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록>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무기금수, 여
행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를 실행한다. EU 제재는 2010년도 이후 급증해, 

2017년 1월 현재, EU는 총 33개국에 대해 제재를 단행, 국제기구로서는 가장 
많은 제재를 실행한다. 90년대의 경우 UN 제재의 보완적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독자제재 실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
다. EU 제재대상국들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
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EU 제재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수호라는 
목적을 천명하지만, EU와 특정 회원국의 제재대상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EU 제재에 관한 선
행연구들이 EU 제재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 목적이 강하다고 주장한 것
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EU 제재 중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EU 제
재, 특히 EU가 단독적으로 실행하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에 대한 EU 제재와 프랑스, 국, 벨기에의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 국, 벨기에는 EU의 독자제재를 통해 구 식민지 국
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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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I. 서론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이하 CFSP)에 의거해 제3국에 대한 단독 제재 실행 권한을 보
유하게 되었다. EU조약 제21조에 따르면 EU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 및 연대 원칙 및 UN 헌장과 국제법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재(sanction) 혹은 제한 조치(restrictive measure)를 실행한다.1) 

EU 제재에는 제재대상과 분야, 강도가 각기 다른 여행금지, 무기금수, 금
융 제재, 경제 제재가 있다.2)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는 것은 여행금지로 제재
대상자는 EU 회원국으로의 입국과 환승이 금지된다. 여행금지 제재의 경우 
1) 제재(sanction)와 제한 조치(restrictive messure)는 EU 정책에서 혼용되어 사용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제재로 통칭한다. CFSP 외에도 EU는 코토누협정을 통해 경
제적 제재(지원축소나 중단 등)를 실행했다. 짐바브웨, 기니, 코모로스가 코토누
협정 위반으로 인해 경제적 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토누협정 
관련 경제적 제재는 논외로 한다. 

2) Council of the EU,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rictive Measures(Sanctions), 
10198/1/04(Brussels, 7 June 2004).; Council of the EU, Guidelines 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Restrictive Measures(Sanc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EU Common Foreigh and 
Security Policy; The EU Best Practic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stri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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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효과는 가장 낮지만 해외여행이 필수적인 특정인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 무기금수는 여행금지 다음으로 
자주 실행되며 국가 및 지역, 일부 행위자 단위에 대한 무기 판매나 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다. 금융제재4)는 은행계좌 동결, 금융거
래금지, 대상국 중앙은행의 대출요청 거부 등이 포함한다. 일례로 코트 디부
아르의 아비장 항구와 산 페드로 시에 대한 계좌동결 경우에서 보듯 일국의 
경제활동이 집중된 곳일수록 효과가 증대된다.5) 경제제재는 가장 실행빈도
가 낮지만, 금융제재와 유사한 향력을 미친다. 특히 석유, 목재, 다이아몬
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 의
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가 높은 편이다.

여행금지, 무기금수, 금융 제재, 경제 제재 등 EU의 제재는 2017년 1월 기
준, 총 33개국에 대해 실행되고 있으며, 그 중 1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EU 제재는 UN 제재와 협조체제를 이루기도 하지만, UN의 결정과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EU의 대 아프리카 제재, 특히 EU의 대 
아프리카 독자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째, EU

의 독자제재는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경향으로 EU의 대외정책, 특히 특정 
지역 혹은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서의 가치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회원국인 프랑스, 

국,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으며, 독립 이
후에도 구 식민지 종주국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의 구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독자제재 실행은 EU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
해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U의 대 아프리카 독자제재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나 관련 국내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대신 UN과의 공동제재를 포함한 EU 제재의 일반
적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EU 제재의 특징에 대한 EU 제재의 사례
연구,6) EU와 경제적 제재의 효과 검증7)을 포함한 UN과 EU 제재에 대한 실
3) Francesco Giumelli, "How EU Sanctions Work: A New Narrative", Issue, nº 129(May 

2013), p.22.
4) 금융 및 경제제재는 EU기능조약 제215조를 근간으로 한다.
5) Francesco Giumelli(2013),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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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검증8) 등이 있다. EU 제재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UN 제
재와 비교했을 때 EU 제재는 EU와 제재대상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
을수록 제재 실행 확률이 높아진다. 즉 EU가 제재대상국과 수출입 교역량 
등의 면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
았다. 둘째, EU 제재가 EU의 공동 의견을 반 하기보다, 정치적, 경제적 
향력이 강한 일부 EU 회원국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했다.9)

본 연구는 EU 독자제재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기, 검토하고자 한
다. 첫째, EU 독자제재는 EU와 UN의 동시제재에 비해 제재 강도가 낮을 것
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는 EU뿐 아니라 UN 역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채택했을 것이다. 반면 
UN 제재 없이 EU만 제재를 실행하는 경우, UN에서는 제재 채택에 대한 이
견 때문에 제재가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EU의 독자제재

6) A. De Vries, A. and H. Hazelzet, "The EU as a New Actor on the Sanctions Scene", 
in P. Wallesteen and C. Staibano(eds.), International Sanctions: Between Words and Wars in 
the Global System(London: Frank Cass, 2005), pp. 95-107.; D. Esfandiary, “Assessing the 
European Union’s Sanctions Policy: Iran as a Case Study”, Non-Proliferation Papers 
34, EU Non-Proliferation Consortium(2013).

7) Gary Hufbauer, Jeffrey Schott and Kimberly Elliot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Cooper Drury, “Revisiting Economic Reconsidered”,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5, nº 
4(1998), pp. 197-509; Daniel Drezner, “Bargaining, Enforcement and Multilateral 
Sanctions: When Is Cooperation Counterprodu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º 1(2000), pp. 73-102; Navin Bapat, Tobias Heinrich, Yoshiharu Kobayashi and 
Clifton Morgan, “Determinants of Sanctions Effectiveness: Sensitivity Analysis Using 
New Data”,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9(2013), pp.79-98.

8) Anne Miers and Clifton Morgan, “Multilateral Sanctions and Foreign Policy Success: 
Can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8, nº 2(2002), 
pp. 117-136.; Konstanty Gebert, "Shooting in the Dark? EU Sanctions Policies", Policy 
Brief,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January 2013); De Vries, Anthonius W., 
Portela, Clara and Guijarro-Usobiaga, Borja,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 Checklist for the EU", CEPS Special Report, nº 95(November 2014).

