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 Middle East

인 구	4억1천911만6천760명(2017년)
주 민	아랍인 다수, 터키인, 페르시아인, 유대인, 소수민족 쿠르
드족, 아르메니아인 등

언 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등
종 교	이슬람교가 압도적이나 레바논, 이집트, 터키, 이라크 등
에는 가톨릭,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정교, 콥트교 등 기
독교가 소수 존재. 이스라엘인 절대 다수는 유대교

개관
약사
북아프리카 나일강 유역과 아라비아반도 북동쪽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일찍이 찬란한 독자적 문명이
꽃을 피웠던 지역.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세계 2대 문
명의 발상지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발생지. 오스만 터
키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
라비아가 독립하고 터키공화국 수립. 이란의 팔레비왕조 탄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레바논과 시리아가 프랑스 지원 아
래 독립함. 유엔 결의로 1948년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이 건국함. 이스라엘 건국 직후부터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
의 대립으로 네 차례 전쟁 발발. 이란에선 1979년 이슬람 혁명
으로 팔레비 정권이 몰락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수립됨.
이란과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전쟁.
이라크가 1990년 8월 쿠웨이트 침공, 1991년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반격에 나서 걸프전 발발. 걸프전은 이라크의 패퇴
로 한 달 만에 종결됨. 이스라엘은 1994년 팔레스타인과 오슬
로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협정 합의를 통해 부분자치협정
을 타결, 40여 년 적대 관계를 청산할 기회가 왔으나 이스라엘
에 강경 우파정권이 들어선 후 유혈충돌이 지속되면서 양측
관계는 답보 상태.

최근 동향
미국이 2011년 12월 18일 이라크서 완전히 철군하며 9년에
걸친 이라크전이 종결됐으나 정파 간 분쟁과 테러가 계속됨.
2014년 6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서북부 일대에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시리아 등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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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함.
2016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미국 등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제2 도시이자 IS의 ‘경제적 수도’인 모술 탈환 작
전을 개시해 2017년 7월 탈환을 공식 선포한 데 이어 서부 지
역도 모두 수복함. IS는 시리아에서도 정부군과 쿠르드군 등에
밀려 사실상 존폐 기로에 처함.
시리아에서는 ‘아랍의 봄’ 영향으로 2011년 3월 남부 소도시
다라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며
내전으로 격화해 7년째 지속 중. 시리아 내전으로 약 40만 명
이 숨지고, 481만 명이 국외 난민이 됨. 시리아 국내서도 63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함. 시리아 내전은 인근 중동 국가뿐만 아
니라 유럽에도 난민 사태를 불러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추진과 반(反)이슬람 정서 확산의 배경이 됨.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2016년 하반기부
터 최대 격전지인 알레포에서 탈환 공세를 벌여 약 3만1천 명
이 사망함. 정부군은 2016년 12월 알레포를 완전히 탈환한 뒤
2017년 11월 IS 최후 거점 도시 알부카말을 장악함. 수도 다마스
쿠스 외곽 동구타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교전으
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짐.
IS는 2014년부터 시리아 북부 락카를 사실상 수도로 삼아 서
방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함. 2017년 락카에서도 패
퇴한 뒤 소수 대원만이 유프라테스강 유역 일대에서 은신 중
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과 시리아 민주군(SDF), 쿠르
드족 민병대는 2016년부터 락카 탈환전을 개시함.
이란 핵 문제는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의 비밀 우라
늄 농축시설 폭로로 이슈화한 지 13년 만에 외교적 노력으로
협상이 타결됨.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
는 진통 끝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함. 유엔 안보리 만
장일치 통과, 미국 의회 통과, 이란 의회 통과를 거쳐 이행 단
계에 들어감. 하지만 핵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새 대통령으
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핵
합의 이행이 난관에 부딪힘.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수정 또는 폐기 의사 밝히면서 이란과
갈등도 커진 상황임. 이스라엘도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핵협
상 파기를 촉구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이어짐.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의 소국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중동을 포함한 아랍권 전체로 번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4개국 독재정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졌
지만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에서는 6년 넘게 지나도록 정국
의 혼란이 이어지며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임.
이집트에서는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축출됐
으나 첫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무슬림형제
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가 2013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남. 세
속주의 세력의 광범위한 지지를 등에 업은 국방장관 출신 압
델 파타 엘시시가 2014년 대선에서 승리, 이집트는 또다시 지
난 60년간의 군부 정권으로 복귀함. 엘시시는 2018년 대선출
마를 공식 선언함.
예멘에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2015년 2월 압드라부 만수
르 하디 정권을 전복함.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아

랍권 동맹군이 3월부터 하디 정권 재건을 돕고자 반군 공습에
나서며 내전이 격화됨. 이후 유엔 등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진
행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함.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
입하고 2017년에는 예멘의 독재자였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
통령까지 살해당하면서 예멘 내전은 더욱 혼탁해짐.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침공으로 사
상자 6천600명이 발생함. 2009년 1월 휴전 선언한 이후에도
공습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대립 중임. 2014년 7∼8월 50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천200
명이 사망함. 2015년 10월부터 양쪽 충돌로 다시 유혈사태가
이어짐.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
루살렘을 공식 선포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더욱 격화.
국제 유가는 2015년 한 해 동안 30% 넘게, 1년 반 동안에는
70% 넘게 하락함. 유가 급락세가 2016년까지 이어지자 2016년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과 비(非) OPEC 산유국
들은 201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산유량을 하루 180만 배럴 감
산하기로 합의함.

레바논
Republic of Lebanon

레바논
★ 베이루트

시리아

이스라엘

면 적	1만400㎢
자 원	석회석, 철광석, 소금
인 구	622만9천794명(2017년 7월)
수 도	베이루트(Beirut)
주 민	아랍인(95%), 아르메니아인(4%), 기타(1%)
언 어	아랍어(공용어), 불어, 영어, 아르메니아어
종 교	이슬람교(54%, 수니파 27%, 시아파 27%), 기독교
(40.5%)

원 수	[대통령] 미셸 아운(Michel Aoun, 2016년 10월 취임)
의 회	단원제(128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3
 ·14연맹(민주개혁운동, 레바논의힘, 민주좌익, 미래운동
연합), 3·8연맹(자유애국운동, 헤즈볼라, 아말운동 연합) 등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878억9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527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만9천500달러(2017년)
통 화	레바논파운드(LBP), 1US달러=1,507.5LBP(고정환율제)

약사
고대 페니키아 지역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
하는 ‘모자이크 국가’. 7세기 십자군 원정으로 기독교 영향을
강하게 받음.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제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 위임통치령으로 편입.
1943년 독립했으나 이슬람교-기독교 갈등으로 1975~1990
년 내전을 겪으면서 12만 명 사망. 2005년 베이루트에서 일어
난 대규모 시위로 내전 수습 후 머물렀던 시리아군 철수한 뒤
수니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이어짐. 2006
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무력충돌 발생.

정치
내전으로 오랜 기간 정치 공백 상태에 있다가 1990년 기독
교 마론파, 이슬람교 수니파 등 각 종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을 출범시킴. 1992년 20년 만의 총선거에서 라피크
하리리 내각이 승리함. 1998년에는 시리아가 지지하는 에밀 라
후드가 대통령에 선출됨. 레바논 정파들은 찬·반 시리아 계열
로 갈라져 분쟁 지속. 2005년 2월 폭탄 테러로 친서방 정책 펴
던 하리리 총리 암살됨.
2008년 5월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미셸 술
레이만 장군이 대통령에 선출되며 여야 통합정부가 출범함.
2011년 5월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는 나지브 미카티를 총리
로 새 내각을 구성했으나 약 2년 만인 2013년 3월 총사퇴함. 4
월 탐만 살람 전 문화부 장관을 새로운 총리로 선출함. 2014년
5월 술레이만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직이 공석인
상태라 살람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함.
2011년부터 이어진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시리아 난민이
대거 레바논에 유입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내전 초반부터 무력 개입하면서 레바논 내 정국은 여전히 불
안함.

외교
중동전에 불참하는 등 온건 아랍주의가 외교 정책의 기본
축. 기독교 세력은 친서방 정책, 이슬람 세력은 반미 노선을 고
수함. 레바논 시아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친이란 성향임. 1981년
2월 남북한과 동시 수교. 29년간 내정에 간섭해 온 시리아와
2005년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4년여 만인 2009년 국
교 정상화.
시리아와 국경선 분쟁 소지 상존함.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
고원 내 샤바 지역 영유권 주장. 2010~2011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

군사
1991년 종파별 민병대를 통합하고 정부군을 재편함. 정부군
은 국제전략연구소(IISS) 2010년 자료 기준 총 5만9천100명. 치
안군은 1만8천 명. 17~30세 대상의 모병제 시행. 남부 국경지
역에는 1978년부터 배치된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이스라
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분쟁이 종결된 2006년 이후 적대 행위
재발 방지하는 임무 수행 중임. 37개국 1만2천 병력으로 구성
됨. 2007년 7월 한국군 동명부대가 UNIFIL의 일원으로 티르 인
근에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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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 문화
1975~1990년 내전 와중에 국내총생산이 절반 수준으로 급
감. 내전의 상처를 적자 재정으로 치유하면서 국가채무도 급
증.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과정에서 36억 달러 피
해를 입음. 주요 산업은 금융과 관광임. 2008년 도하 합의 이
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4년간 연평균 8%의 고성장을 기록했으
나, 2011년 초의 연정 붕괴 사태와 이웃 국가 시리아의 경기 침
체로 경제 성장률은 1.5%로 하락함. 2011년 3월 시리아 사태가
시작된 이후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 110만 명이 머물고 있음.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난민도 45만 명.

