트로 된 단층 건물에 있었다. 방 크기는 컨테이너에 비해 작았지만, 훨씬 조용해서 좋았다. 보

통은 1인 1실이지만 위관이나 부사관은 방을 같이 쓰기도 했다. 중령이상은 화장실이 딸린 

방을, 대령은 스위트룸에서 지낼 수 있었다. 소령 이하 숙소는 1실 기준, 하루 만 오천원에 달

하는 거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장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화장실 딸린 방

은 훨씬 비싸서 중령들도 일반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 숙소는 사무실에서 5분 거리였고, 카페와 식당, 그리고 한국관과 2분 거리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이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무척 컸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비하면 아주 조용한 편이었기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다. 다만 수압문제도 

있고 배수시설이 열악해서 화장실과 샤워실에 종종 문제가 생겼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서 벌벌 떨며 씻었던 기억 같은 것은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 되는 것 같다. 벼룩과 개미와 말

라리아 모기에 시달린 아프리카나 다른 임무단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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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가 지냈던 여군 숙소건물과 자주 가던 캠프 내 카페

숙소는 북마케도니아, 페루, 인도네시아, 가나, 인도, 스페인, 터키, 케냐, 시에라리온 국적

을 가진 여군들 10명과 함께 지냈는데 모두들 친절하고 조용해서 잘 어울려 지냈다. 전임자

도 없어서 어색하고 긴장됐었는데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고 손을 내밀어 줘서 정말 고마웠

다. 외롭고 힘든 파병 생활에 같은 여군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줬다. 나중에 

새로운 여군들이 왔을 때 나도 먼저 웃고 손을 내밀었다. ‘세계평화’라는 공통된 목적과 소수

의 ‘여군’이면서 먼 나라로 파병을 왔다는 공통점이 마음을 쉽게 열게 했다.

생활하면서 먹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명부대나 한빛부대 같

은 부대파병은 한국에서 재료를 가져가기도 하고 취사병도 별도로 있어서 먹는 데 걱정이 없

지만, 유엔 캠프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에게 파병 생활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UNIFIL 본부에는 식당이 여럿 있었다. 모두가 사용 가능한 국제식당(International 

Mess), 이탈리아군(스페인군)을 위한 이탈리아 식당, 프랑스 참모장 식당, 사령관 식당, 그리

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넷 있었고 여름에는 수영장에 바를 열었다. 레스토랑 말

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던 식당은 국제식당이 유일했다. 가격은 비싸지 않았는데 조식 2달

러, 중·석식이 3달러였다. 맛이나 품질은 딱 가격만큼이었다. 처음에 식당에서 먹다가 나중

에는 마트에서 빵과 채소, 과일 등을 사서 간단하게 먹기도 했다. 레바논에는 질 좋은 치즈나 

채소, 과일이 아주 저렴해서 즐겨 먹었다. 레바논에 있는 동안은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을 실컷 먹자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가끔 비슷한 과일이나 치즈를 볼 때면 레바논 생각이 

간절해진다. 다른 한국군들은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지만 난 챙겨간 라면이나 고추장도 다 먹

지 못했다. 식성면에서는 준비된 파병 장교가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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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병은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진 참모단의 일원으로 파병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을 

만나지 않는 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공용어인 영어를 써야만 한다. 연합

사에서 미군들과 영어로 업무를 하긴 했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억양을 접하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말문을 열기 쉽지 않았다. 유럽, 아프리카, 인도는 영국식 영어를,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는 호주식 영어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영어와 발음이나 표현에

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영어는 자신감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

려고 노력하면서 소통이 훨씬 수월해졌다. 또 나의 미국식 굴리는 발음을 들은 외국군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는 했다. 

<그림 9> 동서양 각국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한 사진들

개인파병의 최대 장점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

성 좋고 놀기도 좋아하지만, 권위적인 면을 숨길 수 없었던 이탈리아 군인들(가끔 우리나라

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었던 스

페인 군인들, 거만한 느낌의 프랑스 군인들(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다. 여군들은 무척 친

절하고 다정했다.)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브라질 군인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인도네시아 

군인들, 약간 무서울 정도로 열정적이고 사교성 좋은 가나 군인들, 똑똑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역시 파티를 좋아하는 인도 군인들, 유엔 경험이 많아서 늘 자신감 넘치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군인들, 예의 바르면서 자신감 넘치는 중국군들, 처음엔 조금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친해지면 화통한 동유럽 군인들, 그들과 비슷하지만 츤데레가 있고 사우나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핀란드 군인들, 살사를 좋아하는 화끈한 남미 군인들, 우리의 친구 터키! 지

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유엔

의 이름으로 이국의 땅에 모인 ‘군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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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파병을 떠나기 전 나는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이 심해졌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카타르 공항에서도, 베

이루트 공항에서도 흘끔거리는 냉랭한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임무단 격리

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안녕하세요!’ 소리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날 이후부터 

‘안녕하세요’, ‘오빠’, ‘언니’, ‘사랑해요’ 같은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한류

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친절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화장품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했다. 내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드라마와 

배우들을 줄줄 읊어대고 너무 재밌다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묻고는 했다. 스페인 중령, 

네덜란드 소령, 터키 대령 등 유럽 여군들도 파병 생활의 즐거움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라

며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 달라고 했고, 파병지에서 인도네시아 군인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

를 처음 접한 브라질 대위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긍지와 자부심이 들게 했지만 한편 부담으로 다가

오기도 했다. 그들에게 나는 처음 만난 한국인, 한국군이었고 나의 말과 행동, 업무능력이 한

국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매번 조심스러워졌다. 영어 실력, 업무능력은 물론 많은 외국군

이 내가 입는 옷과 헤어스타일, 화장품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선물로 한국 마스크 팩이나 화

장품 샘플을 주면 크게 좋아하고 감동하고는 했다.

