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8 년 4 월 14 일
제목: 개스, 개스, 개스: 시리아 사태의 원인

서문
4 월 13 일, 미국이 시리아를 두 번째 공격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 (대통령 Bashar al-Assad)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미국이 밝힌 공식적 이유이다. 그러나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그 참된 원인을 진단해 보려고 한다.

에너지를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소련, 유렵, 우크라이나, 시리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유럽은 오래동안 소련으로부터 많게는 70%에 달하는 오일과 천연 개스를 공급받아 왔다. 현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3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1 (거꾸로, 소련이 수출하는 80%의 천연 개스는
유럽에 공급되고 있어, 유럽은 소련 경제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2) 1982-1984 년, 독일과
일본 등이 레이건 행정부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련에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Ukraine)를
경로하는 2 천 8 백마일에 달하는 West-Siberian pipeline 을 건설하여 소련의 오일과 천연 개스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그 후 소련은 다양한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투자하는데 성공 했으며, 현재는 12 개에 달하는 파이프란인을 통해 유렵과 발트 제국 (Baltics)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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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가격, 빚, 운송비용, 운영권 등을 놓고 잦은 분쟁을 겪었고, 이는
유럽과 소련의 정치 및 경제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3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생길 때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벌주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폐쇄했다. (2006 년, 2009 년, 2013-2014 년) 이로 인해
유럽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위기를 자주 당면했고, 위기를 느낀 유럽 공동체 (EU)는
소련으로부터의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공급 소스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소련이 추운 겨울에 파이프라인을 폐쇄해 버린 경우 유럽 전체가 휘청 거리기도 했다.)
Part of the aim of the Energy Union is to diversify the EU’s gas supplies away from Russia,
which has already proved to be an unreliable partner, first in 2006 and then in 2009, and which
threatened to become one again at the outbreak of the conflict in Ukraine in 2013-2014.
— 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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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
미국은 유럽의 이러한 결정을 대 환영했다.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유럽이 소련에 덜 의존할 수록
유럽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 날 수 있고, 아울러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바래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2000 년대 들어 기술 발전에 힘 입어 자체적으로
많은 천연 개스와 오일을 생산하게 되어 해외 시장 개발에 적극 나선 상황임으로 유럽이 미국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타르(Qatar)
1989 년, 카타르와 이란(Iran)은 페르시안 만 (Persian Guf)의 South Pars/North Dome 에 잠겨 있는
천연 개스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곳 3 천 미터 바닥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장양인
약 51 trillion cubic meters 의 천연 개스와 50 billion cubic meters 의 액체 개스가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4 저장량의 1/3 은 이란에, 2/3 는 카타르에 속한다.
카타르는 넘처나는 에너지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 운송 선박과 항구 건설 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적은 비용을 들여 에너지를 운송하는 소련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다. 2009 년, 카타르는 유럽 시장을 겨냥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요르단
(Jordan), 시리아 (Syria)와 터키 (Turkey)를 경로하는 대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했다. 미국
에너지 업체 등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그런데,
시리아의 아사드가 소련의 압력에 의해 카타르의 계획을 반대함으로 카타르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 (Iran)
같은 때에 이란도 기회를 삼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경로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했다. 소련은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 보다 이란과 함께 동맹을 이루는게 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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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이란의 프로젝트는 지원했고 이 건설 프로젝트는 2012 년 7 월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내분과 ‘아랍의 봄’에 의해 일어난 많은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저항을 겪고 있다.)

시리아 내분의 근본 원인
시리아와 터키는 중동, 소련, 중앙 아시아, 유라시아 등으로부터 개발된 에너지 자원이 유럽으로
운송되어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즉, 천문학적인 “돈”이
지나가는 ‘길목’일 뿐 아니라, 유럽, 소련, 중국, 미국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안정 및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이슈가 협상(?)되고 있는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종교,
문화, 역사, 정치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과 국가들과 파벌들이 몰려 들어
서로의 이권을 챙기려는 중심지가 되어 겉 잡을 수 없는 분쟁의 분화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짝 맺기
이런 분쟁 속에서, 소련과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Hezbollah)를 비롯해
아사드 정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련은 시리아 내분에 깊이 관여하여 지금까지
카타르와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반군을 소멸하기 위해 직접 투쟁하고 있다.
(중국도 소련과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만 $30 억을 반군에 지원했고, 미국의 CIA 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가 지원한 Al-Jazeera (알재지라) 방송을 통해 “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을 휩쓸면서 시리아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 아사드 정부에 큰 위협을 가져 온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원적인 시리아와 이란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미국의 힘을 등에
엎고 강력한 외교 및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련의 파이프라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터키는
에너지 소스를 다양화 시키려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카타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은 이란과 소련을 견제하게 될 카타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 선 후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과 특별한 우호 관계에
접어드는 국면을 마지하고 있다. 즉,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파이프라인(즉, 돈)을
중점으로 발생하는 이권 다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원적이다. (성경에 나오는 앗수르가 오늘 날의 시리아의 뿌리이다.)
시리아는 U.N.의 지지를 받고 1947 년 설립된 이스라엘을 아직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48 년, 1967 년, 1973 년 3 번 아랍국가들(주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시리아가 항상 동참 했고, 이스라엘은 1967 년의 ‘6 일 전쟁’을 매듭지으면서
시리아로부터 기름진 GOLAN EHGIT 를 빼앗기도 했다. (GOLAN HEIGHT 에는 대량의 오일과
개스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전 부통령인 딕 체이니와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몸담고
있는 GENIE ENGERY 사가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시리아가 늘 내분에 휩싸인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시리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랍 국가들이 늘 내분에 휩싸이거나 아랍국가들 간 서로 대항하여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들 간의 분쟁과 내분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내분을 통해서 ISIS 및 KURDS 등의
반군 세력들이 이라크 및 시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일과 개스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저가로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량의 오일과 개스를 이스라엘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과 에너지
에너지는 소련의 경제를 받쳐 주는 주된 경제 자원이다. 소련은 우크라인과 전쟁 및 잦은 분쟁을
겪으면서까지 에너지에 기인한 자국의 이권을 보호해 왔고, 이를 위해 조르지아 (Georgia)와
전쟁을 치루기도 했다. (2008 년) 즉, 소련에게는 국가의 존립이 달려 있는 중대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에 소련 경제의 뼈가 되는 에너지 수출을 축소 시키게 되면,
소련의 경제와 군사력은 자동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돌아선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속에서 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리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 내란에 참여한 소련을 보는 미국의 시각
미국내 소련 전문가들은 소련이 1970-80 년대에 장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내란에 말려 들어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 사건이 1991 년 구소련의 와해를 불러오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경험으로, 미국은 소련이 시리아 내분에 가담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앞서 말한대로, 소련의 참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시리아의 내분을 더 가열
시키는 역활을 하며, 아울러 소련의 경제와 군사력의 많은 소모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카타르, 사우디 아리이아와 이스라엘 등의 협조를 얻어 아사드를
대결하는 반군을 쉽게 지원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나, 군사 기업 및
금융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 제도는 ‘시리아 사태’ 같은 분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시리아 사태를 통해 군수 산업 및 금융 업계 등 이득을 보는 업계가 수두룩하다!)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들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기 바로 전인 4 월 12 일 카타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했다.
그에 앞서, 4 월 5 일에는 사우디의 Mohammed bin Salman 실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경제 협력 체결과 대량의 무기 구입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돌아 갔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그리고 시리아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3 월 30 일 국가 안보 팀 (National Security Council)에게 속히 미군을
시리아로부터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다.5 시리아 공격을 허락하기 1 주 전 (4 월
3 일)에도 미국은 시리아로부터 철수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다수는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시절부터 미군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
철수한다고 표명해 왔다. 미국 다수의 국민은 미국이 더 이상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은 거의 모두 국가 위협에 근거하지 않고,