바레인
Kingdom of Bahrain
사우디아라비아
마나마
★

통치한 샤이크 이사 이븐 살만 알 칼리파 국왕이 사망하고, 하
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함. 시아파-수니
파 갈등이 여전함.

정치
입헌 군주제지만 왕권이 강력함. 1973년 의회 구성을 승인하
는 신헌법 발효로 총선을 실시했으나 1975년 국왕이 의회를 해
산함. 2001년 국민투표를 통해 양원제 의회 설립을 골자로 한
신헌법안을 채택함. 2010년 10월 국민의회 선거에서 시아파 야
권이 18석, 수니파와 여권 성향 무소속이 22석을 차지함. 시아
파가 국민의 과반이지만 정치·경제적 권력은 소수 수니파에
집중돼 2011년 수니파 왕정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
위가 발발함. 시아파 의원 전원이 사퇴함.
2012년에도 수니파 정권의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반정부 시
위가 계속됨. 시위가 과격해지자 바레인 정부는 2012년 말 모
든 종류의 반정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2014년 총선에서
시아파 야권이 불공정한 선거 과정을 이유로 대거 불참, 친정
부 성향의 수니파가 압승하면서 종파 간 긴장이 고조됨.

외교

바레인

카타르

면 적	76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진주
인 구	141만942명(2017년7월)
수 도	마나마(Manama)
주 민	바레인인(46%), 아시아인(45.5%), 기타 아랍인(4.7%), 아
프리카인(1.6%)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파시어, 우르두어
종 교	이슬람교(70.3%), 기독교(14.5%), 힌두교(9.8%), 불교
(2.5%), 유대교(0.6%)

원 수	[국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amad Bin Isa Al-Khalifa,
1999년 3월 즉위)

의 회	양원제 - 국왕 임명직 ‘국가자문회의’ 40명, 선출직 ‘국민의회’
40명(임기 4년)

주요 정당	정당 활동 금지. 2005년부터 정치단체(Political
Association 또는 Bloc)는 허용.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97억7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38억7천만 달러(2016년)

사우디 주축의 걸프협력협의회(GCC) 회원국. 걸프전 이후
대미 안보 의존도가 심화함. 2003년 12월 GCC 회원국과 대테
러공조협정을 체결함. 한국과는 1976년 4월, 북한과는 2001년
외교 관계 수립. 2011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이란이 배후에
서 조종한다고 바레인 정부가 주장해 이란과 외교 갈등을 빚
음. 2017년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뒤 외교 갈등 지속.

군사
18세 이상 모병제. 정규군 8천200명(IISS 2010년). 걸프아랍
국들의 집단안보체제인 GCC 합동방위군에 참여. 중동 지역
최대 미 해군기지인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함. 영국 해군도
2014년 12월 바레인에 해군기지를 건설함. 이 기지들은 걸프지
역 해상안보 활동과 시리아,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 공습 거
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 수송로의 요충이자 항공 교통의 중심지. 원유 의존도
(수출의 60%, 정부 수입의 70%, GDP의 11%)를 줄이기 위한 산
업다변화 정책 시행. 2006년 걸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함. 이슬람의 금융허브 역할 놓고 말레이
시아와 경쟁함. 2011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정정이 불안해지
면서 중동의 금융허브 위상이 흔들리고 대체지로 두바이와 아
부다비가 떠오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만1천800달러(2017년)
통 화	바레인디나르(BHD), 1US달러=0.376 BHD(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약사

Kingdom of Saudi Arabia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아라비아반도 중계 무역지로 번성함.
1783년 칼리파 왕조(시아파) 집권 후 영국과 평화조약 체결.
188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됐다가 1971년 독립함. 1999년 3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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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215만㎢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인 구	2천857만1천770명(2017년 7월)

이라크
이란

★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예멘

수 도	리야드(Riyadh)
주 민	아랍인(90%), 아프리카-아시아계(10%)
언 어	아랍어(공용어)
종 교	이슬람교(100%, 수니파 85~90%, 시아파 10~15%)
원 수	[국왕]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2015년 1월 즉위)

의 회	자문위원회 ‘마질리스 알-슈라’(151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없음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조7천890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6천785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만5천300달러(2017년)
통 화	사우디리얄(SAR), 1US달러=3.75SAR(2017년)

약사
1453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1913년 영국의
힘을 빌려 터키군을 축출함. 1927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독립
함. 1932년 이븐 사우드가 양분됐던 헤자즈와 네자드 지방 세력
을 통일, 입헌군주국을 건국하고 현재의 국호를 채택함. 1938년
유전 발견. 2005년 5대 파드 국왕에 이어 압둘라 국왕이 즉위
함. 2015년 1월 압둘라 국왕이 별세하고 살만 왕세제가 즉위함.

정치
정교일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이 종교 수장도 겸임. 왕족
중심의 각료회의가 정무를 담당하며 국왕은 부족과 주요 가문
간 균형을 도모해 정치 안정을 추구함. 건국 이후 최초로 2005
년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해 총 179석 중 절반을 선출하고 절반
을 국왕이 임명함.
2011년 9월 두 번째 지방선거를 치르고, 다음 선거부터 여성
의 참정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2011년 2월 민주화 시위가 중
동을 휩쓸자 압둘라 국왕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각종 혜택
제공하는 유화책을 제시함. 2015년 12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여
성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에 참여한 제3회 지방선거 실시. 2017
년에는 이듬해 6월까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국왕 칙령을
발표하기도 함.

외교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친서방 정책 유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쿠웨이트 왕가와 피난민 40만 명을 수용
함. 걸프전 후 대미 관계를 강화했으나 9.11테러 이후 미국 내에

반사우디 정서가 확산됨. 아랍연맹(AL), 이슬람협력기구(OIC),
걸프협력협의회(GCC) 회원국으로 아랍 국가 간 분쟁의 중재자
역할 수행.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 예멘에서는 시아파 반군이 수니파 정권
을 공격하자 아랍권 동맹군과 함께 개입함. 시리아에서는 바샤
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는 입장임. 1962년 10월 한국
과 수교. 2017년에는 카타르와 단교한 뒤 외교 갈등 지속.

군사
17세 이상 지원제. 정규군과 내무부 산하 경찰로 병력 구
성. 방위군(SANG) 7만5천 명 포함한 정규군 23만3천500명
(IISS 2010년). 경찰 병력 2만 명. 국방예산 2012년 기준 GDP의
7.98%.

경제 · 사회 · 문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 이
상 보유함. 하루 1천만 배럴 생산이 가능함. 석유가 수출의
90%, 정부 세수의 75%, GDP의 45%를 차지함.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요청이 잇따르지만, 사우디는 점유율 확
대를 위해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2005년 WTO에 가
입함. 2010년 투자유치를 위해 6개의 ‘경제도시’를 설립하고 외
국인 부동산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함. 2015년부터 외국인 투
자자에 주식시장을 개방함.
저유가와 중동 내전 개입으로 재정난에 직면하자 2015년 12
월 29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을
최고 67% 인상함.
이슬람교의 발상지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순례차 방문함. 전 세계에
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으나 2018년부터 이를 허용
하기로 함. 살만 국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
디의 사회·경제 개혁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을 이끌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함.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 여행, 결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음. 구직
과 은행계좌 개설·의사 진료 등에도 남성의 동의가 필요함.

