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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Military Elites and Tribalism in
the Saudi Arabia
Kum, Sang-Moon
(H.U.F.S.)
This study illum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Elites and
Tribalism in the Saudi Arabia. At first, The Military of Saudi Araia is
stemmed from Ikwan eg. White Army consisted of tribes in Saudi Arabia.
And this study explains the present situation and Military structure of
the Saudi Arabia. Namely, the Military forces of the Saudi Arabia divide
into Saudi Arabian National Guard (SANG) and Minister of Defense and
Aviation (MODA). SANG is a tribal force forged out of those tribal
elements loyal to the Saud Family. MODA contains the “official” Saudi
Army. and MODA’s mission is to protect the country from external threats,
SANG is recruited by pro-King’s tribes for example Unayzah tribe, Mutayr
tribe, Banu Khalid tribe, Al-Murrah tribe and Sudairi fmailies. While,
Harb tribe, Qahtan tribe, Sammar tribe, Utaiba tribe are anti Saudi
Arabian regime. Meanwhile, military elites are belonge to the mentioned
tribes.
In this context, the matter of Identity is important to the military
elites in the Saudi Arabia. So, Theory of Public Choice is applied to this
matter. Generally, the military elites of pro-Saudi Arabia regime are
seeking to the nationalism of Saudi Watan. In fact, this is members of
military elite namely pro Saudi Arabia regime seeking to his ow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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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rent-seeking rather than public interest namely Islamic state. At
the same time Saudi Arabia regime enforces polices like Military
Keynesian. While, the military elites of anti-Saudi Arabia regime like
Islamic Fundamentalists are trying to establish Islamic State.
But the military elites including pro or anti Saudi regime thinks of
tribalism in heart.
Key Words: Saudi Arabia Military, Ikwan, SANG, MODA, Military elite,
tribalism, Theory of Public Choice, Identity, Islamic State,
Military Elite and Tribalism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군의 임무는 국가에서 국민과 영토보호이다. ’군은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설
명되는 존재이유를 갖는다. (http://cafe.daum.net/mojib/EDUh/3?docid=j06y
|EDUh|3|20050504151948&q=%B1%BA%C0%C7%20%C1%B8%C0%E7%B8%F1%C0%FB&srchid=
CCBj06y|EDUh|3|20050504151948 10-20-08) 중동에서 이슬람이 태동한 이후부터
군을 살펴보면, 군은 이슬람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 안팎에 있는 국가
의 적에 대하여 국가와 이슬람을 보호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중동에서
군은 근대화의 앞장에 설뿐만 아니라 여러 중동 내 분쟁에 있어서 국가와 정권
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군에게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편승하여 군의 핵심엘리트들
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보여주는 것같이 쿠데타 등과 같은 정치 간
섭을 통하여 정치적 문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렇듯 중동에서의 군과 군부의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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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들은 중동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를 살펴보면, 군부엘리트들은
대부분 특정한 부족출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위대를 구성하였다. 부족의 자위대는 국가
군대의 창설 이후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친 사우디 정권 부족 구성원들을 국가정규군으로 편성하여 부족의 지지
와 충성심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가는 국가정
규군의 충원에 협조하는 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정부 군부엘리트들의 부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전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
권에 충성하고 있다.
반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반정부 군 엘리트들인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은 이슬
람국가 설립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전복을 위하여 군조직과 유사한
단체를 만들면서 저항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친정부 군부엘리트들은 어떻
게 부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전환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슬람반군은 부족주의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문제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분석의 틀이 사용된다.