소수의 다국적 기업의 경제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여러 이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후인 4 월 9 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부 팀과 시리아에 대한 결정을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FBI 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급습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 졌었다. 아울러, 한달 앞서 소련이
영국에 살고 있는 구소련의 전-스파이를 화학 물질을 사용해 살해 하려 했던 사건도 물적
확증이 없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다. 또 시리아의 아사드가 화학 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했다는 증거로 나돈 비데오는 의문을 자아내는 화면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 급하게 제작된
조작된 비데오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반군을 이기고 있는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한다고 밝힌 시점에서 아사드가 미국의 개입에
미끼를 던져 줄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자국민을 공격 할 이유가 없음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내 Deep State 세력들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트럼프를 속이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진행한 조작된 사건(False Flag)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벗어 나기 위해 단행한 수단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군사 행동 및 외교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권력가들과, 네오콘 파이자 국가
안보보좌관에 오른 잔 볼튼 (John Bolton)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Deep State 라고 부르고
있음) 미국의 중대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시리아에 미국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Trump tells advisers he wants U.S. out of Syria: senior officials”, Reuters, 2018 년 3 월 30 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yria/trump-tells-advisers-he-wants-u-s-out-of-syria-senior-officialsidUSKBN1H61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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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정권을 무너 뜨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안 해 왔을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슈이다. (본인이 2010 년에 쓴

이르크 전쟁에 관한 글을 참조 하기 바람.)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및
경제 정책과 직결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안보”와 연결이 지어진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미군의 개입이 허용되게 되어 있다. 때문에, JAMES MATTIS 미국방 장관은
시리아 공격을 알리는 기자 회견에서 “중요한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설명 했다. “중대한 미국의 이권”은 다름 아닌 소련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 유럽의 안정, 미국산 오일과 개스 판매 시장 확장,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 등을 의미하며, 이는 군사 행동의 법적인 근거를 말해 주는 코드
워드이다.

두 옵션: 나뿐 옵션과 더 나뿐 옵션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크게 두 옵션이 있다. 두 개의 파이프라인 건설 옵션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소련에게는 최악의
옵션이다. 한 파이프라인 건설 옵션은 끊임 없는 분쟁을 낳을 수 뿐이 없다.

결론: 개스, 개스, 개스, 돈, 돈, 돈
유럽과 미국은 카스피 해 (Caspian Sea)와 중동 지역을 유럽의 또 다른 에너지 공급처로 삼는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소련, 중아시아 등의 에너지
생산 지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의 통로에 자리하고 있는 시리아에 세계가 몰려
들어 참혹한 인명 피해를 내는 치열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오일과 개스와
관련된 이권 다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모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말로는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하며 분쟁을 정당화 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시리아 공격을 놓고 미국내
주류 언론과 양당 모두가 처음으로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공격이 끝난
직후에는 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으나...) 신이 부여한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분쟁에 이토게 단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 하는 ‘야수’들에 지나지 않는다.
십오만명의 사망자와 2 백만이 넘는 피난민을 만들어 낸 시리아 사태는 계속 인명 피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리아 사태는 ‘종교 전쟁 (Holy War)’과 ‘내란 (Civil War)’과 ‘냉전 (Cold War)’이 혼합된
‘완전한 전쟁 (Wholly War)’이라고 볼 수 있다. ‘검은 금’과 천연 개스. 과연 세계 3 차 대전을 불러
오고 말 것인가? 아니면, 7 년간 진행되어 온 시리아의 분쟁은 끝 없이 진행될 것인가? 죄 없는
시리아 국민들이 정말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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