시리아
Syrian Arab Republic
터키

시리아

★ 다마스쿠스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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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18만5천180㎢
자 원	석유, 인광석, 크롬광, 아스팔트
인 구	1천802만8천549명(2017년 7월)
수 도	다마스쿠스(Damascus)
주 민	아랍인(90.3%),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등 기타(9.7%)
언 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르메니아어, 아람어, 체르케스어
종 교	이슬람교(87%, 수니파 74%), 기독교(10%), 드루즈(회교
분파) 3%

원 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ad, 2000년 7월 취
임, 연임)

의 회	단원제(25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국민진보전선(NPF), 시리아아랍사회주의연맹(ASU), 시
리아공산당 등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503억 달러(2015년), 공식환율 기준 246
억 달러(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천900달러(2015년)
통 화	시리아파운드(SYP), 1US달러=514.6SYP(2017년)

약사
1516년 오스만 제국이 지배. 1920년부터는 프랑스가 지배하다
가 1946년 독립. 식민 지배 기간 반식민지, 반제국주의 운동이
강하게 불면서 아랍 부흥운동의 발상지로 부상. 1958년 이집트
에 병합됐으나 1961년 쿠데타로 독립 쟁취. 이후 10년간 다섯 차
례 군사정변 일어난 끝에 1971년부터 아사드 가문(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자 하페즈 알 아사드) 장기집권 체제에 돌입.
2011년 3월 정권 퇴진 촉구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발발.
정부군과 무장한 반정부 세력 충돌로 내전이 격화돼 7년째 이
어짐. 2013년 3월 화학무기 공격으로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면
서 긴장이 고조됨. 그해 7월 유엔 조사 거쳐 9월 시리아가 화
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 화학무기 해체작업 진행 중이나 여전
히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제기됨. 정부군과 반군 간
대립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득세
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이 시리아 공습에 나섬.
시리아인권관측소는 2011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망자가
34만3천5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함. 피난민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1973년 국민투표로 채택된 헌법은 사회인민민주주의를 표
방. 7년 임기의 대통령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함. 하페즈 알 아
사드가 30년간 장기집권하다 2000년 사망함. 같은 해 아들 바
샤르가 단독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7년 재선됨. 아사
드 정권의 2011년 발발한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으로 야권 세
력이 시리아국가위원회(SNC)를, 정부군 이탈 세력이 자유시리
아군(FSA) 결성해 시민 저항이 조직적으로 확대됨.
2012년 11월 시리아 반군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반정부 연
합체 시리아국가연합(SNCORF)을 출범시킴. 아랍권 22개국으
로 구성된 아랍연맹(AL),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금수와 무역제재 등 대(對)시리아 제재에 나섬.
2013~2016년께 IS가 부상하고 세를 확장하며 혼란이 커짐. IS
는 2017년 시리아군과 쿠르드군의 공세에 밀려 시리아 내에서

l

외교
아랍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비동맹 기조였지만 바샤르 알 아
사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주의로 전환. 미국과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 등으로 긴장 관계임. 북한과 1996년 7월 수교했지만
한국과는 미수교. 핵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연계됐다는 의혹.
1967년 빼앗긴 골란고원 반환 문제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
고 있음. 반이스라엘 정책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마스, 헤즈볼라 등을 지원함. 2011년 1월 미국 대사가 6년 만에
시리아에 재부임했으나 7월 친정부 시위대가 미 대사관 공격
한 것을 계기로 갈등 고조됨.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와
는 우호적 관계임.

군사
징병제. 정규군 32만5천 명(IISS 2010년). 2005년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암살 배후
로 지목된 뒤 국제적 압력에 굴복, 레바논 내 1만4천여 명의 시
리아군을 철수함.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유엔군 약 1
천 명 주둔. 레바논과 국경선 분쟁 미해결. 러시아가 1971년부
터 타르투스에 해외 유일의 해군 기지 유지 중임.

경제 · 사회 · 문화
2000년 4월 경제개혁계획에 따라 투자촉진법을 대폭 개정
한 데 이어 민간은행 설립 허용, 증시 개설, 변동환율제 도입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함. 2009년 3월 처음으로 다마스쿠스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함. 정부의 경제 통제와 높은 실업률, 물 부
족 해결 등이 과제임. 2011년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유혈사태
로 번지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되면서 경제가 고사 직전까
지 몰린 상황임. 2015년 1월 18세 한국인 김 모 군이 IS에 가담
하고자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이후 소식이 끊김.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내전이 계속되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적·경
제적 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임.

아랍에미리트연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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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상태임. 시리아 내 무장조직은 800개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음.

각국현황

United Arab Emirates

페르시아만

★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면 적	8만3천60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인 구	607만2천475명(2017년 7월)
수 도	아부다비(Abu Dhabi)
주 민	에미리트인(19%), 아랍·이란인(23%), 남아시아인(50%),
기타(8%)

언 어	아랍어(공용어), 페르시아어, 영어, 힌디어, 우르두어
종 교	이슬람교(76%), 기독교(9%), 기타(15%)
원 수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ifa bin
Zayid Al-Nahyan, 2004년 11월 취임)

의 회	단원제 연방평의회(임명직과 간선제 선출직 각 2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없음. 정당 활동 금지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천919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
천787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만8천200달러(2017년)
통 화	디르함(AED), 1US 달러=3.673AED(2017년)

약사
1853년 이래 영국보호령으로 있다가 1971년 12월 라스 알
하이마를 제외한 6개 토후국이 연방을 결성해 독립함. 현 연
방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 하이마, 푸자이라, 아
즈만, 움알 카이 웨인 등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됨. 연방 구성
이래 각 에미리트의 독자성이 강했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결
속함.

(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UAE의 미국산 무기 구입
액은 37억 달러로 걸프의 대국 사우디아라비아(10억 달러)를
압도. 러시아산 무기도 3억 달러어치 구매함. 2011년 1월 한국
군 아크부대(120여 명 규모)가 알 아인 지역에 파병됨.

경제 · 사회 · 문화
연방 예산은 각 토후국의 재정 규모에 따라 분담함. 2009
년 기준으로 석유 수출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가 85%에
달했으나 경제 다변화 노력으로 GDP에서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떨어뜨림. 2008~2009년
유가와 부동산가 하락, 경기침체 겹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음.
2009년 11월 두바이 정부 소유 기업인 ‘두바이월드’의 모라
토리엄 선언으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침. 아부다비로부터
1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해 유동성 위기를 넘겼으나 느린 회복
세를 보임. 2009년 12월 한국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
전소 건설 공사 발주, 2012년 11월 현지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
령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함.
2010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828m)를
두바이에 개장함. 한국 기업은 1970년대부터 UAE 기반시설 건
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 의료, 문화 등 분야로 양
국 교류가 확대됨.

예멘

정치
연방 산하 7개 토후국은 각기 수장을 원수(국왕)로 하는 세
습군주제임. 7명의 수장으로 구성된 최고평의회가 최고의사결
정기관임.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거부권이 부여된 권력의 핵심.
의회와 정당은 없으나 연방평의회가 의회와 유사한 기능 담당
함. 연방평의회(FNC) 의원 40명 가운데 20명은 수장들이 임명,
임기는 4년임. 나머지 20명은 토후가 임명한 선거인단(총 13만
여 명)이 선출함. 2011년 3월 ‘아랍의 봄’ 영향으로 직접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태동하자 연방평의회 간
접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확대함.

외교
1971년 영국군 철수 이후 친서방 외교 노선 고수. 걸프협력
협의회(GCC)와의 협조가 외교정책의 기조. 비동맹 중립외교
를 표방하지만 걸프전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관계도 돈
독함. GCC 합동군 일원으로 걸프전에 참전함. 한국과는 1980
년 6월 수교. UAE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2009년 12월 미국과 핵협력
협정을 체결해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외국에서 핵연료를
수입하기로 함. 2017년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뒤 외교적 갈
등 지속.

군사
모병제였다가 2014년 6월 18~30세 남성에 대해 군 복무
를 의무화하는 징병제법을 공포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Republic of Yemen

사우디아라비아

★ 사나

예멘
인도양

소말리아

면 적	52만7천968㎢
자 원	석유, 암염, 대리석, 금
인 구	2천803만6천829명(2017년 7월)
수 도	사나(Sanaa)
주 민	아랍인 다수, 아프리카-아랍계, 남아시아인, 유럽인
언 어	아랍어(공용)
종 교	이슬람교(99.1%, 수니파 65%·시아파 35%), 기타(0.9%)
원 수	[대통령]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Abed Rabbo
Mansour Hadi, 2012년 취임)

의 회	양원제 - 상원 111명(대통령이 임명), 하원 301명, 임기 6년
주요 정당	인민전체회의(GPC), 이슬람개혁당(Islah), 예멘사회당
(YSP), 나세리트연합당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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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89억5천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256억7천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천300달러(2016년)
통 화	예멘리얄(YER), 1US달러=275YER(2017년)

미사일 주문한 사실을 시인. 정부와 반군 간 내전의 혼란을 틈
타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와 IS 예멘지부가 세를 확장해
정부군을 공격. 예멘 내전 후 정규군 규모 크게 감소.

경제 · 사회 · 문화
약사
기원전 950년께 시바 왕국을 거쳐 7세기부터 이슬람 문화
권에 편입됨. 1517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다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철수함. 승전국 영국이 북예멘만 독립시키고 남
예멘을 지배하며 남북으로 분단됨. 남예멘은 1967년 남예멘인
민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1990년 북예멘과 통일. 예멘을 30
년간 통치했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은 2017년 반군에
피살됨.