2. 분석의 틀
우선 분석의 틀을 고찰하기 전에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 개념을 보면, 원래
엘리트란 용어는 모스카와 파레트에 의하여 주요한 개념으로 채택한 후 일반적
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모스카와 파레토는 모든 국민은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하여 통치된다면서(안병만 2002, 39) 통치엘리트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통치엘리트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 사람은 라이트 밀(C. Wright Mill)이었
다. 라이트밀의 통치엘리트는 정당엘리트, 군부엘리트, 기업엘리트가 그것이
다. 라이트 밀에 따르면 방대한 화이트칼라들이 정치적으로 후진에 머물며 정
치, 경제, 군부의 일부 담당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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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한다는 것이다.(Dunleavy and O’Leary 1987,144) 일반적으로 군부엘리
트는 군의 존재목적인 국내정치 안정과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
는 엘리트를 일컫는다.
한편 부족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통적 부족주의는 관습부족주의(customary
tribalism)이라 불리며, 전통적 부족주의(traditional tribalism)는 혈연에 기
초를 둔 단순한 조직에 기초를 두면서 부족가치를 중하에 여긴다. 또 다른 부족
주의 개념으로 근대적 부족주의 개념이 있는데, 근대적 부족주의는 국가형성과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제국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세계화에 관련된 세
계역사상의 현상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뜻하
는 것이다. (James 2006, 30)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전통적 부
족주의 개념을 수용한다.
이러한 점들을 근간에 두고, 이후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식적인 군의
현황과 군 조직을 먼저 살펴본다. 이후 부족의 지지를 통하여 설립된 국방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정규군은 어떻게 충원되고 운영되는지 알아본다. 또 주요 군부
엘리트의 출신부족이 고찰된다. 또 국방군 엘리트와 정규군 엘리트는 어떻게
충원되고 동원되는지 살펴본다.
국방군엘리트와 정규군엘리트를 포함하는 국가의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틀로 살펴진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족군사력들의 현황
이 파악되고, 이후 국가위정자들은 국가의 군사력과 부족의 군사력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가 고찰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들은 어떻게 부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전환
시키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집단공공선택론이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이 이
론에 따르면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
고 있다.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
로 행동한다는 입장과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군 엘리트들은 부족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
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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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치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과정
의 경제적 비능률의 제거와 상호 이익을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경기규
칙(rule of game)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 사우디 부족들로 이
루어진 국방군은 부족장들의 명령계통아래 부족대대로 재편되었으나 군부엘리
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부터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왕족을 보호하고 있
다. 친 사우디 정권의 部族員들은 주로 국방군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방군으로 차출되는 부족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왕과 왕족에 충성하는 부족들에 대한 대가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틀에 입각한다.

왕(국방위원회)

시민사회

친정부군

→

왕정수호, 정치적 근대화

국방군(SANG)
부족

정규군(MODA)

반정부군

→

이슬람국가 설립

<그림 1> 분석의 틀
첫째, 사우디아라비아 군 엘리트가 소속된 집단은 친정부군과 반정부군이
다. 특히 친정부군이 속한 군부는 특별 관료조직이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친
정부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외 반정부군의 사항을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일반적으로 군부의 존재목적은 국내정치가 안정된 상황에선 국내정치
시스템의 안정이다. 군은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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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존재이유는 왕정과 국토를 방어하고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군부엘리트들은 이 점을 인식한다. 반면 국내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선 반정부
군은 국내정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국가건설 즉 이슬람국가 건설을 꾀한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 관계를 밝히려면, 충원이 되는
사우디 부족들과 시민사회 관계를 밝혀야 한다.
넷째, 군부는 시민사회와 기능적 갭이 있다. 사우디의 경우, 군부엘리트들은
부족가치(tribal Value)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군부는 부족
사회와 기능적 갭이 있지만 부족과 시민사회에 대하여 가치 갭과 문화적 갭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슬람은 군부와 시민사회의 갭을 메워주는 역
할을 한다.
다섯째,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들은 집단공공선택론에 부합된다. 즉 군
부엘리트들은 군부에 참여할 때 받게 될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즉 군부엘리트
들은 국가안보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이 기여도보다 많으면 국가방위에 참여하
고, 이익이 기여도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국가방위에 참가하지 않는다.