그들은 또 사진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셀피를 많이 찍어 달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행사에 갔을 때는 한국군 장교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다. 이러한 관심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것도 외교와 국가홍보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어색하지만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었다. 

개인파병자로서 나는 항상 관객이 있는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국위선양을 위해 파

병을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내가 한국인, 한국군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니 혹시나 나쁜 이미

지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걱정과 부담이 생겼다. 너무 소극적이고, 사교성 없는 사람으로 보

여 존재감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쉽고 만만한 이미지로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

다. ‘적당히’는 언제나 제일 어려운 것이었다. 

물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캠프의 다수였고 본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유럽인들은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아시아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을 차별하는 말과 태도

를 보이기도 했다. 성차별도 마찬가지였다. 공식적으로는 여군이나 여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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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면서도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 여성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대하는 일이 흔했다. 우리

나라 우리 군이 성 평등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차별을 보고 듣고 겪

을 때 처음엔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럴 때는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좀 더 과

감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조금 아쉽다. 

인종차별을 걱정하며 시작된 개인파병자로서의 시간들은 여러 국적의 군인들과 우정과 

색다른 추억으로 꽉 채워졌다. 개인파병자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과 일상을 함께 한다. 편하

게 일상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나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언

어, 업무, 말과 행동, 태도,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과 외모 등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참모장교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

한민국 장교이기 때문이다. 

3.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시간

파병 전 나는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에서 2년 동안 근무했다. ‘피로 맺어진 혈맹’ 한미동

맹과 연합사에 대한 핑크빛 로망을 갖고 있던 나는 연합사에서 근무하면 미군들과 끈끈한 전

우애로 맺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업무에 있어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연합사 근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다. 그들은 미군이었고 우리는 한국군이었다. 

생각도 입장도 다른 경우가 많았다. 끈끈한 전우애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더 가까웠

다.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과 정치적인(외교적인) 말과 행동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연합사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나는 가치관과 입장이 전혀 다른 두 집단

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내가 미군

과 같은 입장이 되어보고 싶었다. 다른 나라에 파병 가서 주둔한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유사시 우리의 편에서 싸워줄 미군, 유엔군과 연합작전

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전후 어려웠

던 시절 유엔 기구들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유엔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분담금

을 내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

가 된 것이다. 평화유지작전(Peace Keeping Operation)에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인 곳, ‘유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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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임무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유엔 레바논임무단(UNIFIL)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갈등을 중재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

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다. 1978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레바논 영토 침범으로 창설된 임무

단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과 레바논의 경계를 감시하며,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둔하

고 있다. 또한 레바논군을 훈련시켜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

다. 이런 내용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고 매년 8월 개정된 결의안이 발의되어 레바논임

무단의 주둔 명분을 주고 있다.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헤즈볼라’라는 집단 때문이다. 우리에

게는 ‘탈레반’과 비슷한 테러집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현지에서 이들은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캠프가 위치한 레바논의 남부 지역은 이들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경계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UNIFIL 

소속 군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가진 조직과 무기, 경제력이 레바논

의 국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데 있다. 레바논 국군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림 10> UNUFIL HQ 캠프 안에 있는 헤즈볼라 공동묘지4

4　 다른 이슬람 집단들이 그렇듯, 헤즈볼라도 싸우다 죽은 전사들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그들의 가족을 우대한다. 캠프 내에 있
는 헤즈볼라 묘지는 그들의 가족만 주말에 출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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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 혹독한 경제위기가 닥치고 환율이 10배가 넘게 오르는 상황에서 월급이 실질

적으로 줄어들면서 많은 군인이 그만두거나, 탈영하거나, 무기를 몰래 판매하는 등 군기가 

심각할 정도로 문란해졌다. 지상과 해상에서 지역 수호의 임무를 레바논군에 넘겨준다는 

UNIFIL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경제위기에 코로나에, 가뜩이나 어려운 레바논의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8월

에 있었던 베이루트 폭발사건이었다. 그렇게 위험한 폭발물질을 배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

는 레바논의 최대 항구에 7년이나 보관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들른 영내 

카페에서 눈물을 보이는 여직원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의전실 현지인 직원은 너무나 

화가 난다며 레바논 정부와 정치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심각한 부정부패가 정치권에 

만연해 있었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한 나라의 수도, 그리고 그 수도의 가장 활발한 항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중동의 파리라