정치
1990년 통일 후 대통령은 알리 압둘라 살레 북예멘 대통령
이, 부통령은 남예멘 지도자 알 바이드가 취임함. 살레 대통령
은 1978년부터 쿠데타를 통해 북예멘 정권을 장악. 1994년 5월
남예멘의 분리 선언으로 내전이 발발했으나 우세한 군사·경
제력을 갖춘 북예멘이 두 달 만에 승리해 재통일됨.
1999년 첫 직선제 대선에서 96%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래 계속 집권해 온 살레 대통령은 2006년 선거에서도 재집
권에 성공함. 2011년 1월 예멘 집권당이 종신 대통령을 허용하
는 헌법 개정 추진하던 중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함. 살레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면책 조건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권력
이양안에 서명해 33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음. 살레는 2017년
12월 후티 반군에 살해당함.
2012년 2월 대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당선됨. 남부 분리주의 세력과 북부 시아파 후티 반
군, 수니파 살라피스트 세력, 알카에다 등의 발호로 무력충돌
이 지속되던 중 후티가 2015년 1월 대통령궁 일대를 장악함. 하
디 대통령은 후티의 요구에 따라 사퇴서한을 제출했다가 번복.
3월 사우디 공습 이후 내전이 이어짐.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로
피신했다가 2015년 11월 귀국. 2017년까지 예멘 내전이 지속되
면서 안정된 정치 기관 또는 기구가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임.

외교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오만을 제외한 걸
프 아랍국들과 관계가 냉각됨. 2001년 걸프협력협의회(GCC)로
부터 단계적 가입 허용 방침을 이끌어냄. 알카에다 아라비아반
도지부(AQAP)의 근거지이자 미국 대(對)테러 정책의 전진 기
지 역할을 함. 미군은 2011년 9월 예멘 동부서 알카에다 지도
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함. 하디 정권은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아랍권의 지원을 받고 있음. 북예멘은 북한과 1963년,
한국과 1985년 외교관계를 수립함. 남예멘은 1963년 북한과,
1990년 한국과 수교함.

군사
정규군 6만6천700명(IISS 2010년). 국방예산은 2012년 기준
GDP의 4.02%임. 통일 직후부터 내전 발생 이전까지 남북예멘
군대의 통합노력이 미진해 충돌의 빌미가 됨. 2002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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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이지만 농업이 주산업이며 아랍권 최빈국 중의 하
나. 석유가 GDP의 약 25%를 차지. 2006년부터 경제 다변화
추진. 2010년 1월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기 위해 ‘예멘의 친구
들’을 출범시키고 국제통화기금(IMF)도 3억7천만 달러 지원
함. 높은 실업률, 인구 증가율, 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중심지로 부각하면서 알카에다와
반군 단체 등에 의한 외국인 납치·테러가 빈발함. 2009년 3
월 한국인 관광객 테러 사건, 9월 국제의료봉사단체 월드와이
드서비스 소속 엄영선(당시 34세·여) 씨가 사다 지역에서 무
장단체에 의해 납치, 피살됨. 2017년 창궐한 콜레라 등 전염병
이외에도 3년째 이어진 내전과 사우디 주도의 봉쇄 정책으로
심각한 식량·연료 부족을 겪고 있음.

오만
Sultanate of Oman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

★
무스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면 적	30만9천500㎢
자 원	석유, 구리, 석면
인 구	461만3천241명(2017년 7월)
수 도	무스카트(Muscat)
주 민	아랍인, 발루치인, 남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발루치어, 우르두어
종 교  이슬람교(85.9% 이바디파 다수, 수니·시아파), 기독교(6.5%),
힌두교(5.5%), 기타(2.1% 불교, 유대교 등)

원 수	[국왕] 카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Qaboos Bin Said Al Said,
1970년 7월 즉위)

의 회	양원제 - 임명직 상원 83명, 선출직 하원 84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없음. 정당 활동 금지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천879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719억3천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4만5천500달러(2017년)
통 화	오만리얄(OMR), 1US달러=0.39OMR(2017년)

약사

시리아

150여 년간 해안 지역 무스카트를 지배해 온 포르투갈을
1650년 몰아내고 동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하는 해양 왕국으로
발전함. 1891년부터 영국의 실질적 보호령 아래 있다가 1951년
독립함.

★ 암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정치
아랍권 국가 중 온건파에 속하고 헌법과 정당은 없음. 의회
는 양원제로 상원인 마즈리스 알 다우라(국왕 임명)와 하원인
마즈리스 알 슈라(임기 4년)가 있음. 의회는 사회·정치 관련
입법 조치를 국왕에 제안할 수 있고 독자적인 입법권은 없음.
2011년 2월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카부스
국왕은 장관 12명을 경질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정치 개혁
을 약속함.

요르단

원 수	[국왕] 압둘라 2세(Abdallah II, 1999년 2월 즉위)
의 회	양원제 - 임명직 상원 27명, 선출직 하원 123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이슬람행동전선(IAF), 아랍바트사회주의당, 바트아랍
진보당, 요르단민족연합, 인민단합당, 이슬람중심당 등
다수

외교
1971년 유엔 가입. 걸프협력협의회(GCC) 창설회원국. 서방과
안보 협력, GCC 국가와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양축으로 하
고 인근 서남아권과 전통적 유대관계 유지하고 있음. 원유수출
국이나 OPEC엔 가입하지 않음. 한국과 1974년, 북한과 1992년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함. 2013년 11월 공식 외교관계가 단절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카부스 국왕이 비공식 대화를 주선해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 2015년 수니파와
시아파 대립에서도 균형외교를 펼쳐 이란 핵협상의 숨은 공신
으로 평가받음.

군사
18~30세 지원제. 정규군 4만2천600명(IISS 2010년). 국방예
산은 2012년 기준 GDP의 8.61%. 군 지휘부의 오만인화 정책
추진. 군사 장비는 대부분 영국제. 중동 내 미국의 주요 군사
거점. 이란과 함께 국제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
협을 관리함.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 매장량은 약 55억 배럴로 추산. 석유 고갈에 대비해
2020년까지 GDP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9%까지 낮춘다
는 목표. 산업 구조 다변화 위해 관광업과 천연가스 사업에 집
중. 1970년 카부스 국왕 즉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2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 달성. 최근엔 관광산업도 성장.

요르단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면 적	8만9천342㎢
자 원	인광석, 탄산칼륨, 셰일유
인 구	1천24만8천69명(2017년 7월)
수 도	암만(Amman)
주 민	아랍인(98%), 체르케스인(1%), 아르메니아인(1%)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종 교	이슬람교(97.2%, 대부분 수니파), 기독교(2.2%), 기타(0.6%)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890억5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404억9천만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만2천500달러(2017년)
통 화	요르단디나르(JOD), 1US달러=0.71JOD(2017년)

약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국
위임통치령에 편입됐다가 1946년 독립함. 1948년 1차 중동전
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지구를 병합함. 1949년 6월
현 국호로 변경. 이스라엘과 1967년 전쟁에서 서안을 내줬으며
1989년 후세인 국왕이 영유권 공식 포기함.

정치
입헌군주국. 상원의원 27명은 국왕이 지명하고 하원의원
123명은 직접선거로 선출함. 임기 4년. 2012년 여성에게 15석을
할당하는 선거법 도입. 1999년 후세인 국왕 타계로 압둘라 이
븐후세인(압둘라 2세)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 압둘라 2세 국왕
은 정치 개혁을 꾸준히 추진 중임.
2011년 1월 총리와 내각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
발. 이에 국왕이 2월 사미르 리파이 총리 내각을 해산하고 야
권 인사 포함된 마루프 알-바키트 내각을 출범시킴. 시위가
이어지자 10월 또 한 차례 개각을 단행해 아운 알 하사우네를
총리로 임명함. 하지만 정치개혁을 둘러싼 왕실과의 이견으로
아운 알 하사우네 총리는 6개월 만에 전격 사임함.
2012년 5월 파예즈 타라우네 총리의 내각 출범. 10월에는 압
둘라 2세 국왕이 무능과 부패를 이유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명령하고 압둘라 누수르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 야권이
불참한 2013년 1월 총선에서는 친정부 성향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함. 2016년 총선에서는 범아랍권 정치세력 무슬림형제단
이 최소 15석을 확보하며 10여 년 만에 원내 복귀.

외교
아랍 국가와 서방세계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 수행. 미국
의 맹방이었지만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지지하면서 아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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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계가 냉각됨.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1995년 이집트와 외교 관계 정상화. 압둘라 2세 즉위 이후 왕
비가 쿠웨이트 출신 팔레스타인인 것을 계기로 인근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섬. 2011년 11월에는 압둘라 2세 국왕이 팔레스
타인 서안 지구를 11년 만에 방문. 한국과 1962년, 북한과 1973
년 각각 수교함.

군사
17세 이상 지원제. 정규군 10만500명(IISS 201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4.65%(2012년). 합동특수전사령부 산하 제37 특전
여단, 제28 특공여단, 제5 특수전항공여단 등 3개 여단 1만4천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운용 중임. 미국의 지원 덕분에 아랍권에서
가장 현대적인 특수전 병력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를 비롯한 부존자원은 많지 않지만, 중동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로 서방국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주변국
원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3차 중동전에서 요르단강 서
안을 상실하면서 경작지가 40% 감소함. 만성적 에너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함.
2012년 1월,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8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
대 요르단 디젤내연발전소 사업을 수주함. 팔레스타인 난민이
2014년 기준 210만 명. 시리아 난민은 63만 명.