9) Bryan R. Early and Robert Spice, “Economic Sanc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anctions Busters: When Does Institutionalized Coooperation Help Sanctioning 
Efforts?”, Foreign Policy Analysis, nº 11(2015), pp.35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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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제재대상국의 제재 이유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UN의 합의
를 거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제재 강도 역시 비교적 낮
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EU 독자제재대상국들은 EU와 UN 동시제재대상국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EU와 UN의 동시제재는 내전이나 
학살 등 심각한 무력분쟁을 제재이유로 한 경우가 많지만, EU의 단독제재는 
쿠데타 등 비헌법적 정권교체나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살 등을 이유로 한 경
우가 많다. 때문에 EU 단독제재대상국들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
으며, 경제적 충격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는 EU 제재들은 UN 제재에 비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EU 제재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으로 짐작된다.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EU 제재는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 면에서도 상당한 관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EU 제재의 경우 제재대상국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특정 EU 회원국, 즉 구 식민지 종주국과의 관계가 상
당히 밀접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한 
뒤에도 많은 경우 구 식민지 종주국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으며, 이는 EU 제재대상국 지정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제재의 특성 분석을 위해 EU의 독자제재에 관한 신경향을 살펴보고 
EU 독자제재대상국을 분류한 뒤(II),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EU 제재의 원인
과 제재 유형, 제재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III). EU의 
독자제재 중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 짐바브웨, 기니공화
국,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에 대한 EU의 독자제재 사례를 연구한다(IV).

II. EU 제재의 신경향: 독자제재의 발

EU 제재는 회원국이나 고위대표가 발의한 뒤(EU조약 제30조), EU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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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European Council) 및 각료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EU조약 제31-1

조, EU기능조약 제215-1조).  EU 제재는 UN 등 다른 국제기구의 제재와 비
교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그림1> CFSP 제재 레짐의 변천.

출처) Anthonius W. de Vries, et. al.(November 2014); Iana Dreyer and José 

Luengo-Cabrera(2015).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재 횟수 급증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EU제재는 
연간 약 15건이 실행되었으나, 2015년에는 37건으로 급증했다가 다소 감소해 
평균 연간 35여개의 제재가 실행 중이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2000년대 말 
이후 이란, 시리아, 러시아 제재 실행을 기점으로 제재가 현격히 증가했다.

EU의 제재 증가 원인으로는 군사 개입에 비해 제재는 경제적 부담이 적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는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10) 특히 여
행금지나 자산동결은 제한적인 예산으로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11) EU가 
가장 빈번하게 실행하는 제재유형이다. 그 결과 EU의 제재는 지속적으로 증

10) Stefan Lehne, "The Role of Sanctions in EU Foreign Policy", Carneigie Europe(14 
December 2012). 

11) De Vries, et. al.(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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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2015년 기준, UN,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등 국제기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제재를 실행하는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다.12) 

두 번째 특징은 EU 제재의 독립성 강화다. 90년대 EU 제재는 UN 제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들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 기존 EU 제재는 UN 안보리 결정 이후 실행되는 등 UN 제재
에 후행하는 패턴이 강했다. 이는 CFSP 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CFSP가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 이후 제1기둥으로 편입되고, 2002년 니스조약으로 
CFSP 정책이 각료이사회의 만장일치제도 대신 가중다수결제로 채택되는 등, 

관련 절차가 유연해지고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EU 제재 빈도수
가 증가했으며, 독자제재 채택 여지도 증대되었다. 2010년대 들어 제재 빈도
수와 대 아프리카 제재가 증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
째, EU 제재는 UN 등 여타 국제기구와 미국 등 단일국가의 제재와 비교해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을 목표로 한다’.13) 

즉 UN이나 단일국가의 제재가 광범위한 제재를 취하는 반면, EU는 보다 세
부적인 목표를 겨냥한 형태의 제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EU는 세계 33개국에 대해 제재를 실행한
다. 본 논문에서는 EU 제재의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EU의 독자제
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만을 분석한다. 지역적
으로 보았을 때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제재대상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프
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경험 공유 및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공통
점이 있어 연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17일 기준, EU는 총 33개국에 대해 제재를 실행한다. 그 중 아
프리카 국가는 12개국으로 전체 제재대상국의 36.3%에 해당한다. 54개 아프
리카 국가 중 22.2%가 EU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EU 제재대상국 12개국 
중에서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주의공화국(이하 DR콩고), 에리트리
아,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등 7개국은 EU와 UN 제재를 동시
12) Bryan R. Early and Robert Spice(2015).
13) Peter Kotzian, Michèle Knodt and Sigita Urdze, “Instruments of the EU’s External 

Democracy Promo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9, n° 5(January 2011), 
p.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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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받고 있으며(58.3%),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와 이집트는 UN 제재 
없이, EU의 독자적인 제재만을 받고 있다(41.6%).

<표1> UN과 EU의 제재대상 아프리카 국가(2017년 1월 17일 기준)
국가 EU 제재 

시작년도
UN 제재 
시작년도 EU 독자제재 여부

부룬디 2016년 없음 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3년 2013년 X
DR콩고 2003년 2004년 X
이집트 2011년 없음 O
에리트리아 2010년 2008년 X
기니공화국 2009년 없음 O
기니-비사우 2012년 2012년 X
소말리아 2002년 1992년 X
남수단 2011년 2012년 X
수단 2011년 2004년 X
튀니지 2011년 없음 O
짐바브웨 2002년 없음 O

출처) EU와 UN 자료를 자가 재구성. European Commission(2017), http://www. 

securitycouncilreport.org/country-regional-issues.php(검색일: 2017년 4월 29일).

위 표는 2017년 1월 기준, EU가 CFSP 정책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아프리
카 제재대상국에 관한 것이다. 위 제재는 모두 2000년대 들어 실행되었으며, 

12건 중 7건은 2010년 이후에 실행되었다. 5건의 EU 독자제재 경우, 짐바브
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10년 이후에 개시되었다. 짐바브웨는 2002년, 

기니는 2009년, 튀니지와 이집트는 아랍의 봄 혁명 초기 던 2011년, 그리고 
부룬디는 2016년에 EU 제재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III. EU의 아 리카 국가에 한 독자제재의 특성

2017년 1월, EU는 아프리카 12개국에 대해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이유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EU의 독자제재는 5건 모두 인권침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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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으며, EU와 UN의 동시제재는 인권침해뿐 아니라 내전, 쿠데타 등 비
헌법적 정변 등에 의한 것이었다. 즉 EU의 독자제재는 UN과의 동시제재에 
비해 사안이 덜 심각한 것이었다. 아래 표에 의하면 제재 유형 역시 EU 독
자제재는 자산동결, 여행금지 정도에 머물렀으나, EU와 UN의 동시제재는 
경제적 제재, 무기금수까지 추가되는 등 대체로 제재 강도가 더 높았다.

 
<표2> EU 독자제재와 EU와 UN의 동시제재 이유와 유형.

EU 독자 
제재 여부 국가 EU 제재 이유 EU 제재 종류

O 이집트 인권침해 자산동결
O 튀니지 인권침해 자산동결
O 기니공화국 인권침해 자산동결, 여행금지
O 부룬디 인권침해 자산동결, 여행금지
O 짐바브웨 인권침해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 금수
X 남수단 내전 자산동결,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금수
X 수단 내전 자산동결,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금수
X 기니-비사우 비헌법적 정변 자산동결, 여행금지
X 중앙아프리카 내전 자산동결,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금수
X DR콩고 인권침해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X 소말리아 내전 자산동결,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금수
X 에리트리아 인권침해 자산동결, 경제적 제재, 

여행금지, 무기금수
출처) EU와 UN 자료를 자가 재구성. European Commission(2017), http://www. 

securitycouncilreport.org/country-regional-issues.php(검색일: 2017년 4월 29일), UN, 

EU의 독자제재가 제재 이유와 유형이 덜 심각하다는 것은 EU의 독자제
재대상국들의 정치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위급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표는 EU의 아프리카 독자제재대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나타낸 것이
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이하 FH)의 민주주의 인덱스는 선거, 다원
주의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법치 등의 시민 자유에 
대한 1년 단위로 소개한다. 폴리티 IV는 정치체제에 관한 것으로 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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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에 가까운지, 권위주의 체제에 가까운지를 보
여준다. FH는 1부터 7까지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한 
것이며, 폴리티 IV는 -10에서 10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주의 체
제의 특성이 높다.