Ⅱ. 군창설과 발전사
1. 이크완
초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건설과 함께 창설된 군은 이슬람에서 형제란 의
미를 지닌 이크완 부대가 바탕이 되었다. 이크완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와 정
치를 받혀주는 바탕이다. 이크완은 유목 생활 으로부터 농경생활로 정착한 이
슬람 종교로 무장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크완 부대는 하릅 부족, 카
으탄 부족, 샴마르 부족을 제외하곤 대표적으로 수다이리부족 같은 친 사우디
가문의 부족들로 구성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자 이븐 사우드는 이들을 종교적으로 이끌면서 지하드
달성을 위한 정복 군대의 핵심으로 이용하였다.(Champion 1993, 49) 한편 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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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드는 특정한 부족들이 병력을 제공하면 친 사우드 부족으로 간주하면서 이
들 부족들에게 자치권을 주었다.(Halliday, 2002, 59)
한마디로 이크완 군대는 아라비아 통치자 이븐사우드의 주요 부족 전력으로
구성된 이슬람 종교 군대이다. 이 이크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창설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창설 후에도 이븐사우드의 권력기반의 역할을
하였다. 이크완 군대는 이전에 유목생활을 하는 부족들로 구성되었고, 이슬람
으로 뭉친 형제애는 이크완 군대의 단결에 이바지 하였다. 이 이크완 군대는 아
라비아 반도 내 사우드 가문에 대항하는 부족들을 분쇄하고 유목생활을 하는
베드윈들을 오아시스에 정착시키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이크
완 군대의 구성원들은 베드윈의 유목생활이 엄격한 이슬람 신봉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였기에 정복을 통하여 베드윈들을 농경생활이나 도시생활로 정착
시키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랍에서 아미르(Amir)는 군부의 수장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랍에서의 군의 행동은 아미르라 불리는 지도자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러나
사우디의 경우 아미르의 역할을 왕이 대신하였다.(Delong-Bas 2005, 211-212)
왕의 통제아래에서 이크완은 1918년 이래 아라비아 반도 내 영토를 복속시켰
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을 침공하였다.(Champion
1993,49)
그러나 이븐사우드 왕과 이크완 군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왕은
이크완 부대가 왕위를 찬탈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런 이유로 왕은 왕에게 충
성스러운 부족에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Palmer 2007, 183) 왕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이크완 군대 내에서 왕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다.
이후 이븐사우드 왕이 이웃국가에 대한 공격을 금하였을 때 왕의 군대이었던
이크완 군대는 영토적 국경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였기 때문에
(Halliday, 200, 57) 이븐사우드 왕에 저항을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비
록 온건 이슬람 울라마(이슬람종교학자)들이 이븐사우드 왕과 이크완 군대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크완 군대 1929년 해산을 명하였고,1)
1) 이븐사우드와 이크완 군과의 불화가 있을 때 이크완 군대 측에 선 울라마들은 어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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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30년 사막전투를 통하여 이크완 군대를 굴복시켰다.(Halliday, 200,
57) 그렇지만 곧 이 이크완 군대는 사우디와 예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4
년 재창설되었다.(Long 2005, 115) 이후 이크완 군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체제와
왕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군(Saudi Arabian National Guard: 미-Haras
al-Watani)의 모태가 되었다.

2. 현대군 창설과 발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은 1930년 경 압둘 아지지 이븐사우드의 부족군대인
이크완을 전신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창설할 당시 국방군은 제복을 입는 대신
에 말이나 낙타를 타면서 전통아랍복장을 착용하였기에 백색군대(White Army)
로 알려져 있다.(http://en.wikipedia.org/wiki/Ikhwang/wiki/Ikhwan 10-15-08)
이 백색군대는 1963년 영국군 장교에 의해 훈련이 되기도 하였다.
1932년 사우디 정부 설립 이후, 국방군과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정규군이
설립되었다. 국방군은 왕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만 특이하게 정규군은 물론
왕의 군대이지만 직접적으로 국방성(the Minister of Defense and Aviation) 에
의하여 통제된다. 국방성은 정규군은 왕립 육군(the Royal Saudi Land Forces),
왕립 해군(the Royal Saudi Naval Forces), 왕립 공군(the Royal Saudi Air
Force)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 정규군 병력은 1991년에 76,500명이었으나 1992
년에 106,000명으로 늘었고, 2008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과 정규군을
합친 군 병력의 총수는 약 227,000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오일머니덕분으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의 군사지원과 현대식 무기체계를 갖추면
서 발전하고 있다.

Ⅲ. 군 현황, 조직 및 군 엘리트의 출신부족

한 부족출신이 아닌 주로 도시출신의 울라마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오마르 이븐 살림가문
과 와하비파에 속하는 부라이다(Buraida)이슬람학파가 이크완 군대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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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적인 군 즉 국방군과 정규군을 중십으로
한 현황과 조직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군 엘리트들의 출신
부족을 살펴본다.