원 수	[대통령] 푸아드 마숨(Fuad Masum, 2014년 7월 취임) [총
리] 하이데르 알아바디(Haider Al-Abadi, 2014년 9월 취임)

의 회	단원제(328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법치국가연합(시아파), 이라크국민동맹, 다와당, 쿠르드
민주당(KDP) 등 다수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천607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1
천927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만7천 달러(2017년)
통 화	이라크디나르(IQD), 1US달러=1천184IQD(2017년)

약사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자리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
명발상지. 1534년부터 오스만 제국 지배 아래 있다가 제1차 세
계대전 종전 후 영국령으로 편입됨. 1932년 10월 입헌군주국으
로 독립함. 1958년 군사 쿠데타로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정을
선포함. 1979년 집권한 사담 후세인은 1980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이란을 침공함.
1988년 휴전. 1990년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 발발.
1991년 2월 미국 등 다국적군 공격으로 쿠웨이트를 상실함.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이 2011년 12
월 종료됨. 이슬람국가(IS)가 2014년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태
동했으나 2017년 정부군에 패퇴함.

정치

이라크
Republic of Iraq

이란
시리아

바그다드
★

이라크

면 적	43만8천317㎢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인광석, 황
인 구	3천919만2천111명(2017년 7월)
수 도	바그다드(Baghdad)
주 민	아랍인(75~80%), 쿠르드족(15~20%), 기타(5%)
언 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공용어), 투르크멘어(터키어 방언),
아시리아어 등

종 교	이슬람교(99%, 시아파 60~65%, 수니파 32~37%), 기독교
및 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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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미군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후세인은 2006
년 12월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에서 교수형 선고받은 뒤 나흘
만에 처형됨. 과도정부는 2005년 1월 총선을 통해 제헌의회를
구성함. 4월 제헌의회는 쿠르드족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를 대
통령으로 선출. 2006년 3월 의회가 개원되고 5월에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 내각이 출범함.
건국 후 소수인 수니파가 계속 정권 장악하다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시아파 정권이 들어섬. 2011년 12월 미군 철수 이후 시
아파와 수니파 대립, 각종 테러 등 맞물리면서 정정과 치안 불
안이 계속됨.
2014년 6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
가(IS)가 서북부 일대에서 국가 수립을 선포함. 수니파 차별정
책으로 IS 봉기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알말리키 총리는 퇴
진함. 7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쿠르드계 정치 원로인 푸아드 마
숨이 시아파 하이데르 알 아바디를 새 총리로 지명함.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군 침공 이후 암묵적 합의에 따라
총리는 시아파 아랍계, 국회의장은 수니파 아랍계, 대통령은
쿠르드계가 각각 맡음. 이라크는 의원내각제로 다수당의 수장
이 실권을 쥔 총리가 됨.

외교 · 군사
정규군 19만2천 명(IISS 2010년). 국방예산은 2012년 기준
GDP의 2.88%. 후세인 정권 시절 반미·반이스라엘 정책을 채
택했으나 미군 승리 후 친미·친서방 외교정책으로 선회함.
2007년 10월 기준으로 27개국 17만8천 명에 달했던 이라크 내
다국적군은 점진적으로 이라크군에 치안권을 이양함. 미군도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이양을 시작해 2011년 12월 18일 완전

히 철수함. 9년 가까이 이어진 이라크전으로 이라크인 10만여
명과 미군 4천500여 명 희생. 이라크는 IS 격퇴전에서 공을 세
운 자국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를 2018년 정규군에 사
실상 편입함. 북한과 1980년 단교. 한국과는 1989년 수교.
<한국군 파견과 한국인 테러> 2003년 건설공병부대(서희부
대)와 의료지원단(제마부대)이 이라크 남부에 주둔한 데 이어
2004년 자이툰부대 2천800명을 에르빌에 파견함. 2003년 티
크리트에서 한국 업체 직원들이 무장 괴한의 습격을 받아 2명
사망, 2명 부상함. 2004년 무역회사 직원 김선일 씨가 납치된
뒤 피살됨. 한국군은 2004년 9월 첫 파병 이후 연인원 1만9천
명을 파견, 자이툰부대를 운영하다가 2008년 12월 완전히 철
수함.

경제 · 사회 · 문화
원유 매장량은 약 1천431억 배럴로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임. 정부 세입의 90% 이상이 석유. 후세인 치하인 1990년 유엔
경제제재로 인한 원유 수출 중단과 걸프전에 따른 산업 시설
파괴로 경제 기초 여건이 붕괴함. 2004년 연합군 측이 184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 계획 발표함. 1972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지 30여 년 만인 2009년 7월 유전 개발을 국제 입찰
에 부쳐 영국의 BP 컨소시엄이 따냄.
2010년 IMF·세계은행과 조건부 원조 프로그램에 합의. 한
화건설은 2011년 바그다드 인근에 비스마야 신도시를 조성하
고 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를 80억 달러에 수주함. 저
유가 국면에도 산유량을 늘려 2014년 12월 사상 최대인 하루
평균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함. 2014년부터 3년여간 이어
진 IS 사태로 인한 전후 재건 비용으로 10년간 882억 달러를
국제사회에 요청함.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투르크메니스탄

★ 테헤란

이라크

(10%) 등

종 교	이슬람교(시아파 90~95%, 수니파 5~10%), 기타(0.7%)
원 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1989년 6월 취임) [대통령] 하산 로하니(Hassan
Fereidun Rouhani, 2013년 8월 취임, 2017년 5월 대선서 연
임 성공)

의 회	단원제(29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1987년 집권 이슬람공화당 해체 후 안정적 공식정당은
없고 여러 정치그룹이 개혁·보수파로 나뉘어 활동. 선거
에 임박해 이합집산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조6천310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4천277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만 달러(2017년)
통 화	이란리얄(IRR), 1US달러=3만2천769.7IRR(2017년)

약사
고대 페르시아제국의 후신. 7세기께 아랍민족에 정복돼 이
슬람교가 유입됨. 1918년 영국보호령이 됐으나 1925년 군인 출
신 레자 샤가 팔레비 왕조를 창건함. 1935년 이란으로 국명 개
칭. 레자 샤는 근대화를 지향하며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
팔레비 왕조는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일으킨 이슬람 혁
명으로 붕괴하고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한 정교일치의 이슬
람공화국이 수립됨.

정치
국가최고지도자 아래 삼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도
자운영회의에서 선출되는 이맘은 행정부 감독, 군통수권 등의
권한을 가짐. 행정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됨. 임기는 4년. 중도파 성직자인 모하마드 하타미가 1997
년과 2001년 대선에서 잇따라 당선됨. 2005년 강경보수파 마
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온건실용파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에 압
승하고 2009년 재선에 성공함.
이후 대통령선거 부정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 발발. 2011년 2
월 ‘아랍의 봄’ 영향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나 아
마디네자드 정권이 강경 진압함. 2012년 서방 제재로 경제위기
감이 고조되고 정치적 시위도 계속되는 등 정·경 불안 상태
가 지속됨. 2013년 8월 중도 개혁노선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함. 로하니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도 승리함.

이란

면 적	164만8천㎢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크롬
인 구	8천202만1천564명(2017년 7월)
수 도	테헤란(Tehran)
주 민	페르시아인(61%), 아제르인(16%), 쿠르드족(10%), 루르인
(6%) 등

언 어	페르시아어(공용어, 53%), 터키어계(18%), 쿠르드어

외교
팔레비 국왕 시절의 친서방 외교 노선에서 이슬람혁명 후
비동맹 정책으로 급선회. 1979년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1980년 미국과 단교함. 1980~1988년 영유권 문제로 이라크와
전쟁. 2003년 12월 국제사회 압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첫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을
2009년 2월 가동하는 등 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
을 빚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1년 11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
혹을 제기. 이에 미국 의회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 경제제
재 법을 처리한 데 이어 EU도 추가 제재를 발표. 유엔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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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7년, 2008년에 이어 2010년 4차 제재 결의를 채택.
IAEA는 2012년 9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확대와 핵 시설 및 활
동에 대한 공개 거부를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의 유화정책에 힘입어 이란과 주요 6
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
(EU)은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2015년 역사적 합의
에 이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
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함.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 미국 의회 통과, 이란 의회 통과를 거쳐 이행 단계 들어
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뒤 이란 핵합
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이란과 갈등 증폭.

군사
징병제. 군사 조직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로 이원화
해 있지만, 지휘 계통은 동일함. 총병력은 혁명수비대 포함 52
만3천 명(IISS 2010년). 혁명수비대 산하에 50만 명의 민병대
조직이 별도로 존재함. 잠수함을 도입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매달림. 이라크에서 벌어진 IS 격퇴전에도 군
병력을 투입함.