고 불리던 베이루트의 명품거리, 항구의 건물들과 배들이 사라지고 폭파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계속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레바논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베이루트 폭발사건 이후 내각이 총사퇴하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레바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갔다. 일부 국민들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에 SOS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 이

후 프랑스 대통령이 레바논을 방문하자 레바논을 다시 식민지로 받아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그만큼 레바논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베이루트 폭발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레바논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다. 레

바논 지역 정부는 UNIFIL이 이러한 재난재해에 적극 개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유엔 

결의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의 태도는 놀라운 정도로 당당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바라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레바논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했다. 그 깨달음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부정부패가 한번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개인의 작은 부정이 조직을 무너

뜨리는 부패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내 주변의 잘못된 현상에 결코 눈 감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국가, 다른 군과 함께 작전하는 경우, 작은 허술함과 부정은 그 국가와 군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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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끔 하는 불씨가 된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을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어

떻게 목숨을 걸고 도울 수 있겠는가? 장교로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속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레바논의 상황은 물론 대한민국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국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의 어지러운 상황과 쏟아지는 난민들… 어쩌

면 그들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부의 힘에 의

존하려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들이 스스로 

도울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도움받는 이들의 의

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관계는 동등하지 못한 것으로 전환된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의를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작은 

갈등과 자국의 사정에 쉽게 흔들린다. 급기야 내가 이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일 필

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과 국민이 스스로 지킬 힘과 의지가 있음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도 대한민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가

치가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우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언제

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되 비굴하지 않고, 언제든 우리 역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줌으로

써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파병 전 연합사에서 근무하며 품었던 생각과 의문에 나는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대한민

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군인만이 아니다. 국민도 우리나라를 자

유롭고 평화롭게 하는 데 강한 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작은 이익, 작은 편안함 때문

에 하는 작은 행동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은 내가 몸담은 조직과 국가를 병들게 한다. 쉽

지는 않겠지만 매 순간 떳떳한 군인,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병 1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했다. 그중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나라다. 또

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평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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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병한 곳도 중국이고, 그래서 레

바논 현지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하는 불쾌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더더욱 관심이 갔

다.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유엔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베이루트 폭발 당시 임무단에서는 가용 병력을 베이루트로 보내 레바논 국민을 돕기로 했

다. 지휘관 예비로 있던 프랑스군과 스페인군, 중국 공병부대가 투입되어 잔해를 치우는 임

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추모 행사와 외교방문이 있어서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생

전 처음 맡아 본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머리가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래서 특별한 

공업용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폐허가 되어 버린 항구에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잔해를 치우

는 이들이 있었다. 중국군들이었다. 이들은 그 더운 8월 뜨거운 태양 아래 공기도 통하지 않

는 방호복을 입고 불평불만 없이 가장 힘든 일 하고 있었다. 레바논 정부와 UNIFIL,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파견된 구호단체들이 중국군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노고를 인

정받아 여러 단체에서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우리는 타국을 위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림 11> 폭발이후 베이루트 항구의 모습5

친분이 있던 레바논 현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레바논의 많은 외국인이 사업을 접고 손을 털고 떠났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대부

분 중국인, 중국기업이란다. 유럽과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이 유럽 시골 

구석구석까지,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엄청나게 진출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사업을 벌이고 

5　하얀 방호복을 입은 이들이 중국 공병부대 소속 군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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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당장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도 이들은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힘든 시간을 감내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진출하는 것도 

그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래서 명분도 훌륭한 UNIFIL이나 유엔 단체의 일원으로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닐까? 가장 힘들

고 위험한 지뢰 제거와 공병 임무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파병 규모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UNIFIL 해상임무단(MTF)의 수장을 맡기도 했고, 10년 동안 임무를 담당했던 브라질 해

군이 2021년 초 철수했다. 임무를 맡았던 배도 여섯 척에서 다섯 척으로 줄었다. 지휘관은 

독일이 차지했으나 배 한 척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지 말이 많았다. 그때 중국은 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자국의 배를 파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

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방글라데시가 추가로 한 척의 배를 더 파병하

게 되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정치적 그림을 그리는 중국이 무섭기도 하고 대단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국 해군의 파병을 막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왜 해상임무단장은 독일군이 하게 되었을

까? 배를 두 척이나 파병한 국가는 방글라데시인데.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지만, 많

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을 이용한다. 레바논이 중동과 유럽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기득권을 절대 아시아에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 유엔에서 

아시아의 입지가 한계가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4. ‘파병 장교’로서의 시간

고작 1년의 파병 경험으로 우리 군의 파병정책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조심스럽다. 하지

만, 작은 고민이 모여 우리나라 파병 정책과 유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

대와, 파병 장교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책임감 때문에 무모함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큰 조직을 한 개 임무단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말이 되

지 않는다. 그리고 UNIFIL은 다른 임무단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사 자격의 민간 

SRSG(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가 없이 군 지휘관(Force 

Commander)이 임무단장(Head of Mission)을 겸직하고 있다. 그래서 임무의 성격이 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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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이고 조직의 구성도 좀 다르다. 그래서 UNIFIL에서 경험으로 유엔 임무단을 판단하기에 

제한적이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의전장교로서 여러 국가들의 행사, 회의, 방문들을 진행하며 유

엔과 국제관계에 대해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유엔의 임무단인 UNIFIL이 분명 레바

논의 평화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각 참여국들의 국가 이익을 우선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마치 레바논의 운명을 유럽이 통제해야 한다고 여기

고 있었고 그래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UNIFIL 지휘관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차기 UNIFIL 지휘관을 노리고 있는 

스페인,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레바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는 UNIFIL에서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제를 유럽 국가들끼리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방문

과 부대행사 시 얼마나 특별대우를 하는지, 어떤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는지, 지휘부가 얼마

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EU와 미국 외교관과 정치인들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자주 왕래하고 소통했다. 특히 베이루트 폭발사건 이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별로도 병력을 보낼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것 역시 레바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하나로 보였다. 