1. 군 현황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군 병력은 총 227,000명이다.
육군 75,000 명, 해군 12,000 명, 공군 : 20,000 명인 정규군이 107,000 명이
다. 국방군 77,000 명을 포함한 국경수비 및 해안경비대 15,000 명, 경찰 병력
20,000 명, 특수군: 8,000명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120,000 명이다.
(http://sau.mofat.go.kr/kor/af/sau/affair/opening/index.jsp 07-15-18)
이렇게 이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군 병력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격과
명령계통이 다른 군대가 둘이 있다. 친위부대인 국방군(Saudi Arabia National
Guard)과 정부에 속하는 국방항공부 소속 정규군(MODA)이 그것이다. 이 두 군
대가 쓰는 방어 예산은 2004년도를 살펴보면 19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사
우디아라비 GDP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Gulf Research Center 2005, 99)

2. 군 조직
사우디아라비아 군 조직(http://fmso.leavenworth.army.mil/documents/saudi/
saudi.htm 10-19-08)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우디 왕이 군의 총 우두머리
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국방군과 정규군은 왕에 의해
직접 지휘되나, 정규군은 한편으로는 국무회의 내 국방장관에 의해 통제를 받
는다. <그림 2 참조> 정규군은 사우디영공방위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
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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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예하부대

<그림 2> 사우디아라비아 군 구조

1) 국방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SANG)은 1955년 창설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
의 수는 2005년 9만5천명에 달하였고(Cordesman and Obaid 2005, 215), 지금도
병력이 계속 늘고 있다. 왕족인 아미르 압둘라와 그의 아들이 국방군에서 주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 왕은 1962년 이래 국방군을 직접 지휘하였
다. 국방군의 2인자는 왕태자이다. 국방군의 사령부는 리야드에 있고, 이 사령
부는 3개 동부, 중부, 서부 지역 부대와 훈련소를 통제한다. 3개 지역부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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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기계화 부대 자체 보안대, 헌병대, 병참부대와 낙타대대를 가지고 있
다. (http://en.wikipedia.org/wiki/Saudi_Arabian_National_Guard 10-15-08)
국방군의 특징은 대부분 사우디 왕가에 충성하는 부족들로부터 충원된다. 국
방군(SANG)은 미국의 군수업체인 빈넬 기업(Vinnell Corporation)의 도움으로
LAV-25형 수천대의 장갑차로 무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였다. SANG의 기동타
격대는 두 개의 기계화연대와 자동화된 4개 보명연대로 구성되어졌다.
국방군은 베트남전쟁에서 활동하였던 미국의 군사 고문단에 의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국방군은 복지에 있어서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 국방군의 주요
병영은 알아흐사 오아시스 근처에 있고, 주요 시설은 나지드 지역에 있는 알까
심과 동부지역에 있다.(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gulf/
sang.htm 10-19-08)
국방군은 1973년 압둘라왕세자가 미국 대사와 사우디 국방군 현대화 프로그
램(Saudi Arabia National Guard Modernization Program)을 체결한 이후부터
조직, 인력, 장비가 증강되고 있다.(Cordesman and Obaid 2005, 214)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의 주 임무는 사우디왕가의 정권유지, 내부반란과 다
른 사우디 정규군으로부터 왕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즉 5가지의
주된 임무가 국방군에게 있다. 첫째, 국방국은 왕국 내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진다. 둘째, 국방군은 종교시설과 오일시설을 포함하는 중요시설을 방어한다.
셋째, 국방군은 왕국 국경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경지역 내 병력을 감시한다.
넷째, 국방군은 왕국의 내부 안전을 위하여 항상 전투태세를 갖춘다. 다섯째
국방군은 왕과 왕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아울러 2003년
이래 국방군은 테러리즘을 박멸하기 위한 임무도 떠맡았다.(Cordesman and
Obaid 2005, 215)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은 정규군과 더불어 최고의 대
우를 받고 있으며 군장비도 최신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왕정을 외부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선 아직도 역부족이다.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
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였을 때 국방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이
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왕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Palmer 200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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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군
정규군은 왕에게 속한 군대이지만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국방위
원회2) 에 있는 국방부소속으로 국방장관의 명으로 외부공격으로 사우디를 방
어하는 임무를 가진 군대이다.(Quandt 1981, 57)
정규군은 사우디 근대 시민사회로부터 만18세부터 23세까지 사우디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된다. 정규군은 1979년 2년 복무를 전제로 징병제가 논의되
었으나 징병제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는 모병제로 운영된다.
정규군은 외부침략에 대항하여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병력의 보조역할(http://www.globalsecurity.org/
military/world/gulf/rsmoda.htm 10-19-08)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규군은 방위군 즉 MODA(Minister of Defense and Aviation)로 불려진다.
사우디 방위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및 영공방위군으로 이루어진다. 정규군 병
력은 약 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방위군 본부는 리야드에 있고, 5개지부로 구성
된다. 즉 인사(G1), 정보G-2), 작전 및 훈련(G-3), 병참(G-4), 시민과 군 관계
(G-5 부대로 구성되며, 사령관 휘하에 리야드, 킹 칼리드 시, 타북, 카미트 무샤
이트, 다란, 제다 지역에 단위부대를 두고 있다.(Cordesman and Obaid 2005, 184)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국방군과 정규군은 대등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었
다. 이후 1991년 걸프전쟁 정규군이 현대식으로 무장을 하고 병력을 늘렸지만
세력판도가 오사마 빈 라덴 같이 왕정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슬람주의자들로
부터 왕정수호를 위해 국방군 쪽으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정규군은 비록 석유산출지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지역에 대개 주둔하
고 있지만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 현대식 무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
이다.