<표3> EU 제재대상국의 민주주의 인덱스
(각 수치는 EU 제재 개시년도 기준)

국가 FH 자유 FH 시민의 
자유

FH 정치적 
권리 Polity IV

이집트 5.5 5.0 6.0 -3.0
튀니지 6.0 5.0 7.0 -4.0
기니공화국 6.0 5.0 7.0 -1.0
부룬디 6.0 6.0 7.0 N/A
짐바브웨 6.0 6.0 6.0 -4.0
남수단 5.5 5.0 6.0 0.0
수단 7.0 7.0 7.0 -4.0
기니-비사우 4.0 4.0 4.0 6.0
중앙아프리카 5.0 5.0 5.0 -1.0
DR콩고 6.0 6.0 6.0 -8.0
소말리아 6.5 7.0 6.0 -7.0
에리트리아 7.0 7.0 7.0 -7.0

출처) FH와 Polity IV(부룬디의 경우 폴리티 IV의 2016년 자료 부재로 공란으로 남김).

위 표를 보면 EU의 제재가 실행되기 시작한 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

개의 EU 단독제재국의 FH 자유 지수 평균은 5.9, 시민의 자유는 5.4, 정치적 
권리는 6.6, 부룬디를 제외한 이 국가들의 폴리티 IV 평균은 -3.0이었다. EU

와 UN의 동시제재대상국의 경우 FH와 폴리티 IV 지수가 예외적으로 양호
한 기니-비사우를 제외하면, EU와 UN의 동시제재대상국의 평균 FH 자유, 

시민 자유, 정치적 권리 지수는 모두 6.17이며, 폴리티 IV 지수는 -4.5로 나타
났다. EU의 단독제재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EU와 UN의 동시제재대상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
으로 낮았지만 EU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만약 EU의 독자제재대상국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덜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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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도 EU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면 EU가 관련 국가들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해 EU의 독자제재대상국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EU 제재대상국 특성(GDP, 경제성장률, FDI, ODA: 제재 개시년도 
기준, GDP와 FDI 단위: 10억 달러)14)

국가 GDP 성장률
(%) FDI  GDP 대비 

ODA
ODA 

공여국 순위
이집트 236 1.7 -48.3 0.6 아랍 에미레이트-EU

-독일-아랍펀드-프랑스
튀니지 45.8 -1.9 43.8 5.8 EU-프랑스-터키

-독일-일본
기니공화국 4.6 -0.2 14.0 50 IMF-IDA-프랑스

-EU-미국
부룬디 2.2 -0.5 0.07 45 EU-IDA-벨기에

-미국-AFD
짐바브웨 6.3 -8.8 2.59 11 국제펀드-미국

-영국-EU-스웨덴
남수단 17.8 -4.5 0 N/A 미국-영국-EU

-캐나다-스웨덴
수단 67.3 -1.9 168.7 30 미국-아랍펀드-영국-E

U
기니
-비사우 0.99 -1.7 0.66 N/A EU-IDA-포르투갈

-ADF-글로벌 펀드
중앙
아프리카 1.5 -30 0.18 110 EU-미국-IDA

-프랑스-독일
DR콩고 8.9 5.5 36.1 787 프랑스-EU-IDA

-아일랜드-AFD
소말리아 N/A N/A 0.01 N/A 미국-영국-터키

-EU-스웨덴
에리트리아 2.1 2.1 9.1 N/A

글로벌 펀드-아랍 
에미레이트-EU

-UNDP-영국
출처) OECD, World Bank, IMF.

14) GDP 대비 ODA 비율의 경우 기니공화국의 2000년대 자료 부재로 1999년도 수
치 적용, 부룬디의 자료 부재로 1999년도 수치를 차용, 짐바브웨의 경우 1997년
도 수치 적용, 수단의 경우 1999년도 자료 차용,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2년 수치 적용, 남수단의 경우 자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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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개시년도 기준 GDP를 보면 EU의 독자제재대상국의 평균 GDP는 
59BD(BD=10억 달러), EU와 UN 동시제재대상국은 14.8BD로 큰 차이를 보인
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제재 개시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EU 독자제재대상
국의 평균 성장률은 -1.9%, EU와 UN 동시제재대상국의 경우 -5.1%를 기록했
다. 두 가지 수치는 국가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EU의 독자제재대상국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EU와 UN 동시제재대상국보다 더 양호했음을 보여
준다.

FDI나 ODA 관련 수치, 즉 외국인들이 관련 국가에 관해 경제적 전망이나 
경제협력 시 추후 개선여지 등, 그 국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반 하는 수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제재 개시년도를 기준
으로 했을 때 EU 독자제재대상국의 FDI 평균 금액은 12.3BD, EU와 UN 동
시제재대상국은 35.8BD 다(자료가 부재한 남수단 제외). 각 그룹에서 수치
가 이례적으로 낮거나 높은 이집트와 수단을 제외하면 EU 독자제재대상국
의 평균 FDI는 15.11BD, EU와 UN 동시제재대상국은 1.99BD이었다. GDP 대
비 ODA 평균 비율은 EU 독자제재대상국의 경우 40.1%, EU와 UN 동시제재
대상국의 경우 111%에 달했다. FDI와 ODA 관련 자료는 EU 독자제재대상
국이 UN와 동시제재대상국보다 ODA 의존율이 낮았으며, 경제규모도 더 컸
음을 보여준다.

표2, 표3, 표4를 종합해 보건데 EU 독자제재대상국들은 EU와 UN 동시제
재대상국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다. EU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침해가 심한 UN의 제재대상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침해가 
덜 심한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실행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EU의 제재대
상국은 경제적인 상황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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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EU와 UN 제재 주도국
국가 구 식민지 종주국 UN 제재 주도국

이집트 영국 N/A
튀니지 프랑스 N/A
기니공화국 프랑스 N/A
부룬디 벨기에 N/A
짐바브웨 영국 N/A
남수단 벨기에 특정 주도국 부재
수단 벨기에 특정 주도국 부재
기니-비사우 포르투갈 포르투갈
중앙아프리카 프랑스 프랑스
DR콩고 프랑스 프랑스
소말리아 영국, 이탈리아 영국, 기타국가
에리트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출처) Havard University,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2017); Dan Hammarskjöld Library 

of the UN(이집트, 튀니지, 기니공화국, 부룬디, 짐바 웨는 EU 독자제재 상국으로 UN 

제재 없음).