인도와 중국 역시 유엔 내에서 중요한 파워를 가진 국가다. 실제로 UNIFIL 본부에서 인

도와 중국 국적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중요 직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영어를 잘하기에 

민간직원 중에도 인도인이 많았고, 인도하우스도 매우 좋은 자리에 있었다. 중국인들은 아주 

빠르게 보직률을 높이고 있었다. 조금만 빈 자리가 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새 고위장교 진출률이 높아졌다. 군수를 담당하는 주요직책에도 중국 민간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UNIFIL의 많은 보급품이 중국제품이었다.(물론 저렴한 게 제일 큰 이

유겠지만) 인도와 중국인들은 유엔 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엔임

무단의 경험이 유엔본부 진출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

리나라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에 비해 주요직책을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민간직원 진출도 

적은 편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이

유로 유엔 파병을 선호하고 그래서 파병 경험이 풍부하다. 파병을 한 번만 다녀와도 집을 지

을 수 있을 정도의 큰돈을 번다고 한다. 영관 장교급이 되면 여러 번 파병을 다녀오고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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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을 받아서 연합작전 경험이 풍부해진다. 또한 외국군과의 교류가 많아서 작전뿐만 

아니라 인사, 생활 전반에서 요령이 참 좋다. 이들 역시 유엔본부, 임무단에서 주요직책을 차

지하기 좋다.

반면 파병 경험도 적고 중요한 보직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

고 우리나라는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도 그 역할에 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겸손하고 온건한 성품이 미덕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윗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은 PKO 분담금을 세계에

서 10번째로 많이 낸다. 그리고 동명부대는 규모가 타국에 비해 작지만, 임무를 깔끔하게 해

내는 부대다. 그러나 UNIFIL 본부에 한국군은 고작 4명, 부서장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실무자

다. 유럽 군인들, 인도나 네팔 등 국가가 주요 보직을 많이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군이나 한국인 민간직원이 UNIFIL과 유엔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유엔의 차량은 대부분 일본 제품이고, 가전제품과 

기계류, 물품은 대부분 저렴하고 품질이 최하급인 중국산이다. 대한민국 상품이 얼마나 훌륭

한 지 우리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정치외교나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도 적

극적으로 유엔이나 임무단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중국처럼 말이다. 

예측할 수 없어 힘들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어 더 재미있는 것이 인생이다. 파병 전 내

가 들었던, 보았던, 기대하고 예측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달려졌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자유롭게 활동하던 전임자들에 비해 의전업무는 축소되거나 줄어들었고 통제받는 

답답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더 특별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유엔본부

와 유엔임무단, 다른 나라 군과 군인들, 우리나라 국방부와 합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현장

에서 체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의 시간은 그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유엔 임무단에 개

인적으로 파견된 장교로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남기고 싶었다. 현장의 느낌과 목소리

를 전하고 싶었다. 당장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여 우

리나라와 우리 군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네 가지 제

언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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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무단에 파병한다면, 그것이 부대파병이든 개인파병이든 제대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모는 필수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임무단의 다른 부대에 비해 규모가 

작고(중대급 규모), 담당하고 있는 지역도 레바논-이스라엘의 경계인 블루라인에서 가장 멀

리 있다. 게다가 지역을 벗어나서 작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임무단에서 중요도와 활용

도가 가장 낮다. 그리고 본부에 보낸 참모장교의 수도 4명으로 적은 편이다. 모두 실무자라서 

지휘부에 직접적인 의견을 올릴 수 없다. 

부대파병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제한된다면, 개인파병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파병자의 수를 좀 더 늘리고 핵심적인 보직에서 활동한다면 존재감도 커지고 임무단 내 

비중도 커져서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사, 군수, 지휘통제실 쪽에

서 활동을 늘린다면 중요성도 부각되고 동명부대 활동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파병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엔임무단

에 파병을 여러 번 보내 전문가로 키워서 계급이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로 보내고 장군이 되

면 임무단 지휘관이 되거나 유엔본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또한 직책이나 

계급에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이다. 파병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보직에 맞게 계급을 

전환해서 임시계급장을 다는 경우도 많다. 민간인이나 예비역들이 계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군 신분을 얻어 파병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고, 현행 작전이 있어서 파병 인력을 늘리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

로 제한된다면 예비역들을 계약직으로 파병 보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유능하고 성실한 군인들이다. 적극적으로 개인파병을 늘리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유엔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군인 신분, 민간인 신분으로 유엔임무단과 유엔본부에서 주요 보직을 차