면 적	2만770㎢
자 원	목재, 탄산칼륨, 동, 천연가스
인 구	829만9천706명(2017년 7월)
수 도	예루살렘(Jerusalem)
주 민	유대인(75.1%), 아랍인 등 비유대인(24.9%)
언 어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종 교	유대교(75.1%), 이슬람교(17.4%), 기독교(2%), 드루즈교
(1.6%), 기타(3.9%)

원 수	[대통령]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2014년 7월 취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2009년 3월
취임)

의 회	단원제(120명, 임기 4년)
주요 정당  리크루당, 유대인가정당, 쿨라누당, 토라 유대주의당, 발라
드당, 베이테누당 등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156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
천480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만6천200달러(2017년)
통 화	세켈(ILS), 1US달러=3.606ILS(2017년)

약사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 관련 국영기업과 소규모 민간무역이 주축. 영세 농업
을 바탕으로 하는 혼합형 중앙통제경제. 석유 수출에 대한 의
존도 높음. 2009년 국제 원유가 인상으로 수출액이 100억 달
러로 급증하면서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위기 일부를 해소함.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함. 핵 개발 의혹에 따른 서방 제
재 조치에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이 더해지면서 2012년 10월 리
알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를 겪음.
2013년 11월 핵협상 잠정 합의로 경제제재 일부가 6개월간
한시 해제돼 2014년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년 만에 반등함. 그러나 저유가 국면으로 타격을 받음.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면 원유 수출량을
하루 2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이란 제재가 실제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기원전 100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왕국 건설. 이후 유
대와 이스라엘왕국으로 분열됐다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대는 바빌로니아에 정복됨. 135년부터 세계 각지로 흩어짐.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영국이 영국군의 작전기지 역
할을 하던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조국 건설
을 허락하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유대인 이민자가 급증
함. 유대인의 이민 증대는 아랍인과의 대립을 불러왔고, 유엔
은 1947년 아랍과 유대인 국가로 분할을 결정함.
1948년 유대 국가건국위원회 의장인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함. 아랍인 측이 이에 반대하면서 네 차례(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중동전쟁이 일어남. 3차 중동전에서 이
스라엘은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을 획득함.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시나이에서
철수함.

정치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시리아

예루살렘
★

요르단

이스라엘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상징적 원수. 선거는 개인 후보자에
게 투표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 방
식을 따름. 총 120석 중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함. 2001년부터 이스라엘 내각을 이끌었
던 우파 리쿠드당의 아리엘 샤론이 2006년 1월 뇌졸중으로 혼
수상태에 빠지면서 에후드 올메르트 부총리 체제가 출범함.
2009년 2월 리쿠드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함. 2015년 3월 총선에서도 네타
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드당을 비롯한 보수우익 정당들이
두 달간 협상 끝에 연정을 구성함.

외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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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대미 의존 정책.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와 적대
적 관계에 있으나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와는 공식 외교 관계
를 맺음.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

방기구(PLO)를 합법적인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함. 2001년 샤
론 총리 등장 이후 중동 관계가 악화함. 2003년 미국과 러시
아, 유엔, EU 중재로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과 영구 평화협상
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양측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
서 무산됨.
네타냐후 총리 취임 후 2010년 9월 양측의 직접 협상이 시
작됐으나 이스라엘이 서안 지역에 일종의 식민 마을인 정착촌
건설을 10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짐. 2011년 11월
핵무기 의혹을 받는 이란에 핵 시설 선제공격 위협.
2012년 11월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 16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데 이어 12월에는 국제사회 반대 무릅쓰고 동예
루살렘과 서안지구에 새 정착촌 건설 강행함. 2014년 7월 다시
가자지구를 공격해 대부분이 민간인인 팔레스타인인 2천200
명과 이스라엘인 73명이 사망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
후 예루살렘을 공식 수도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
침. 팔레스타인과 갈등으로 유혈사태가 계속됨. 한국과 1962년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군사
징병제. 남녀 모두에 병역의무. 남성 의무 복무 기간 36개월,
여성은 21개월. 정규군 17만6천500명(IISS 2010년). 예비군 56만
5천 명. 미국제 최신 군장비와 핵탄두를 100여 기 보유한 것으
로 추정됨. 탄두 운반 수단으로는 예리코Ⅰ·Ⅱ와 랜스 지대지
미사일 보유. 국방예산은 2012년 기준 GDP의 5.69%.

경제 · 사회 · 문화
수출품은 농산물과 기계류, 군사장비. 1990년대 이후 의약
품과 전자기기 등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 GDP의 25%가 수출
에서 발생함.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중화
학공업, 제조업분야 발전은 미진함. 매년 무역적자가 발생하나
외화 송금과 외채로 충당 가능한 수준임. 대외 채무의 50%는
미국 자금.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 카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면 적	100만1천450㎢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인광석

인 구	9천704만1천072명(2017년 7월)
수 도	카이로(Cairo)
주 민	이집트인(99.6%), 기타(0.4%)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통용.
종 교	이슬람교(90%, 대부분 수니파), 콥트교(9%), 기타(1%)
원 수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2014년 6월
취임)

의 회	단원제(596석. 448석은 선출직, 28명은 대통령 임명직, 120
명은 성별 연령 종교 등에 따른 할당제. 5년 단임)

주요 정당	민주평화당, 나세리트당, 국민민주당(NDP), 신와프드당
(NWP) 등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조1천99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3천323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만3천 달러(2017년)
통 화	이집트파운드(EGP), 1US달러=18.05EGP(2017년)

약사
세계 3대 문명발상지 중 한 곳. 고대왕조는 기원전 341년에
페르시아에 멸망함.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거쳐 16세
기에 오스만 제국에 복속됨. 1914년 영국보호령에 편입됐다가
1922년 입헌 군주국으로 독립함.
1952년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 파루크를 추방하고
공화제를 선포함. 나세르는 1956년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선출
된 뒤 수에즈운하 국유화와 아랍연합(AL) 창설로 대표되는 아
랍민족주의 정책을 추진, 아랍 국가에 널리 영향을 미침. 1967
년 3차 중동전 패배로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를 상실했으나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체결 후 시나이반도를 돌려
받음.

정치
대통령 중심제. 독립 후 집권한 대통령 모두 군부 출신. 소련
과의 유대 관계를 끊고 미국과 수교를 재개하며 자유주의 정
책을 펴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1981년까지 집권함. 이후
직위를 승계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간 군부의 지지
를 배경으로 철권통치함.
2011년 1월 25일 튀니지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남. 무바라크는 시위 시작
18일 만에 사임하고 군최고위원회(SCAF)에 권력 이양함. 같은
해 11~12월 열린 1·2차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들이 압승함.
2012년 6월 60년 만에 처음 치러진 자유민주선거에서 무슬
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됨. 하지만
이슬람계 득세에 반발하는 야권 및 자유주의 세력 저항으로
정정 불안이 지속됨.
무르시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군인 출신 엘시시가 쿠데
타를 일으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2014년 5월 대통령
에 당선됨. 대법원이 2012년 6월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하는 의
회를 해산시켜 엘시시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됨. 2015년
10월부터 석 달에 걸쳐 총선을 치렀으며 친정부 성향의 정치
인들이 대거 승리함. 엘시시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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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군사
1967년 중동전 패배 후 친소 정책을 추구했으나 1974년 대
미 복교를 계기로 친미 정책 본격화.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체결로 대아랍 관계가 악화됐으나 바로 회복됨. 1963년
수교한 북한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임. 한국과는 1995년
4월 수교.
선발징병제. 정규군 병력 46만8천500명(IISS 2010년). 준정
규군 총 39만7천 명. 국방예산 2013년 기준 GDP 대비 1.67%.

경제 · 사회 · 문화
1869년 수에즈운하 완성 후 세계 수송의 주요 허브 역할
을 하고 있음. 수에즈 운하 수입과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
2004~2008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 이
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 선까지 높아졌지만, 혜택은 일부 계
층에 집중되며 국민의 40%가 하루 소득 2달러 미만의 빈곤층
으로 분류됨.
2011년 2월 시민혁명으로 정부가 붕괴되고 사회불안이 이어
지면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
융 30억 달러를 지원함. 경제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해 140억 달
러 규모의 카이로 지하철과 35억 달러 규모의 알렉산드리아∼
아스완 고속철도, 수에즈 운하를 관통하는 3개 터널 등 건설
계획을 수립함. 제2의 수에즈운하를 2015년 8월 개통함. 카이
로 동부 외곽에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중.

주요 정당	없음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417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1
천663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12만4천900달러(2017년)
통 화	카타르리얄(QAR), 1US달러=3.64QAR(2017년)

약사
18세기부터 오늘날 바레인의 토후인 칼리파 가문의 영토였
음. 1872년 오스만 제국 지배. 1916년 영국보호령에 편입됐다가
1971년 독립함. 1995년 하마드 국왕이 무혈 궁정 쿠데타로 정권
을 장악함.

정치
19세기 중반부터 알타니 가문의 세습군주제. 국왕이 총리직
겸임, 입법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정당 활동 금지. 2003
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듬해 발효된 신헌법은 걸프 국가 최초
의 성문헌법임.
헌법에 따라 단원제 국회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전체 45개
의석 중 3분의 2는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는 국왕이 임명함. 그
동안 총선을 치르지 않다가 2013년 사상 첫 실시 예정이었으
나 그해 6월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 국왕이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왕세자에게 전격 왕위 이양을 선언하면서 총선이 연
기됨.