2) 최고국방위원회로 알려져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방정책을 확립하는 공적 책무를 가
진다. 이 위원회는 왕,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교정관, 재정경제부장관, 육해공군 사령
관이 위원회의 위원이다. 안정보장에 대한 결정권은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왕
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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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군
사우디아라비아 비정규군으로 국경수비대가 있다. 국경수비대는 내륙과 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륙과 해안에서 활동하는 비정규군은 총칭 사우디아라
비아 국경수비대(Board Guard)라고 일컫는다. 국경수비대는 내무부 소속으로
병력은 약 3만 명으로 본부는 아지잠(Azizam)에 있다. 과거 국경수비대의 임무
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밀수품을 적발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내부와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
경수비대는 자체적으로 다수의 쾌속정, 순양함과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내무부의 요청으로 해군, 공군 등 정규군과 협동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 국경수비대의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단지 현재 정규군 특히 해군의
행동반경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나 해군과 마찰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Cordesman and Obaid 2005, 228-229)

4) 군 엘리트의 출신 부족
이 항에서는 친왕정 군 엘리트와 반왕정 군 엘리트 출신부족을 살펴본다.
(1) 친왕정 군 엘리트 출신 부족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할 때, 아니자흐(Anizah)부족3)의 분파인 사우드
가문을 비롯하여 당시의 대 부족들인 우나이자흐(Unayzah), 무타이르(Mutayr),
바누 칼리드(Banu Khalid), 하릅(Harb), 알무라흐(Al-Murrah), 카으탄(Qahtan),
샴마르(Shammar)부족들이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남아있고, 이외 군소부족
들이 부족연합 또는 단독부족으로 현존해 있다.(Bukhjil 2004, 47) 사우디아라비
아 내 부족들의 수는 약 500 여개부족으로 추산된다.(Palmer 2007, 214) 그러나
이러한 부족들이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도왔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과거
3) 아니자흐(Anizah)부족은 영어명칭에서 아나자(Anaza)로 불린다. 아니자흐부족은 중동에
서 가장 큰 부족이다.이 아니자흐 부족으로부터 사우드가문, 쿠웨이트의 칼리파가문, 수
바흐가문 등이 나왔다. (Gaury 20055, X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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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릅 부족, 카으탄 부족, 샴마르 부족은 나지드 지역과 메카 지역을 통제하던 부
족(Rashid, 2002. 56-57)이었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을 방해하였다.
사우디 건국 초창기에는 하릅 부족, 카으탄 부족, 샴마르 부족을 제외하곤
다른 부족들이 왕을 도우면서 이크완 부대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부족들이 국방군으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친정부 군부엘리트들을 배출
하였다. 1990년대에 국방군에서 부족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약 2만이었으나 21
세기에 들어와서는 2만 5천명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족엘리트들은 20
년 이상군부에서 복무하면서 막강한 힘을 얻어가고 있다.(http://www.csis.
org/ media/csis/pubs/saudimilbook_05.pdf 10-22-08) 예컨대, 살림(Salim)가
문은 이크완 군대를 구성하였기에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
다.(Aarts & Nonneman 2006, 23)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의 본부는 리야드에 있고, 주요 국방군 부대는
알아흐사 오아시스, 동부주의 유전지대, 나지드 주의 알카심 지역, 타이프, 담
맘, 제다에 있고, 국방군은 사우디 왕가에 충성하는 이 근처의 부족들로부터
차출되면서 군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정규 국방군은 아니지만 포오
즈(Fowj) 부족군대가 국방군을 돕고 있다. 이외 알리레자(Alireza), 바카샵
(Bakhashab), 빈 라덴(Bin Raden), 알꾸사이비(Al-Qusaybi), 잠준(Jamjun), 자
파리(Jaffari),카키(Kaki), 나시프(Nasif), 울라이얀(Ulayyan),아라즈히(Ar-rajhi),
술라이만(Sulayman) 같은 전통상인가문은 사우드가문과 군수물자구입을 위하
여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Bukhjil, 47-48)
작금에 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물질적 공세로 인하여 친정부 군 엘리트
들은 국가정체성을 부족정체성보다 우선시 하면서 복무하고 있다.
국방군이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족인
사우드가문이 군부의 요직을 독차지 하며 주요 군부엘리트로 있는 실정이다.