지하고 목소리를 키우면 유엔 내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뿐 아니라 유사시 대한민국이 필

요할 때 유엔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개인파병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미시적으로는 자료수집 측

면에서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파병 

기간에 만난 많은 외국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한국군을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된

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진 후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관심과 호의를 갖고 있다. 개인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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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성실하고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문화, 제품들을 홍보한다면 그

것도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선발할 때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어학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할 것

을 제안하고 싶다. 소극적인 성격이면 어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타국 군인들과 어울려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타국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어학 능

력이 부족하면 역시 타국 군과 교류를 어려워하고 소통에 오해가 생겨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선발할 때부터 임무수행에 적합한 인원들을 뽑고 파병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온 인

원들로 파병 전문인력을 관리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은 앞으로 파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부다. 외롭고 힘든 타국 생활에 한국

군끼리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개인파병은 말 그대로 

‘개인’ 파병이다. 개인이 책임을 지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도 개인이 알

아서 해야 한다. 같은 한국군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

서 그랬던 것처럼 나이나 계급을 내세워 후배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의도적으로 한국군 장교

들을 피하며 개인적인 활동만 해서 한국군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 

한국군끼리 관계가 소원하거나 안 좋으면 그것 역시 한국군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나이와 계급을 따지지 않고, 열린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

우면 얼마든지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다. 먼 곳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소중

한 인연으로 남는다. 1년 동안 지내며, 마음이 맞는 파병 전우도 만났고 생각이 많이 다른 사

람도 만났다. 전자 덕분에 파병 생활에 큰 위로를 받았고, 후자 덕분에 파병 생활이 힘들었다. 

먼 곳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우가 되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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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한 시간

Ⅲ. 추억보다 더 의미있는

2021년 3월, 나는 1년간의 파병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격리를 하고, 귀국보고

서를 쓰고, 새로운 보직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파병지에서의 시간들이 나의 가슴 한구

석에 큰 자리를 차지하며 불쑥불쑥 찾아와 나를 행복하게도, 아쉽게도, 그립게도 했다. 수기

를 쓰며 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갑작스럽게 파병을 준비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그날의 먹먹한 아픔과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고, 의전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을 느끼기도 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은 추억으로 남아 입가

에 미소가 지어졌고, 파병기간 동안 고민한 것들을 풀어가는 도중에는 부담감에 가슴이 묵직

해졌다. 수기를 쓰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글을 쓰는 것도, 추억과 고민에서 헤어나오기

도 쉽지 않았다. 

파병기간 1년 동안, 무시무시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나의 로망이었던 유엔 임무

단과는 다른 면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나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유엔 패치를 붙이고 임무를 수행한 1년의 시간은 새로운 배움과 

경험으로 가득 찬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매 순간 나는 내 전투복에 있는 태극기가 가슴 터지

도록 자랑스러웠다. 그 1년의 기억은 추억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내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흰실과 검은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빛’이 세상을 비추면 이슬람 첫 기도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에 잠을 깨면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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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보며 나는 모든 신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하루를 힘차게 

보내고 저녁이 되면, 지중해 바다와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탄

하며 또 한 번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하늘에 뜬 차갑게 빛나는 초승달을 보며 나

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림13> 지중해에 뜬 초승달과 한국관에 게양한 태극기

파병 가기 전, 나는 보름달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파병지에서는 초승달의 차

갑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밤하늘을 보며 같은 달 아래 주

어진 삶을 충실히 살고 있을 레바논의 사람들과 레바논에서 만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들을 떠올린다. 다

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시 내게 파병의 기회가 찾아올까, 가끔 생각하고는 한다. 그럴 때, 나의 대답은 늘 한결

같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에 차서, 당당하게 비행기에 오를 것이

다. 상상만으로도 내 안에 벅찬 자신감이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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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흔히 해외파병이라고 하면 한빛부대, 청해부대, 동명부대 등 부대단위 파병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전 세계 각지의 다국적 군 및 UN임무단에 34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옵저버 및 참모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21년 1월1

일 기준, PKO센터)

그중 본인이 경험한 남수단 임무단은 총 7명의 한국군 장교가 옵저버 및 참모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대파병의 경우 병력관리 소요가 증대함으로 인하

여 임무수행에 제약이 있는 반면, 개인 파병자는 임무단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속적

인 임무수행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UN조직을 활용하여 많은 역할을 해내며 한국의 위상

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파병자들은 파병 준비과정에서부터 파병지에서의 임무 및 생활 

측면에서 부대파병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인파병자의 임무수행 및 현지 생활을 필자가 경

험한 1년간의 남수단 공병장교 파병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개인파병자들의 임무수행 향

1　육군대학 학생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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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준비과정 및 현지 임무수행

1. 파병 선발 및 준비과정

개인파병자는 직책별로 선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공지되는 선발 공고를 개

인이 확인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개인파병 직위는 육, 해, 공군 공통지원 직위로 영

어능력, 임무수행, 품성 등을 바탕으로 각군 추천자를 선발한 후 합참 해외파병과 주관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을 하게 된다. 면접은 파병임무에 관한 기본지식 및 파병 지원 계

기 등을 확인하며, 영어면접은 통역장교와 대화를 통해 영어 말하기 실력을 확인한다. 