특기할 만한 것은 제재를 주도한 EU와 UN 회원국들이다. 표5에서 보듯 
12개의 EU 제재대상국들은 독립 전 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
갈의 식민지 다. UN 제재의 경우, 구 식민지 종주국과 제재 주도국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개의 UN 제재국 제재에 대해 구 식민지 종주국
들이 제재를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 식민지 던 중앙
아프리카공화국과 DR콩고에 대한 UN 제재는 프랑스가, 포르투갈 식민지
던 기니-비사우 제재는 포르투갈이, 국과 이탈리아 식민지 던 소말리아 
제재는 국 등 2개 국가가 주도했다. 물론 국 식민지 던 에리트리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독립 이후 구 식민지 국가들이 구 식민지 종주국과 밀접한 경
제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구 식민지 국가들이 제재라는 도구로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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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U의 독자제재 상국: 아 리카 사례연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독자제재의 경우 UN에 비해 정치적, 경제
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또 UN의 제재대상국과 구 식
민지 종주국과의 관계에서 미루어 보건데 EU 제재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국
가들과 구 식민지 종주국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5개의 EU의 독자제재대상국을 중심으로 EU와 EU 내 특정회원
국과 제재대상국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1. 짐바 웨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는 현 5개의 EU의 독자제재대상국 중 가장 이른 시
기에 시작되었다. EU는 짐바브웨에 대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불법 장기
집권과 연임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 선거 실시에 대해 제재를 실행한다. 무가
베 대통령이 EU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200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장기
집권 후 재집권 당시 다. 2002년 대선에 대해 아프리카연합은 자유롭고 공
정한 선거 다고 평가했으나, EU와 연방, 노르웨이 옵서버, 짐바브웨 야당 
정치인들, 서방 국가들과 언론들은 2002년 짐바브웨 대선에 민주주의적 결함
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EU는 2002년 2월부터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실행했는데 이에 가장 적
극적인 EU 회원국은 국이었다.15) EU 각료이사회는 2002년 2월 18일, 짐바
브웨 정부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심각한 인권침
해를 야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실행16), 강화했는데17), 

15) “Mugabe Victory Leaves West's Policy in Tatters”, The Guardian(15 February 2002).
16) Common Position 2002/145/CFSP of 18 February 2002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이하 OJ), L50(21 
February 2002), p.1. 

17) Council Regulation(EC) nº 310/200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50(21 
February 2002), p.4. 이 규칙은 아래 규칙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Commission 
Regulation(EC), nº 743/2003, OJ, L106(29 April 2003), p.18; Council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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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구 식민지에 대한 제재에 대해 찬성하면서 각료이사회의 결정을 적
극 지원했다. 주된 제재는 수출입금지와 금융, 경제제재에 관한 것이었다. 

국은 EU의 제재와 같은 이유로 1980년 4월, 독립 이후 유지해 오던 짐바브웨
의 방 회원자격을 중지함으로써18) EU를 통한 짐바브웨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EU는 2004년 2월 19일,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 연장 시 군사 및 
산업 관련 기술 지원, 공급, 판매 금지, 군사 활동 관련 금융 지원 중지 등 추
가 제재를 실행하는 등(제2조),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19) 

짐바브웨 제재에는 EU 제재의 UN의 제재 공백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라
는 특징이 있다. 즉 UN 내부의 합의 부족으로 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EU의 
제재로 이를 보완한 것이다. 2008년 3월 29일, 대선 1차 투표에서 43.2%를 획
득한 무가베는 6월 27일 결선투표에서 85.5%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문제
는 결선투표 직전 무가베 쪽에서 야당 후보 던 창가라이의 선거원을 폭행, 

살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창가라이는 결선투표 진출을 포기했고, 국, 프랑스, 미국 등은 무
가베의 협박과 폭력으로 짐바브웨 민주주의가 침해당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UN은 금융제재와 여행금지를 실시해 무가베 대통령 등 13명의 짐바브웨 정
치인들이 야기한 폭력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7월 11일 제
출된 결의안 초안은 부결되었다. 미국, 국, 프랑스 등 9개국은 제재에 찬성
했으나 무가베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은 반대해 합의가 불가
능했다. 

EU는 UN의 제재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독자제재를 실행했다. EU는 
국과 프랑스의 주도 하에 2007년 2월 19일, 짐바브웨 제재를 매해 1년씩 연
장했으며20), 2011년 2월 16일에는 각료이사회가 무기 및 관련 제품 금수, 짐

Position as last amended by Common Position 2003/115/CFSP, OJ, L46(20.2.2003), 
p.30.

18) http://thecommonwealth.org/history-of-the-commonwealth/zimbabwe-suspended- 
councils-commonwealth(검색일자: 2017. 4. 21).

19) Council Common Position 2004/161/CFSP of 19 February 2004 Renew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50(20 February 2004), p.66.; Council 
Regulation(EC) nº 314/2004 of 19 February 2004 Concerning Certain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Zimbabwe, OJ, L 55(24 February 200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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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웨 일부 정치인의 EU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및 경제제재 등을 결정했
다.21) 2014년부터 짐바브웨에 대한 EU 제재가 완화되어 2014년 2월 20일, EU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경제제재가 중단되었으며22) 2016년 2월 17일에는 입
국 금지 등 일부 제재를 완화했지만,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실행
되고 있다. EU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FSP 관련 제재 실행에 이
어,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의 개도국을 지원하는 코토누협정의 지원 중
단으로 짐바브웨를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것이다.

<그림2> 짐바브웨에 대한 ODA 주요 공여국(2014-2015,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nt-finance- 

data/aid-at-a-glance.htm(검색일: 2017년 4월 10일). 

20) Council Common Position 2007/120/CFSP of 19 February 2007 Renew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51(20 February 2007), pp.25-27.; Council Common 
Position 2008/135/CFSP of 18 February 2008 Renew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43(19 February 2008), p.39.; Council Common Position 
2009/68/CFSP of 26 February 2009 Renew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23(27 January 2009), p.43-59.; Council Common Position 
2010/92/CFSP of 15 February 2010 Extend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41(16 February 2010), p.6-7.

21) Council Decision 2011/101/CFSP of 15 February 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42(16 February 2011), pp.6-23.

22) Council Decision 2014/98/CFSP of 17 February 2014 Amending Decision 
2011/101/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Zimbabwe, OJ, L50(20 
February 201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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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짐바브웨의 수출입 및 총무역 거래국
(2016, 금액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수입 수출 총 무역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1. 남아공 1,877 46.5 1. 남아공 2,033 79.4 1. 남아공 3,910 59.2
2. 잠비아 966 23.9 2. 모잠비크 242 9.5 2. 잠비아 1,031 15.6
3. 보츠와나 142 3.5 3. 아랍 에미레이트 105 4.1 3. 모잠비크 249 3.8
4. EU 28 140 3.5 4. 잠비아 65 2.5 4. EU 28 197 3.0
5. 미국 125 3.1 5. EU 28 56 2.2 5. 보츠와나 168 2.5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Burundi(17 February 

2017), p.8.