142 중동연구 제27권 3호

<표 1> 사우디아라비아 왕 및 군부엘리트(2007년 4월 10일)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world-leaders-1/world-leaders-s/saudi-arabia.html 02-15-08)
왕(군의 최고 명령자)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ABDALLAH bin Abd al-Aziz Al Saud)

수상(Prime Minister) ;방위군사령관;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ABDALLAH bin Abd al-Aziz Al Saud)

부수상(Depty Prime Minister)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SULTAN bin Abdu al-Aziz Al Saud)

국방 및 항공장관 (Min. of Defense& Aviation)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SULTAN bin Abd al-Aziz Al Saud)

내무장관 (Min. of Interior)

나이프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NAYIF bin Abd al-Aziz Al Saud)

방위군 부사령관

바드르 알사우드(Badr Al Saud)

현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둘 아지지 알사우드는 공식적으로 군의 최고 통수권
자이며, 동시에 국방군 및 정규군의 최고사령관이다.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는 왕 다음으로 공식적인 군 즉 정규군(MODA)을 대표하고 있다.4) 내무장
관인 나이프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는 1975년 이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그는
내부 정보업무와 경찰 및 소방경찰, 여권 및 이민국, 마약국, 특별안보군 등에
서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그의 아들 무함마드는 내부차관으로 사우디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Cordesman and Obaid 2005, 154-155)
한편 수다이리(Sudairi) 가문도 정부요직과 정규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수다이리 세븐(Sudairi Seven)이라 함은 아나자(Anaza) 부족
으로부터 나온 파드왕를 포함한 이븐사우드의 7아들과 이븐사우드의 3명의 수
다이리 처로부터 나온 자손을 말한다. 왕족 가운데 이 수다이리 세븐은 사우드
가문과 군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hampion 1993,72-73)