최종 선발이 되면 국방대학교에 위치한 PKO 센터에서 9주 동안 파병 전 교육을 받게 된

다. 교육내용은 UN에서 지정한 파병 전 핵심과목과 영어교육, 운전교육, 참모임무수행교육, 

옵저버과정 야외실습, 파병경험 전수교육 등이 이뤄진다. 

또한, 이 교육과정 중에 아프리카 체류 시 필요한 황열 등의 예방접종, 관용여권발급, 피복

류 준비를 하게 된다. PKO 센터의 교육 외에도 성폭력, 인종차별 등 UN에서 지정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출력하여 도착 시 임무단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임무단으로부터 파병 날짜가 통보되면 UN에서 제공하는 DHL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당 100kg한도 내에서 파병 간 사용할 개인용품과 식료품 등을 임무지로 발송한다. 이후 메

일로 전달되는 비행기 표를 받아 출국을 하게 된다.

2. 파병지 임무수행

남수단에 도착 후에는 기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소양평가를 실시한다. 기간은 일

주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에 영어능력 및 기본적인 군사지식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

한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 한국인 장교들의 수준이라면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운전

면허 시험도 보게 되는데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면허 기능시험과 비슷한데 

차량이 크고 수동이다 보니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옵저버의 경우에는 3회 탈락 시 본국 송

환되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교육기간이 끝나면 각자의 임무수행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공병장교는 말라칼이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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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임무수행을 하게 되는데 수도인 주바 다음으로 기지가 크고 시설사업이 많은 곳이다. 

공병장교는 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민간인들이 주축인 임무지원국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된다. 

주 임무는 한국에서 하는 시설업무와 매우 비슷하였다.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UN 시설물 신

축공사의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역별 공병부대 통제를 통한 토

목 / 건축 공사 감독이 주된 임무였다. 또한, 건기에는 우기에 손상된 주 보급로를 유지보수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이 보급로는 UN 뿐만 아니라 남수단 국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현

지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임무이다. 

<그림 1> 주 보급로 보수 전 <그림 2> 주 보급로 보수 후

말라칼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임무 중 사용하는 건축/토목 영어 용어의 생소함, 부서 민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부족 및 업무방식 차이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UN 직원들은 본인

에게 부여된 과업이 있어도 부서의 타인원에게 간단한 인수인계 후 휴가를 가버려 업무가 지

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처리도 매우 느리고, 무책임한 경우가 많았다. 민간인 부서장

을 비롯한 직원들의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적응 이후

에는 참모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한국장교들이 특유의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모두에

게 인정을 받았으며, UN 자체 평정에서 10%이하에게만 부여하는 최고등급을 받고, 지역사

령관의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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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병지 생활

1년의 파병기간 중 개인파병자가 가장 잘 준비해야할 부분이 업무외의 생활부분이다. 모

든 환경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데 하나씩 살펴보자. 

1)  숙소 : UN직원들은 조립식 건물이나, 3mX6m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숙소에

서 생활한다. 수도 주바의 UN 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부분 노후된 조립식 건

물 또는 컨테이너 숙소이며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다. 필자는 다행히도 화장실

이 있는 컨테이너 숙소였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쥐나 벌레도 들어오는 열악한 숙소

로 인해 처음에는 적응이 매우 힘들었다. 게다가 이렇게 열악한 숙소도 매일 22달러를 

숙소비로 지불해야 한다. 

<그림 3> 컨테이너 숙소 <그림 4> 신형 조립식 숙소

2)  음식 : 대부분 도시마다 식당이 있으나 메뉴가 한정적이며, 최근에는 새로운 업체가 독

점 계약을 하면서 한끼에 만원 정도로 가격이 비싸졌다. 그래서 필자는 요리를 직접 해

서 식사를 했었다. 다행히 식재료는 저렴한 가격으로 UN Ration Unit을 통해 주문을 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요리가 서툴렀으나 인터넷을 찾아가며 쉬운 요리들 위주로 재료를 

주문하여 만들어 먹고, 때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간편식이나, 라면 등으로 식사를 했다.

3)  날씨 : 남수단은 11월부터 5월까지의 건기와 6월부터 12월까지의 우기로 나눠진다. 