EU와 국의 짐바브웨에 대한 관심은 2002년 이후 EU 제재를 받고 있는 
짐바브웨에 대한 ODA 및 무역 거래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짐바브웨에 대한 
ODA 공여국 중 국은 국제기구 연합자금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EU는 네 
번째 공여국으로 짐바브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 다. 짐바브웨와의 
교역에서도 EU는 짐바브웨의 4번째 주요 무역국,23) 단일국가 중에서는 국
이 다섯 번째 교역국으로 국과 EU는 짐바브웨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EU와 구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국이 짐바브웨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EU의 제재에 대해 

국이 유독 강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과 짐바브웨 간 관계는 2000년 대 들어 백인 운  농장 관련 문제로 
다소간 소원해졌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양국이 관계 회복을 시도해왔다. 일
례로 2009년에는 츠반기라이 총리의 런던 방문 등 짐바브웨 고위급 정치인
의 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으며, 국 역시 2017년 2월 국에서 짐바브웨
로 특사를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이는 등 짐바브웨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
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24) 

2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Zimbabwe(17 February 2017).
24) “UK Keen on Normalising Relations with Zimbabwe", Chronicle(27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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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니

EU의 제재는 2008년 기니공화국 내 정치적 불안이 원인이었다. 2008년 12

월 24일, 장기 집권했던 기니 대통령 란사나 콩테가 사망한 뒤 6시간 만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는 군장교 던 무사 다디스 카마라가 주도한 것
으로 기니를 가난과 부패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했다. 쿠데타 
직후 카마라는 기니의 점진적 민주화와 2010년 1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
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반대를 가라앉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카
마라가 재선 출마를 시도하자 2009년 9월 28일, 국민들은 카마라 정부에 대
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카마라는 시위대를 무력진압해 150명 이상이 사
망,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25) 카마라는 2009년 말에 있었던 암살 시도를 
겪은 뒤 권력을 내놓았으며, 2010년 10월 21일, 야당 정치인이었던 알파 콩데
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기니는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다. 

UN은 2009년의 기니 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위원회 구성을 요청,26) 

2010년 3월 4일 UN 총장의 성명을 발표했으나27) 제재는 채택하지 않았다. 

UN의 소극적인 대응과 달리 EU는 2009년 12월 23일, 자금동결과 경제제재
를 개시해 UN의 제재 부재를 보완했다.28) 2010년 10월 26일에는 특정 서비
스 제공 금지, 입국 금지, 자금과 경제자금동결을 실행, 제재를 강화했다.29) 

그 후 콩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 하자 EU는 2014년, 일부 제재
를 중단하는 등 제재를 완화했다. EU의 기니 제재는 독자 제재로 UN 제재
의 부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25) “Guinea Stadium Massacre: Former Ruler Camara Indicted”, BBC(9 July 2015). 
http://www.bbc.com/news/world-africa-33449813(검색일자: 2017. 5. 3).

26) “기니 젊은 쿠데타 장교 - 학살의 두 얼굴”,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2009년 11월 5일).
27) UN의 기니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성명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http:// 

www.securitycouncilreport.org/guinea(검색일자: 2017. 4. 22).
28) Council Regulation(EU) Nº 1284/2009 of 22 December 2009 Imposing Certain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the Republic of Guinea, OJ, L346(23 
Decembeer 2009), pp.26-38.

29) Council Decision 2010/638/CFSP of 25 October 201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Republic of Guinea, OJ, L280(26 October 2010),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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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기니에 대한 주요 ODA 공여국(2014-2015,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 

data/aid-at-a-glance.htm(검색일자: 2017. 4. 10). 

<표7> 기니의 수출입과 무역 거래국(2016, 금액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수입 수출 총 무역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1. 중국 1,269 20.5 1. EU 28 579 32.8 1. EU 28 1,538 19.3
2. EU 28 959 15.5 2. 인도 391 22.1 2. 중국 1.291 16.2
3. 인도 276 4.4 3. 우크라이나 93 5.3 3. 인도 666 8.4
4. 미국 133 2.1 4. 미국 65 3.7 4. 미국 199 2.5
5. 세네갈 79 1.3 5. 남아공 51 2.9 5. 우크라이나 107 1.3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Guinea"(17 February 

2017), p.8.

기니 제재의 경우 기니의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UN이 소극적인 제재 정책을 실행한 반면, EU와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프랑스는 9월 학살 직후 군사협력을 중지했으며, 같은 해 10월 30

일에는 기니행정부에 대한 십 수 명의 기술직 파견 등의 제도적 협력과 도
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재원지원을 중단했다. 프랑스의 지원은 카마라가 
권력을 포기한 후, 2010년 2월 16일에서야 재개되었다.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도 EU 제재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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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니는 1898년부터 1958년까지 식민 지배를 받은 후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독립 이후에도 기니와 프랑스, EU는 밀접
한 관계를 유지했다. ODA의 경우 2009년 기니는 IMF, IDA에 이어 프랑스에
서 가장 많은 금액의 ODA를 받았으며, EU는 그 뒤를 이었다. 무역거래량에 
있어서도 2009년 기준, EU는 기니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었으며 중국 다
음으로 중요한 기니의 주요 수입국이었다. 총 무역량에서는 EU가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이 중국과 인도 순이었다. 단일 국가 별로는 프랑
스가 2000년대 중반까지 기니 수입액 대비 최대 교역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네덜란드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경제적 위상이 다소 축소된 바 있다.

<그림4> 기니의 수입액 중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 
(위로부터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미국, 인도, 스페인, 영국, 코트 

디부아르, 세네갈, 기타)

출처) 아 리카개발은행,http://guinea.opendataforafrica.org/zulrwkd/guinea-imports-major- 

trade-partners(검색일자: 2017. 5. 22).

2010년대 들어 프랑스는 기니와의 정치적 관계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프
랑스와 기니 간 고위 관료급 정상회담도 제재 이후 더 활발해졌다. 2014년 
11월 28일,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에볼라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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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기니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기니를 방문했다.30) 2016년 11월, 

전 프랑스 총리 장-마크 에로가 기니를, 2017년 4월 11일에는 콩데가 프랑스
를 순차 방문하는 등 프랑스의 대 기니에 대한 향력 회복 및 양국의 관계
가 제재 이전보다 밀착되고 있다.