외교

카타르
State of Qatar

페르시아만

카타르

★
도하

걸프전 후에도 이라크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강경 이슬
람 국가인 수단에 원조를 제공하는 등 중동권에서 독자 노
선을 견지. 미국과는 우호 관계 유지. 한국과 1974년 4월, 북
한과 1993년 1월 수교.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튀니지, 이집
트, 리비아 등지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
원,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함.
그러나 이후 무슬림형제단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
랍에메리트(UAE) 등에서 불법 단체로 규정되자 이 단체의
주요 후원국인 카타르도 고립에 직면함. 사우디와 UAE, 이
집트, 바레인 등 아랍권 4개국이 카타르와 단교 선언 후 걸
프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됨.

군사
사우디아라비아

면 적	1만1천586㎢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어류
인 구	231만4천307명(2017년 7월)
수 도	도하(Doha)
주 민	아랍인(40%), 인도계(18%), 파키스탄계(18%), 이란계
(10%), 기타(14%) 등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통용
종 교	이슬람교(77.5%), 기독교(8.5%), 기타(14%)
원 수	[국왕]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Amir Tamim bin Hamad AlThani, 2013년 6월 즉위)

의 회	45명(임명직 15명, 선출직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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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병력은 1만1천800명(IISS 2010년). 미국, 영국, 프랑스와 군
사협력협정 체결. 하마드 국왕이 국방장관과 군총사령관을 겸
직함. 이라크전 때 미군 통합지휘본부 주둔지. 2011년 북태평양
조약기구(NATO) 군의 리비아 공습에 중동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가함.

경제 · 사회 · 문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GDP와 수출의 각각 50%와 85%
를 차지.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15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25조
㎥. 2008년 5월 라스라판 공업지대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천
연가스 처리시설 가동.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1인당 GDP
가 2007년까지 세계 2위를 기록함. 2006년 아시안게임 개최.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유치. 월드컵 개최를 위해
지하철 건설과 카타르-바레인 해상 도로 등 대규모 기반 시
설에 투자.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이란

이라크

을 단행함. 총선에서 반정부 시위 주도한 야권 계열 압승하자
정부·국회 간 갈등이 격화함. 2012년 6월 헌법재판소가 2월
총선을 무효로 판결함. 12월 야권 반발 속에 재총선이 실시돼
시아파 이슬람계가 승리함. 이후 정정불안이 지속됨.
2013년 6월 국왕의 내각 해산에 이어 7월 총선이 실시됨. 종
전 내각 구성원과 왕가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에 야권이 반
발해 12월 내각이 총사퇴함. 2014년 1월 다시 개각을 단행함.
2016년 총선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 후보들이 약진
함. 쿠웨이트 야권 연합은 다당제에 기반을 둔 정당 정치의 도
입을 촉구함.

외교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
쿠웨이트시티

비동맹 중립과 걸프 국가 간 협력이 외교의 기본 노선이었
으나 걸프전 이후 친미·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함. 1990년 8월
이라크가 침공해 쿠웨이트 합병을 선언했으나 1991년 다국적
군이 개입한 걸프전으로 영토와 주권을 회복함. 소련의 붕괴
까지 겹치면서 친미·친서방 노선을 확대함. 한국과는 1979년,
북한과는 2001년 수교.

군사
면 적	1만7천818㎢
자 원	석유, 천연가스, 어류, 새우
인 구	287만5천422명(2017년 7월)
수 도	쿠웨이트시티(Kuwait City)
주 민	쿠웨이트인(31.3%), 기타 아랍인(27.9%), 아시아인
(37.8%), 아프리카인(1.9%), 기타(1.1%) 등

언 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통용
종 교	이슬람교(76.7% 국교), 기독교(17.3%), 기타(5.9%)
원 수	[국왕] 알 아흐마드 알 자비르 알 사바(Al-Ahmad al-Jabir alSabah, 2006년 1월 즉위)

의 회	단원제(50명, 임기 4년), 선출직 50석 외 각료도 당연직 의원
주요 정당	없음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천25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1
천183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6만9천700달러(2017년)
통 화	쿠웨이트디나르(KWD), 1US달러=0.30KWD(2017년)

약사

징병제. 정규군 1만5천500명(IISS 2010년). 국방비 GDP 대비
3.35%(2011년). 2003년 2월 이라크전에 대비해 전시 체제 돌입
함.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등 미·영군과 긴밀한 관계임.

경제 · 사회 · 문화
원유 매장량 1천20억 배럴. 석유가 GDP의 절반, 수출의
95%, 국가 수입의 80%를 차지함. 원유 생산 단가가 주요 산
유국 중 최저 수준임. 2015~201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7%
에 달하며 에너지 보조금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함.
외국인들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걸프 국가는 현재 사우디아
라비아와 쿠웨이트뿐임.
2015년 6월 IS가 배후를 자처한 시아파 모스크 자살폭탄 테
러 발생해 26명 사망하고 200여 명 부상함.

키프로스

1756년 알 사바가 통치하는 수장국. 1871년 오스만 제국 지
배권에 들어가 바스라주의 일부로 편입됨. 1899년 영국의 보호
아래 들어갔으며 오스만 제국 붕괴 후 자치보호령 지위를 획
득함. 1938년 석유가 발견됨. 1961년 독립.

정치
알 사바 왕가는 중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일찍 민주화된
왕정으로 야당을 인정하는 의회 유지. 의회는 선출의원과 각
료 총 50명으로 구성. 그러나 정당 활동은 불허되고 비공식단
체만 존재함. 2009년 5월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의원 4명
배출함.
2011년 11월 부패한 정부 각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
지자 내각이 총사퇴하고 의회가 해산돼 2012년 2월 조기 총선

Republic of Cyprus

지중해
★ 니코시아

키프로스

각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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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9천251㎢
자 원	구리, 황철광, 석면, 석고, 천연가스
인 구	122만1천549명(2017년 7월)
수 도	니코시아(Nicosia)
주 민	그리스계(77%), 터키계(18%), 기타(5%)
언 어	그리스어(공용어), 터키어(공용어), 영어
종 교	그리스정교(78%), 이슬람교(18%), 기타(4%)
원 수	[대통령]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Nikos Anastasiadis,

택함.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재정적자가 GDP의 5.7%를 기
록, EU 가이드라인(3%)을 초과하는 등 재정위기가 고조됨. 그
리스 국채를 다수 보유해 2011년 그리스 경제위기 여파로 동반
위기에 처하자 2012년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함. 2015년
8월 지중해를 통과해 터키와 북키프로스를 잇는 107km 길이
수도관 완공.

2013년 2월 취임)

의 회	단원제(80명, 그리스계 56명, 터키계 24석은 공석, 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주운동당(DISY), 민주당(DIKO), 민주운동투쟁당
(ADIK) 등 다수

터키
Republic of Turkey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11억9천만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준
211만1천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3만6천600달러(2017년)
통 화	유로(EUR), 달러당 0.906유로(2017년)

조지아

불가리아

앙카라
★

약사
지중해 동부 도서국. 1517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1878년부터
영국이 지배함. 1960년 독립함. 1974년 군부 쿠데타로 친그리스
정부 수립, 같은 해 터키가 점령한 북부 지역은 1983년 북키프
로스터키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분단됨. 북키
프로스는 터키 정부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정치
터키계 북키프로스 대통령은 무스타파 아큰즈. 의회는 단원
제(50명). 2008년 9월 남북 간 통일 협상을 시작함. 북키프로스
주민도 합법적으로 키프로스 시민권을 획득, 동등한 권리를 보
장받음. 그러나 2012년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경제위기로 통일
논의는 답보상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일 협상을 재개했다
중단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함.

터키

시리아
이라크

면 적	78만356㎢
자 원	석탄, 철광석, 구리, 크롬
인 구	8천84만5천215명(2017년 7월)
수 도	앙카라(Ankara)
주 민	터키인(70~75%), 쿠르드족(18%), 기타(7~12%)
언 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등
종 교	이슬람교(99.8%, 대부분 수니파), 기타(0.2%, 기독교와 유
대교)

원 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yyip Erdogan,

외교
통일 문제가 외교의 핵심. 터키를 제외한 국가들이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그리스계 남키프로스만 2004년 유럽연합
(EU)에 가입함. 키프로스는 터키가 EU가입을 반대. 한국과
는 1995년, 북한과는 1991년 수교. 2011년 시작된 해상 가스
전 개발을 두고 남북 키프로스와 그리스, 터키 등이 갈등 관
계임.

군사
징병제. 정규군 1만 명(IISS 2010년). 남북키프로스 경계의 완
충지대에는 1964년부터 유엔평화유지군이 주둔. 북키프로스
에는 정규군 3천 명, 터키 주둔군 4만 명. 국방비는 GDP 대비
2.05%(2012년).