건기는 40도 이상의 고온 건조한 날씨이며 흙먼지가 많아 주간 야외활동 시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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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기에는 거의 매일 국지성 소나기 형식의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비포장도로 위

주의 남수단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이동하기가 어렵다. 또한, 벌레가 아주 많아져 모기

나 벌에 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체력관리 : 1년간 건강하게 파병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력단련을 해야한

다. 대부분의 도시에 실내 헬스장이 있어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해가 지고 나

서 기지 내부를 뛰기도 한다. 말라칼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있어 이를 통해 체력단련을 

하고 인적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그림 5> 배드민턴 클럽 <그림 6> 문화교류

5)  문화교류 : 말라칼은 숙소 지역에 공용 주방 개념의 뚝굴이라는 시설이 있다. 보통 같

은 문화권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뚝굴을 같이 사용하는데, 필자의 숙소 근처에

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 여기에 같이 어울려 음식을 나눠 먹

기도 하고, 서로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업무 파트너인 인도 공병대의 행사나 식사에 초청을 받아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배드민턴을 치며 친해진 민간 직원들과도 식사를 하며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김치전을 만들어 대접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맛있게 먹어주었

다. 합참에서 제공한 코인과 패넌트는 이러한 문화교류 시 선물로 아주 인기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태극기 부착물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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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환경 : 우리나라와는 달리 남수단은 수도 주바를 제외하고는 모바일 인터넷 접

속이 제한된다. 말라칼의 경우는 씨아노, 블루카드 등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으나 비

싼 금액에 비해 속도나 안정성이 매우 낮다. 모든 개인파병자들은 UN 노트북을 지급

받는데 이 노트북은 기지 내에서 UN전용 무선망 접속이 가능하다. 이 랩탑은 프로그

램 설치 시 통신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선망은 유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UN 노트북 외 다른 기기는 접속할 수 없다. 일과 이후, 주말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접속 가능하지만 속도와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 

7)  휴가 : 휴가는 1년의 힘든 파병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된다. 참모장교의 경우는 1년에 2

회, 총 30근무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UN의 경우 개인의 휴가가 업무보다도 더 

우선해서 존중되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는 인원과의 

일정을 조율 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는 합

참 통제로 휴가는 한국으로만 갈 수 있으며 2회 휴가의 항공료를 회당 155만원 한도까

지 보전해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휴가 출발 전 주의사항으로 2~3일 전에 임무지에서 톰핑으로 이동 후, level-1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PCR테스트를 해야한다.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파병 선발 및 준비과정

가. PKO 센터 파병 교육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PKO 센터의 파병전 교육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UN지정 교육 이외에는 대부

분 옵져버 임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참모장교의 경우는 이러한 교육의 대부분이 

실제 임무수행에서 사용할 일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파병 전개 후 현지에서의 업무나 생활

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나 자료는 귀국보고서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중에 파

병 경험자의 전수교육이 있긴 하지만 아주 짧고 본인이 수행한 직책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

에 직책별 세부적인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다. 영어교육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짧고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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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회화가 중요한 현지 임무수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사항 : PKO센터에서 참모장교 직책별 임무수행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축척하여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전임자들의 생활 및 임무수행 관련 노하

우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축적하여 차후 선발 인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교육 시에는 자주 쓰는 회화 표현, 한국 문화 설명 등 파병지에서 필요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국방어학원과 연계한 교육으로 개인파병자들의 준비여건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나. 피복 및 물자 준비 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개인파병자들에게는 특전복 2벌, 일반 전투화 2족이 지급되고, 이후 일정 금액

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개인이 필요 품목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이 필요

한지 정보가 부족하고, 같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파병 부대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에 비해 비

싼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제한사항이 많다. 이번 파병의 경우에도 육

본 군참부의 담당자분께 건의를 드려 일반전투화 2족 중 1족을 사막화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이 사막화는 파병지에서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구해줄 수 없는

지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개선사항 : 파병부대와 유사한 아프리카 또는 중동지역으로 파병을 가는 개인파병자들의 

경우 부대 파병자와 동일한 수준의 피복 및 보급품을 지급하여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정글모, 고글, 컴뱃셔츠, 사막화 등은 아프리카나 중동 사막지역에서 꼭 필

요한 물품이므로 한빛부대, 또는 동명부대와 동일한 품목의 보급이 필요하다. 개인파병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국적의 사람들과 마주치기 때문에 잘 갖춰진 피복 및 보급품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파병지 임무수행 기간

가. 현지 임무수행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개인파병자들은 UN숙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최소 1일 22달러의 숙소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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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 한다. 한화로 계산 시 월 7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개선사항 : 동일한 국가 공무원인 한국 경찰도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숙소비용을 실비로 보전 받고 있다. 개인파병 군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

의 대우를 통해 숙소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나.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 획득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인 파병자의 경우 지방도시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인원들은 공산품, 식료품을 

구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 타국 개인파병자들의 경우 해당국 파병부대에서 식료품 및 

보급품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한국 개인파병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개선사항 :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부대 방문은 제한된다 하더라도 임무단 내 물류 시스

템을 통해 전투식량, 보급품 등은 전달이 가능하므로 한빛부대에서 개인파병자들의 애로사

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Ⅳ. 결론

우수한 대한민국 장교들은 척박한 남수단 임무단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

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나 초반에는 누구나 업무나 생활면에서 어려움

을 겪게 되는데, 파병 준비 기간부터 파병 임무수행 간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파병

자 개인의 어려움을 줄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

국의 위상을 드높여 파병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파병국가의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며, 

나아가 국가 안보 목표 중 하나인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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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저널 원고 작성 양식1

(제목: 한글 kopubWorld 바탕체M 17pt)

PKO 저널 원고 작성 양식
(제목: 영문 kopubWorld 바탕체M 12pt)

투고자2

(제목: 한글 kopubWorld 바탕체B 12pt) 

투고자

(제목: 영문 kopubWorld 바탕체M 10.5pt)

ABSTRACT

(제목: 영문 kopubWorld 돋움체M 10.5pt)

ABSTRACT 내용

(본문: kopubWorld 바탕체M 10.5pt, 줄 간격 160%, 들여쓰기 10pt, 영문 바탕체 10.5pt)

1 논문접수일 : (각주: 돋움체 8pt, 줄간격 130%) → pko센터 편집

2 투고자 약력

PKO 저널 투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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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를 제외하고 한글 작성

1. 서 론 (중간 제목: kopubWorld 바탕체B 13pt)

서론 내용 (본문: 바탕 10.5p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pt) 

전문용어 사용 시, 인용 시 각주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

글순서는

1.