기니공화국에 대한 EU의 제재는 기니의 민주주의, 법치, 인권 개선 목적 
외에도, 프랑스와 EU 등 기니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향력 확장에 대한 의
도에 향을 받은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부룬디

부룬디에 대한 제재도 독재자에 의한 정국 불안이 원인이었다. 1962년 벨
기에로부터 독립한 뒤, 1964년과 1980년 분쟁과 1972년 후투족의 인종 청소
로 인해 25여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993년, 첫 민주선거로 선출된 은다
다예가 집권 직후 투치족 군인에 의해 암살되자 내전이 발발, 후투족과 투치
족 간 대규모 학살이 이어졌다. 긴 내전 끝에 2005년, 두 번째 민주적 선거가 
실행되었으며 피에르 은쿠룬지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은쿠룬지자는 
201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는 등 독재자로 변화했
지만 재선에는 성공을 거두었다. 2015년 대선은 더 논란이 되었다. 부룬디 헌
법에 따르면 부룬디 대통령제는 중임제로 은쿠룬지자의 3선 도전이 불가능
했지만,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것이다. 2015년 4-5월, 전국
에서 대통령 연임 도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500명 이상이 체
포되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군인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는 
등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은 제재 대신 상황 파악에만 주력했다. UN은 2000

년 8월 28일 조인된 아루샤조약 실행을 위해 UN부룬디작전을 2004년 5월 개
시했다.31) 하지만 이 작전이 2007년에 종료된 뒤, 2015년 학살 사건에는 추가 
30) 프랑스와 기니 간 정치적 관계는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http://www. 

diplomatie.gouv.fr/fr/dossiers-pays/guinee/la-france-et-la-guinee(검색일자: 2017. 4. 25).
3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5(200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975th 

Meeting, on 21 May 2004, S/RES/154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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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UN 제재 채택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32) 

반면 EU는 2015년 10월 2일, 학살사건 등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부룬디 정치
인 4명에 대한 입국금지, 특정인, 단체,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했다.33) 

EU 제재에 대해 동부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인 EAC와 아프리카연합도 제재의 
필요성을 인식, 동참했다.34) EU의 4명의 부룬디 정치인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은 연장되어 2017년 10월 31일 재연장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UN

이 부룬디 제재에 실패했을 때, EU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5> 대 부룬디 ODA 주요 공여국
(2014-2015,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 

data/aid-at-a-glance.htm(검색일: 2017년 4월 10일).

32) “France seeks UN sanction on Burundi to prevent 'another Rwanda'”, France 24. 
http://www.france24.com/en/20151110-france-un-action-burundi-killings-rwanda-genocide(검색일자: 
2017. 8. 3).

33) Council Decision(CFSP) 2015/1763 of 1 October 2015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Burundi, OJ, L257(2 October 2015), pp.37-41.; 
Council Regulation(EU) 2015/1755 of 1 October 2015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Burundi, OJ, L257(2 October 2015), pp.1-10.

34) Council of the EU, “Burundi: the EU Adopts Sanctions Against 4 Individuals”, Press 
Release, 687/15(1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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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제재에 관해 식민지 종주국이자 현재 부룬디의 ‘중요 파트너
(partenaire privilégié)’인 벨기에의 기여가 컸다.35) 2015년 10월, EU의 부룬디 제
재가 시작되자 벨기에는 부룬디정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했으며 더 나
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부룬디와의 협력을 중지하도록 촉구했
다.36) 중단 대상이 된 벨기에의 부룬디 지원 금액은 6천 억 유로에 달했다.37) 

<표8> 부룬디의 수출입과 총무역 거래국
(2016, 금액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수입 수출 총 무역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1. EU 28 119 19.7 1. EU 28 35 38.5 1. EU 28 154 22.1
2. 케냐 91 15.0 2. 파키스탄 10 11.2 2. 케냐 91 13.1
3. 사우디 아라비아 85 14.0 3. DR콩고 10 11.2 3. 사우디 아라비아 85 12.2
4. 탄자니아 50 8.4 4. 우간다 8 8.5 4. 우간다 52 7.5
5. 우간다 44 7.4 5. 미국 7 7.5 5. 탄자니아 52 7.4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Burundi(17 February 2017), p.8.

ODA의 경우 EU는 부룬디의 제1공여국, 벨기에는 제3공여국으로, 이를 통
해 EU와 벨기에의 부룬디에 관한 이해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벨기에
는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는 ODA 공여국으로, 벨기에가 유럽 
국가 중 경제적, 정치적 소국임을 감안하면 벨기에의 부룬디에 대한 이해관
계가 상당히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룬디 경우 역시 EU의 독자제재

35) “Burundi: la Belgique gèle plus de 60 millions d'euros d'aides”, http://www.rfi.fr/ 
afrique/20151002-burundi-belgique-suspend-cooperation-gele-60-millions-aide-dialogue-incl
usif(검색일자: 2017. 5. 2).

36) http://www.afrikareporter.com/burundi-eu-slaps-sanctions-belgium-suspends-aid(검색일자: 
2017. 4. 22).

37) 벨기에 외 프랑스 역시 국가 층위의 제재를 통해 EU 제재에 동참했다. 프랑스
는 2016년 9월 현재, EU 제재에 따라 부룬디에 대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제
재를 가하고 있다. 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Récapitulatif des mesures retrictives par 
pays(28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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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벨기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EU는 부룬디의 제1의 수출국과 수입국, 무역 상대국으로 부룬디 경제
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부룬디에 대한 벨기에와 EU의 향력은 
경제적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단일국가 중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벨기에는 2001년, 중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부룬디의 제4위 수입국에 해당
했다.

<그림6> 부룬디의 수입액 중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
(위로부터 독일, 파키스탄, DR콩고, 스웨덴, 중국, 우간다, 이집트, 벨기에, 

프랑스, 르완다, 기타)

출처) 아 리카개발은행, http://burundi.opendataforafrica.org/syyydse/burundi-exports- 

major-trade-partners(검색일: 2017년 5월 22일).

이와 같이 부룬디에 대한 EU와 벨기에의 제재와 지원 중단, 정치적, 경제
적 관계 등을 고려하건데, 기니에 대한 제재 역시 EU와 구 식민지 종주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라 할 수 있다.

4.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와 튀니지도 EU의 단독 제재대상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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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와 이집트는 2010년 이전에 제재가 실행된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보
다 늦은, 즉 아랍의 봄 이후 제재를 받게 되었다. 2010년 12월, 생선 장수 던 
무신 피크리가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사건은 반독재, 반정부 시
위를 촉발시켰으며, 2011년 1월, 수도인 튀니스까지 시위가 확산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튀니지에서는 2011년 1월 14일, 노조가 총파업을 단
행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벤 알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해산으로 이에 
강경하게 맞서는 듯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날 23년 간 장기 집권했던 벤 알
리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튀니지의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다.

튀니지 정국 혼란에 대해 UN 층위의 대처가 없었던 반면, EU는 신속히 
대응했다. 벤 알리와 그 측근으로 인해 튀니지를 EU 제재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EU는 2011년 1월 31일, 벤 알리와 그 부인, 그리고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등 관련인 48인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38) 벤 알
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도피 중이었지만 튀니지 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며, 그에 대해 공공 자금 유용 혐의가 인정되어 35년형과 함께 벌금
형을 선고 받았다.39) 튀니지의 국가 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개인
과 관련인, 단체에 대한 EU의 자산 동결은 2017년 1월 27일 갱신되었다.40)

EU의 대 튀니지 제재는 EU와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의 튀니지에 대
한 밀접한 관계를 대변한다. EU는 튀니지 수출 중 70%를 소화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튀니지의 수출입과 전체 무역량에 있
어 EU는 항상 제1위에 해당한다. 2015년 10월 13일에는 양국 간 포괄적자유

38) Council Decision 2011/72/CFSP of 31 January 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and Entit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Tunisia, JO, 
L28(2 February 2011), pp.62-64.; Council Regulation(EU) nº 101/2011 of 4 February 
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Persons, Entites and Bodi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Tunisia, JO, L31(5 February 2011), pp.1-12.