4) 그는 1949년에 태어났고, 이후 영국의 sandhurst에 있는 왕립군아카데미를 졸업하고
Auburn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Kechichian, 2001,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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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왕정 군 엘리트 출신 부족
현 사우디아라비아 내 반 왕정 군 엘리트가 속한 부족으로는 까흐탄(Qahtan)
부족. 우타이바(Utaiba) 부족, 다와시르(Dawasir) 부족, 나즈란 지역에 사는
얌(Yam) 부족, 무타이르(Mutayr) 부족들이 유명하다.(Moussalli, 1997, 282)
특히 까흐탄 부족과 우타이바 부족들은 1979년 메카점령사건으로 유명세를 떨
친 바 있다. 이때 이들이 내세운 특징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우드가
문은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 둘째, 사우드가문은 미국과 이
스라엘에게 석유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사우드가문은 미 CIA 에이전
트를 비호하고 있다. 넷째, 사우디 국가는 사우디 시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
탈하고 있다. 다섯째, 사우디 정부는 부패. 뇌물, 국가 자본의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등이다.(Moussalli, 1997, 292)
이후 1980년에도 사우디왕정을 타도하고자 하는 부족이 주축이 된 약 500명
의 반군이 사우디 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사우디 정부는 프랑스 대테러부대의
도움으로 이들을 진압한 바 있다.(Aarts & Nonneman, 27-28)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는 왕정주의자인 히즙 알울라트(Hijb al-wulat)
와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급진주의자이자 사흐와(Sahwa)라고 불리는 히즙 알굴
라트(Hijb al-ghulat)라 있다. 히즙 굴라트는 이슬람국가를 건립하기 위하여
폭력, 테러를 사용하는 이슬람주의자를 말한다.(Al-Rasheed 2007, 75-77) 이와
같은 사흐와인 히즙 알굴라트는 부족주의를 떠나서 이슬람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히즙 굴라트인 반정부 군 엘리트들은 이슬람군(Islamic
military)을 보유(Cordesman and Obaid 2005, 111)하면서 이슬람국가 설립을
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정권과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네트워크 건설에 이바지 하였다. 즉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전댕에 참전하
였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오사마 빈 라덴을 이슬람의 영웅으로 추겨 세
웠고,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을 사우디 내 거의 모든 이슬람사원에서 걸게 하였
다. 또 한편 미국은 파키스탄정보부(Pakistan intelligence services)를 통하
여 알카에다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였다.(Palmer 200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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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는 이슬람국가를 설
립하려는데 방해되는 사우디 정부와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즉 오사마 빈 라덴
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사우디 인들은 진정한 적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Menoret 2005, 7) 이러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조직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저항하는 까흐탄 부족, 감디 부족 같은
반사우디왕정 부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반정부 군 엘리트들은 반
사우디 왕정인 까흐탄 부족, 우타이비 부족 출신이 많지만 부족주의보다는 이
슬람에서 정체성을 찾으면서 이슬람국가 수립을 원한다.