  1) 

     (1)

        가.

           (가) 

※ 각주 표기 및 출처 표시 방법3

2. 본 론 (중간 제목: kopubWorld 바탕체B 13pt)

본론 내용 (본문: 바탕 10.5p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pt) 

전문용어 사용 시, 인용 시 각주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

※ 각주 표기 및 출처 표시 방법

3. 결 론 (중간 제목: kopubWorld 바탕체B 13pt)

결론 내용  (본문: 바탕 10.5p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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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제목 표기 요령

표 상단에 표 번호와 제목 표기, 본문 내용에 표 설명

“예” <표 1> 표 제목 (표그림 제목: kopubWorld 돋움체M 10pt)

<표 4> 청해부대의 외부 환경(기회ㆍ위협) 

기회(O) 위협(T)

O1  국민의 높은 지지도
O2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
O3  아덴만 인근 해적활동의 감소 추세
O4  상선들의 대해적 방책(BMP) 강구 노력
O5  연합작전 능력 향상 기회 다수
O6  다양한 성과 창출 여건 존재

T1  아덴만 외 지역에 광범위한 해적 위협
T2  임무구역 주변국가의 불안한 정세
T3  정박 중 테러 위협의 증대
T4  임무수행에 열악한 기후환경
T5  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재해 등) 상존

     

는 사이클론이 6년 간 연평균 1.8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로 인근에서 필리핀(마

닐라) 화산폭발, 스리랑카 쓰나미 등 재난재해 사례도 다수 있어, 필요시 우리국민을 철수

시키거나, 해당국을 인도적 지원(HA/DR)할 대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해

부대에 영향을 주는 기회와 위협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그림(사진) 제목 표기 요령

그림 하단에 그림 번호와 제목 표기   

“예” <그림 1> 그림 제목 (표그림 제목: kopubWorld 돋움체M 10pt)

<그림 1> 청해부대 전력 구성 및 확장된 임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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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출처 표기 방법

1. 우리말 논문 제목은 “  ”로, 논문집과 단행본의 서명은 『  』로 표기.

    논문집 권·호의 발행연도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단행본은 발행처와 발행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 면 수는 p. 00 또는 pp. 00-00로 표기.

김○○, “한국 전쟁이 ...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p. 115. (논문)

박○○, 『세계와 미국 ...』(서울: 한길사, 2001), pp. 115~116. (단행본) 

양○○, 『광고에 대한 ...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p. 258. (학위논문)

2. 로마자로 쓰여진 논문 제목은 “  ”로, 논문집과 단행본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H. Selye, “A Syndrome Produced by Diverse Nocuous Agents,” Nature Vol. 138 

(Nov. 1936), p. 32. (논문)

W. Kandinsky, 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 (New York: Wittenborn Art 

Books, 1947), pp. 57~58. (단행본)

※ 영문 이름은 first name(Barrack)을 last name(Obama) 앞에 표기하되,  

first name은 이니셜(B.)로 표기 가능. (Barrack Obama 또는 B. Obama)

3. 사전, 용어집, 교범, 규정, 법령은 『  』로 표기.

이○○, 『한국문화 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1), p. 222. (사전)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10), p. 158. (용어집)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합동참모본부, 2010), p. 158. (교범)

『합동교리발전업무』(국방부훈령 제1395호, 2008), 제20조(심의위원회 규정) (법령/규정)

5. 신문, 인터넷 표기

이철수, “도서관 사석화 이제 그만,” 『한동신문』(2009년 6월 3일), 3면 (신문 기사)

http://news.kbs.co.kr/world/2012.5.15./2475491.html (검색일: 2012년 5월 16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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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표기

    가. 2인 공저자의 이름은 모두 쓰고, 3인 이상일 때는 “000 외.”로 표기.

박○○, 김○○, 『세계와 미국 ...』(서울: 한길사, 2001), pp. 115~116. (2인 공저)

박○○ 외, 『세계와 한국 ...』(서울: 한길사, 2001), pp. 115~116. (3인 이상 공저)

    

    나. 동일 문헌 자료를 두 번 이상 출처 표기할 때

김○○(2003), p. 115.『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10), p. 158.

Kandinsky(1947), pp. 57~58. (영문 저자는 last name만 적음.)

※‘Ibid., Op. Cit., 상게서, 전게서, 위의 책(논문), 앞의 책(논문)’ 대신 

   ‘저자(발행연도), p. 000’로 약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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