39) “재스민 혁명에 쫓겨난 벤 알리 35년형”, 『중앙일보』(2011년 6월 22일).
40)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7/149 of 27 January 2017 Implementing 

Regulation(EU) Nº 101/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Entities and Bodi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Tunisia, JO, L23(27 
January 201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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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경제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해졌다. 정치적으로
도 EU와 튀니지 간 관계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EU는 최근 튀니
지와 포괄적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3년부터 테러, 국지적 갈등, 국
가실패를 주요 안건으로 간주, 남부 지중해 국가와 ‘유럽 인접국 정책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이하 ENP)’41)을 시행하면서 튀니지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해왔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 국 등은 EU 제재에 적극 동참해 튀니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EU조약 제15조에 의거해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 장관은 갱신 가능한 6개월 시한의 자금 일부 혹은 전체 동결, 

경제제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L.562-2조와 제L.714-1조에 의거해 2016년 11월 2일, 튀니지 무력진압의 책
임자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행했다.42) 금융제재는 다시 연장되어 2017년 5

월 현재 진행 중이다.43) EU 제재와 국내 제재를 통해 튀니지에 대해 향력
을 유지하던 프랑스는 1881년부터 1956년까지, 75년 간 튀니지를 보호령으로 
삼은 바 있다. 프랑스는 식민지 던 알제리에 비해 튀니지의 직접통치는 불
가능했지만 튀니지에 대한 향력 유지 의도는 매우 강한 편이다.

41) ENP 정책 내용과 인접국에 대한 향은 다음 자료를 참고한다. https:// 
eeas.europa.eu/topics/european-neighbourhood-policy-enp_en(검색일자: 2017. 5. 4).

42)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Arrêté du 2 novembre 2016 portant 
application des articles L.562-2 et suivants et L.714-1 et suivants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6 novembre 2016).

43)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Arrêté du 2 mai 2017 portant application des 
articles L.562-2 et suivants et L.714-1 et suivants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6 ma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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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대 튀니지 ODA 주요 공여국(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 

data/aid-at-a-glance.htm(검색일자: 2017. 4. 10).

 
<표9> 튀니지의 수출입과 총무역 거래국
(2016, 금액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수입 수출 총 무역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1. EU 28 10,163 56.9 1. EU 28 9,460 78.1 1. EU 28 19,622 65.5
2. 중국 1,525 8.5 2. 알제리 502 4.1 2. 중국 1,550 5.2
3. 러시아 735 4.1 3. 리비아 487 4.0 3. 알제리 1,226 4.1
4. 알제리 723 4.0 4. 미국 320 2.6 4. 미국 877 2.9
5. 터키 710 4.0 5. 모로코 163 1.3 5. 터키 805 2.7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Tunisia"(17 February 

2017), p.8. 

위 그림과 표에는 구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 튀니지의 밀접한 경
제적 관계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튀니지에 대해 EU 다음으로 중요한 ODA 

공여국으로, 단일국가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ODA 금액을 공여해
왔다. 프랑스와 튀니지 간 관계는 수출입 금액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는 튀
니지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2015년의 경우, 튀니지 수출 중 18%가, 튀니지 
수입 중 3/1이 프랑스와 거래되었다. 튀니지의 FDI 유입 역시 프랑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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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이 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의 대 튀니지 FDI 금액은 3억2천
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카타르의 1억8천만 유로나 이탈리아의 9천만 유로
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프랑스의 에너지 부문 FDI가 제외된 
것임을 감안하면 FDI면에서 프랑스의 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튀니지의 대외 부채 역시 프랑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현재, 튀니
지의 대외 부채는 1백30만 유로에 달한다. 이 중 50%는 프랑스로부터 유입
된 차관으로 두 번째 채권국인 일본이 튀니지 대외 부채 중 19%밖에 되지 
않는다. 즉 수출입, FDI, 대외 차관면 등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튀니지에 대
한 프랑스의 향력은 막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44)

프랑스의 튀니지에 대한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아랍의 봄과 EU의 대 튀니지 제재가 시작된 후 프랑스와 튀니지 간 
정치적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 반 
동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3번, 발스 총리는 2번 튀니지를 방문했으며, 

튀니지 역시 에셉시 대통령과 차헤드 내각 수반도 각각 2015년 4월, 2016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다. 장관급 방문은 더 빈번해 2012년부터 2017년 초까
지, 프랑스에서는 5명의 장관이, 8명의 장관이 각기 다른 시기에 상대 국가
를 방문했다.45) 즉 튀니지에 대한 EU의 독자제재는 EU와 프랑스의 튀니지
에 대한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반 하며, 이는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경
제적 관계로 반증된다.

5. 이집트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이집트로 전이되어 2011년 1월 25일, 카이
로의 타히리르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다. 31년째 대통령 직을 고

44) Institut statistique de la Tunisie, Statistiques du Commerce extérieur, p. 12.; 프랑스 외교
부, http://www.diplomatie.gouv.fr/fr/dossiers-pays/tunisie/la-france-et-la-tunisie(검색일
자: 2017. 5. 29).

45) Institut statistique de la Tunisie, Statistiques du Commerce extérieur, p. 12.; 프랑스 외교
부, http://www.diplomatie.gouv.fr/fr/dossiers-pays/tunisie/la-france-et-la-tunisie(검색일
자: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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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던 호스니 무바라크는 수만 명의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으며 최소 850명
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46) 18일 간의 시위 끝에 무바라크는 대통령 직에서 
하야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는 헌법 효력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하며 
민선 대통령에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2012년 6월 24일, 무슬림형
제단의 후보 던 모하메드 모르시가 이집트의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
으나 쿠데타가 발생해 2013년 7월, 대통령 직을 하야했다 

EU는 2011년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이유로 2011년 3월 22일, 이집트
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집트 국고를 유용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해 자금동결과 경제를 가하는 것이었다.47) 제재 이후에도 지속
적인 제재 보완과 함께 추가 제재를 위해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
토하는 한편, 2012년 모르시 취임 이후 당시 EU고위대표 던 캐서린 애쉬톤
은 7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이나 카이로에 방문하는 등 지속적 관계 모색을 
위해 노력을 기울 다.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우선순위를 둔 EU의 즉각적인 이집트 제재는 UN

의 제재 부재와 비교할 때 EU의 이집트에 대한 밀접한 이해관계를 반증한
다. EU는 이집트를 ENP의 주요 파트너로 지정하고, 이집트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
가로 지역 내 위상 등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 있어 주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EU에게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된다.48) EU 회원국들도 이집트 시위탄압에 대해 관심을 보
다. 국과 프랑스는 이집트 위기 고조에 관해 UN 안보리에 토론을 요청했
으며, 덴마크는 3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중지했다.49) 하지만 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에 대한 국가 층위의 제재를 추가로 실행하지는 않아 전술
된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46) “L'éveil de la place Tahrir”, La Croix(25 January 2011).
47) Council Decision 2011/172/CFSP, OJ, L76(22 March 2011), p.63.; Council 

Regulation(EU) Nº 270/2011, OJ, L76(22 March 2011), p.4.
48) Isaac(2014), pp.154-155.
49) Ibid., p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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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이집트의 수출입과 총무역 거래국(2016).
(2016, 금액단위: 백만 달러, 비중: %). 