경제 · 사회 · 문화
주요 산업은 관광과 금융, 부동산. 그리스계 키프로스는
수출과 관광산업으로 비교적 경제 상황이 양호하지만, 북키
프로스는 터키 의존도가 높음. 그리스계는 그리스정교, 터키
계는 수니파 이슬람교. 2008년부터 유로를 공식 화폐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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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취임)
[총리] 아흐메트 다부토울루(Ahmet Davutoglu, 2014년 8월 취임)

의 회	단원제(550명, 임기 5년)
주요 정당	민족주의행동당(MHP), 인민민주당(HDP), 정의개발당
(AKP), 공화인민당(CHP) 등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조1천330억 달러(2017년), 공식환율 기
준 8천412억 달러(2016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만6천500달러(2017년)
통 화	터키리라(TRY), 1US달러=3.628TRY(2017년)

약사
오스만 제국을 승계한 국가. 13세기 말 건국된 오스만 제국
은 16세기 말 대제국을 형성해 전성기를 누렸으나 러시아 전
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약소국으로 전락함. 청년터키
당의 지도자 케말 파샤가 1922년 무력으로 술탄 국왕을 추방,
1923년 공화정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
1950년 민주당 승리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으나 이후
3차례(1960년, 1971년, 1980년) 군사 쿠데타 발생. 2016년에도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실패함.

정치
민정 이양을 위해 제정된 1982년 헌법을 1995년 개정함. 같
은 해 12월 오스만 제국 붕괴 후 처음으로 이슬람정권이 등장
함.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 5년)이 의례적인 역할을 맡고, 행
정권은 총리와 내각이 행사함. 2007년 8월 당선된 압둘라 귈
대통령은 과거 이슬람 정당 소속임.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총선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
해 이슬람계 정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단독정부 구성하며
2003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집권함. 이후 11년간
총리로 터키를 통치한 이후 2014년 8월 터키 사상 첫 직선제
대선에서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
헌을 추진한 끝에 2017년 1월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그해
4월 국민투표서 가결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 성향의 정
책 강화로 건국이념인 세속주의를 약화시키고, 억압적 통치를
한다는 비난도 받음.
2015년 6월 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이 단독 집권에 실패했으
나 이어진 11월 조기 총선에서 압승해 5개월 만에 단독 정권이
출범함.
2016년 7월 군부 주도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
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패한 쿠데타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
라흐 귈렌과 연계됐다고 주장하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음.

외교
1952년 나토 가입. 걸프전을 계기로 대미 접근 강화. 2005
년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고 정치·경제 개혁 단행했으나
협상 성과는 제한적임. 2015년 11월 말 터키가 EU와 난민문
제 대책으로 3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EU 가입 협상이 재개됨. 한국과 1957년 3월, 북한과는 2001
년 6월 수교. 시리아 내전으로 터키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2015년 기준 229만 명, 이라크 난민은 10만 명에 이르는 것
으로 집계됨.

2009년부터 새 통화 ‘터키리라’를 공식 사용함. 에르도안 집
권 기간 터키 사회와 문화가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주의 성향으
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팔레스타인자치지역
Palestine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웨스트뱅크
요르단

예루살렘
사해

가자지구

면 적	약 6천420㎢(요르단강 서안 약 5천860㎢, 가자지구 약 360
㎢).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중 거주하며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자 원	천연가스
인 구	505만2천776명(2018년 3월)
수 도	없음(상징적 행정수도는 서안 라말라)
주 민	팔레스타인계 아랍인(83%), 유대인(17%)
언 어	아랍어, 히브리어, 영어 통용
종 교	이슬람교(75%, 대부분 수니파), 유대교(17%), 기독교 등 기
타(8%)

원 수	마무드 아바스 수반(Mahmoud Abbas, 2005년 1월 취임)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212억2천만 달러(2014년) 공식환율 기준
127억6천600만 달러(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
 매력 기준 4천300달러(2014년)

약사
군사
징병제. 정규군 51만600명(IISS 2010년). 나토군 소속으로 미
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주둔 중임. 북키프로스에 4만 명 배치.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추구해 온 쿠르드노동자당(PKK) 반군과
1984년부터 전투가 지속되고 있음. 국방비는 2012년 기준 GDP
의 2.31%.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는 쿠르드군과 충돌함.

경제 · 사회 · 문화
섬유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높은 경상수지 적자폭과 외채
로 고전 중임.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세속주의와 이
슬람주의의 마찰이 심해짐. 2006년 카스피해산 원유를 유럽으
로 수송하는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S) 송유관 운영을 시작
함.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추진함.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그곳에 거주하던 아
랍인들을 지칭함. 아랍연맹 지원으로 1964년 팔레스타인해방
기구(PLO)가 창설됨.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면서 가자지구와 서안 지역을 점령하게 됨. 1988년
팔레스타인 국가독립을 선언하고 이듬해 야세르 아라파트 의
장을 국가수반으로 선출함.
1993년 이스라엘과의 오슬로협상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승
인하고 일부 지역 자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조인함.
이후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 완화 협정이 이어지던 중 2008
년 12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함. 이때 22일간 이어진
공격으로 1천4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후에도 무력 충돌
이 지속됨.
2011년 9월 유엔에 정회원국 지위 승인을 신청하고 10월 유
네스코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함. 2012년 11월 하마스와 이스라
엘이 8일간 교전하다가 이집트 중재로 휴전함. 2014년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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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50일간 교전 끝에 휴전함. 2012년 유엔 총회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승격됨. 2015년 4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
입함.

아프리카 Africa

정치
2004년 아라파트 사망 이후 마무드 아바스가 선거를 통해
국가수반 직을 승계함. 2006년 총선에서 강경파 하마스가 압
승한 이후 내부 갈등이 지속됨. 2007년 6월 공동내각 해산을
계기로 자치정부는 서안지구, 하마스는 가자지구 각각 통제
함. 이스라엘은 2007년 하마스가 집권한 가자지구를 봉쇄함.
2009년 5월 살람 파야드 총리가 이끄는 새 팔레스타인 내각이
출범함. 2011년 4월 하마스와 자치정부가 과도 단일정부 구성
에 합의했으나 실질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음. 2017년 이후 아
바스 수반의 건강 악화설이 퍼짐.

외교
사실상 외교 기능은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PLO대
표부가 담당함.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PLO에 옵서버 자격을 부
여하고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들도 PLO를 팔레스타인인의 유
일한 정통대표로 인정함. 아바스 수반은 2015년 8월 PLO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반 직만 유지 중임.
현재 자치지구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영사관
이 주재함. 유럽의회도 1997년 4월 팔레스타인 정부와의 임시
무역협조협정 승인, 사실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국제적 지
위를 부여함. 자치정부는 2014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에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됨.

면 적	3천30만㎢
인 구	12억5천600만 명(2017년)
주 민	북아프리카는 코카서스 인종(백색 인종)이 지배적이고 사
하라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의 수단계,
나일강 상류의 나일계,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 사이의 남북
반투계 인종 등으로 구분. 남부는 코이족, 산족(부시먼족),
호텐토트족이, 남아공에는 아프리카너(네덜란드계 백인)
등이 흑인과 공존.

언 어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탓에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
어, 독일어 등을 공용어로 채택한 나라가 다수. 이외에 스
와힐리어, 아프리칸스어 등 여러 토착 언어도 사용.

개관

군사
국방 기능 없음. 내부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함. 팔
레스타인민족행정국은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자치지구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 조직으로 팔레스타인민족보안군(PNSF)을
창설함. PNSF 규모는 5만6천 명(IISS 2010년). 경찰은 소화기와
최대 45대의 장갑차 보유만을 허용함.

경제 · 사회 · 문화
2000년 2차 인티파다(민중봉기) 이후 이스라엘의 봉쇄로 붕
괴 위기에 처했던 자치정부가 2004년 국제사회의 11억 달러 원
조로 이를 모면함. 2007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이후 장
기간 고립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음. 지역 경제 80%
가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필품 대부분을 이집트
에서 밀반입으로 해결함.
2014년 7∼8월 50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
로 팔레스타인인 2천 명 이상이 사망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8월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해
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봉쇄 해제’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
어 합의점을 못 찾음. 2015년 10월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
라엘군 충돌로 긴장이 고조됨. 10~11월 초순에만 이스라엘 총
격에 팔레스타인인 76명이 사망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
년 12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면서 이-팔
갈등은 다시 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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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사하라사막 이북
지중해 연안의 아랍 7개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인 블랙 아프리카로 구성. 북아프리카와 블랙 아프리카는
인종뿐 아니라 기후, 문화 등이 서로 크게 다르며 북부의 사하
라, 리비아사막과 남부의 칼라하리사막 등 사막지대가 전체 면
적의 절반을 차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1차 세계대
전 후 싹트기 시작한 민족주의운동이 2차 대전 후 급속히 확산
하면서 1951년 리비아를 필두로 2011년 남수단까지 분리 또는
독립함. 아프리카에는 중동권으로 분류되는 이집트를 제외하
면 현재 총 54개국이 존재.

최근 동향
<개 요> 아프리카는 저개발과 질병, 빈곤, 고질적 부패로 대
부분 국가가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 20세기 초반
강대국의 식민지 확보경쟁에 희생됐으며 냉전시대에는 미국
과 소련의 개입으로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탈냉
전시대에는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내전이 장기화함.
한편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 아프리카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