수입 수출 총 무역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상대국 금액 비중

1. EU 28 20,390 32.4 1. EU 28 5,265 27.7 1. EU 28 25,655 31.3
2. 중국 8,196 13.0 2. 사우디 아라비아 1,723 9.1 2. 중국 8,580 10.5
3. 미국 3,693 5.9 3. 터키 1,100 5.8 3. 미국 4,667 5.7
4. 터키 2,835 4.4 4. 아랍 에미레이트 977 5.1 4. 사우디 아라비아 4,303 5.3
5. 러시아 2,766 4.4 5. 미국 974 5.1 5. 터키 3,934 4.8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Egypt"(17 February 

2017), p.8. 

<그림8> 이집트의 수출액 중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
(위로부터 이탈리아,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리비아,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기타)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http://egypt.opendataforafrica.org/spyijc/egypt-exports-major-trade- 

partners(검색일자: 2017. 5. 22). 

이집트는 튀니지와 함께 EU의 ENP 파트너 국가이자 유럽의 주요 지중해 
무역상대국이다. 이집트에 대한 EU의 이해관계는 경제적 관계에서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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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제재가 개시된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집트에 대한 최대 수입국과 수출국, 총 무역상대국 모두 EU 으며 이집트에 
대한 ODA도 EU가 아랍 에미레이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여국이다. 이
집트에 대한 제재는 상기한 바와 같이 EU의 대 이집트에 대한 정치적, 경제
적 이해관계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9> 대 이집트 ODA 주요 공여국(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 

data/aid-at-a-glance.htm(검색일자: 2017. 4. 10).

반면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에 대한 EU 제재의 경우 EU 및 구 식
민지 종구국의 이해관계를 반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집트의 경우 구 식
민지 종주국인 국의 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에서 보듯 
이집트의 수출액 중 국의 비중은 2001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 으나, 점차 2007년 인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의 중요성
이 감소해 최근에는 10번째 수출상대국으로 하락했다. 다른 국가에 대한 EU

와 식민지 종주국의 향에 대한 분석에서 ODA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향력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다. 하지만 위 그림에서 보듯 국의 
ODA 공여액 역시 10위 안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적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국의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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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집트에 대한 향력 강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킴 
다로 국 총리 안보보좌관이 이집트를 방문했으며 2015년 10월에는 국에
서 독재자라 비판하던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 해 
일부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50) 국은 프랑스나 벨기에와 달리, 경제적 관계
보다는 EU 제재나 정치적 관계 개선을 통해 이집트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
하고 있으나, 다른 EU 제재와 달리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CFSP 실행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인권, 법
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3국가에 대해 무기금수, 여행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를 실행해왔다. 2017년 1월 기준, EU 제재대상국은 총 33개국이
며, 이 중 36.6%에 달하는 1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대부분은 UN 제재
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그 중 5개국은 EU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실행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짐바브웨, 기니, 부룬디, 튀니지, 이집트에 대해 
EU의 독자제재가 실행되고 있다.

독자제재를 포함한 EU 제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제재 건수가 점차 급증해 국제기구로서는 현재 가장 많은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둘째, 90년대에는 UN 제재의 보완적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독자제재 실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EU 독자제재국들
은 제재 사유가 내전 등이었던 EU와 UN의 동시제재국에 비해 제재 사유가 
가벼웠으며, 이에 따라 제재 정도가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으로 동시제재
국에 비해 제재 정도가 약했음을 알 수 있다. 

EU와 제재대상국 간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UN 제재에 비
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 EU 제재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EU 연구는 정치적 목적보다 경제적 목적이 강하다고 

50) “Sisi Comes to London: Why is David Cameron Welcoming Egypt's Autocrat to the 
UK?”, The Guardian(31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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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으나, EU 독자제재와 UN과의 동시제재, 아프리카에 대한 EU 독자제
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도 상당 부분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구 식민지 종주국이 구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구 식민
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향력 강화 및 확대로 풀이된다. 

사례연구로 아프리카의 EU 독자제재대상국인 5개국을 분석한 결과, 국가
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 식민지 국가와 아프리카 제재대상국과 상당 부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니와 튀니지는 프랑스, 부룬디는 벨기에, 짐바
브웨와 이집트는 국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구 식민지
에 대한 향력 확장 의도가 강한 편이다. 반면 국은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향력 강화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집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가 약화되어 있다. 벨기에 식민지 던 부룬디는 ODA 면에서는 벨기에
의 향력이 명확하지만, 교역량 등에서는 벨기에 향력이 두드러지지 않
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EU의 독자제재가 프랑스, 국, 벨기에 등 구 식민
지 종주국의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향력 확대 시도의 한 방편으로 활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다
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현재 EU 제재대상이 된 33

개국과 UN 제재대상국을 비교함으로써 EU 제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재는 각 기구들이 천명한 대로 ‘민
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특정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
해관계를 반 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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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ilateral Sanctions of the EU:

Zimbabwe, Guinea, Burundi, Tunisia and Egypt

Sung-Eun Shim
*

51) · Sung-Soo Kim
**

52)

The EU imposes, in the frame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e 

of the main policies of the Maastricht Treaty, the sanctions such as arms embargo, 

travel ban,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It is remarkable that the European 

sanction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000, in particular from 2010. In 2017, 33 

sanctions regimes in 2017 are implemented. The second particularity of the 

European sanction is that they became more independent from the UN　sanctions 

while the precedent EU sanctions were regarded as th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UN sanctions. Thirdly, when the EU sanction started, the states of the EU 

sanction were relatively in the better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o compare 

with those of the UN sanctions. The objectives of these sanctions are to protect 

and develop the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the human rights. But, this 

research assumes that they were initiated by several states, on the one hand, which 

had important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ith these sanctioned countries and, 

on the other hand, which were ancient colonial countries of these countries. This 

assumption is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according to which the EU 

sanctions are influenced by the economic relations than the political one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U sanctions on Af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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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because the most of the EU sanctions are focused on African countries, 

about 36.3% of the whole countries under the EU sanction, and the most of them 

were colonized by the European countries. The most interesting thing is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on African countries which were implemented without 

the UN sanctions and which represent the particularities of the European ones. 

This article analyzes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on 5 countries(Zimbabwe, 

Guinea Republic, Burundi, Tunisia and Egypt) an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France, UK and Belgium. The finding is that the sanctions on these five 

countries were initiated by the ancient colonial countries. This tendency was 

strengthen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colonial countries in African 

country. And the independent EU sanctions are considered as an instrument of this 

purpose.

Key world: EU Sanctions, UN Sanction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frica, Colonia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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