Ⅳ.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 관계
사우디아라비아 정치시스템은 부족주의적 절대주의(tribalistic absolutism)
(Palmer Monte, 2007, 219) 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 내에서 대부분 군부엘리
트들은 정도가 다르지만 국가 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즉 군부엘리트들은 부족가치(Trebe Value)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부족
가치의 특징적인 것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部族員들은 사막의 생
활이 혹독하기 때문에 생존본능이 남다르다. 둘째, 部族員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모욕을 받으면 반드시 복수심에 불탄다. 셋째, 약자를 보호하고 자 하는
생각은 部族員들이 가지는 중요한 명예이다. 넷째, 부족원들은 억압을 하는 어
떤 정부도 없기에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직을 선호한다. 다섯째, 부족의
전사는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더 신경을 써야하고 이웃의 이
익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부족의 가장 매력적인 자질은 사회적 차별을 의
식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가식이 없어야 한다. 일곱째, 부족의 가정 큰 덕목은
친절이다. 여덟째,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큰 덕목은 정직이다. 아홉째, 部族
員들은 드라마틱한 강력한 센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部族員들은 항상
고귀한 태도를 취한다. 열째, 部族員들은 과거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고, 部
族員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주기를 원한다.(http://smallwarsjournal.com/blo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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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glubbs-guide-to-the- arab-tribe/11-23-08)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내 시민사회를 살펴보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시스템
과 국민의 대표선출과 관련이 있는 것이 통설이다. 서방의 극단적인 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시민사회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지방단위로 선거, 정당,
노동조합, 조직화된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Palmer 2007, 210) 그
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사회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시민사회는 분명히 존
재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선출기능에서 슈라회의는 시민사회의 기능을 하고 있
다. 이 슈라회의도 단순히 왕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 심
지어 이슬람조직체 등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즉 사우디
아라비아 내 시민사회는 부족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내 부
족사회와 시민사회는 별개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부족사회에서 특
히 친 사우디 정권 부족사회에서 국방군으로 충원되고 있고, 또 다른 부족사회
에서 정규군이 충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군부엘리트들이 직면한 국가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이 맞부딪
힐 경우, 과연 군부엘리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사우디아라비아 군 엘리트들은 과거와 달리 작금에 와서는 부족가치를 찾는
부족정체성보다 마치 국가정체성에서 보다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들에 대하여 공공선택론의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시장의 경제활동과 관련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체제․기구에 관한 재정학
적 연구로, 이 이론은 미국의 제임스 뷰캐넌(James McGill Buchanan)과 털록 교
수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론의 관점은 국가가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
로 행동한다는 입장과 달리 공공선택론에 있어서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
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
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치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과정의 경제적 비능률의 제거와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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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기규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뷰캐넌과 털록 교수에 따르면 적자예산의 운용은 공공재의 상대가격
을 하락시키고 선거득표를 극대화하여 집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그의 반(反)케인스주의는 정
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
html?category_id=DCL&qid=3KYOS&q=%B0%F8%B0%F8%BC%B1%C5%C3%C0%CC%B7%D0&sr
chid=NKS3KYOS10-18-08)
제임스 뷰캐넌과 털록 교수는 이 이론을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 윤리, 도덕 등을 포함하는 것을 헌법으로 간주해 헌법경제
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었다. 헌법은 실정법상의 헌법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
다. 전통 경제학이 정부역할을 법과 제도로 분리한 채 제도의 선택을 정부역할
이라고 보기에 지원배분에 간여하는 것은 정부 능력 밖이라고 간주한다. 이러
한 시장 외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의 분석,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경
제학적인 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과 이론 개발이 공공선택론이 다루는 분
야이다. (http://landreport.tistory.comBR1http%3A%2F%2Flandreport.tistory.
com%2F257/2571 1?srchid=09-09-08)
이러한 공공선택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맨커를 올슨(Mancur Olson)은 그의 책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집단공공선택론을 주
장하였다. 즉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시민들은 집단에 참여할 때 집
단의 성공적인 존속으로부터 받게 될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만일 그 이익이 집
단에 대한 기여도보다 많으면 집단에 참여하고, 이익이 기여도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집단에 참가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군부엘리트들에게 공공선택론이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즉 군
부엘리트들은 군부에 참여할 때 받게 될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다시 말하면,
군부엘리트들은 국가안보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이 기여도보다 많으면 국가방위
에 참여하고, 이익이 기여도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국가방위에 참가하지 않
는다. 친 사우디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방군은 부족장들의 명령계통아래 부족대
대로 재편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부터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왕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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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군이나 군수산업에 지출을 늘리면 고용
효과가 나타난다는 군사적 케인즈 주의(임혁 2001,157)와 같은 정책을 아울러
펴고 있다. 또 친 사우디왕국의 部族員들은 주로 국방군으로 복무를 하는 대신
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방군으로 차출되는 부족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왕과 왕족에 충성하는 부족들에 대한 대가이다. 아울러 사우디 정
부는 수다이리 부족같이 특정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에게 진급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의 일부분으로 군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정부군 엘리트들은 국가주의보다는 부족주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비록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1979년 메카
점령사건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우타이비 부족의 주하이만 우타이비
가 이끄는 일당이 메카를 점령하여 정부군과 대치를 하였다. 반정부설교에 앞
장서는 주하이만의 지지자들인 반군은 카흐탄 부족, 샴마르 부족, 하릅 부족
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엄격한 이슬람법의 적용, 텔레비전 방영
중지, 영화상영 금지, 여성의 공공장소에서의 노동금지 등이었다.(Dessouki
1982, 190)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방군에게 반정부군 소탕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국방군은 반정부군의 소탕을 적극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국방군은 소탕을 거부하였다. 이같이 국방군이 반란군 진압에 소극적인
것은 국방군이 소속해 있는 부족과 반란군이 소속해 있는 부족이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Herb 1999, 171) 다시 말하자면 국방군은 부족주의에 대하여서
도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반정부 군 엘리트들은 언급된 올센의 논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우
디정부에 참여하는 것보다 카에다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이슬람의 명분과 함께
빈 라덴으로부터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카에다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반정부 엘리트들은 와하비즘이 아닌 이슬람 특히 과격이슬람에서 정체성을
찾는다.(Aburish 2005, 117) 즉 반정부 군부엘리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이상 국민들의 왕국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글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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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들은 억압되어 있으면서 빈곤과 실업으로 신음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정권에 대항하고 있다.(Bradley, 2005. 55) 그래서 반정부 군부엘리트들
은 국가전복을 꾀하고 있다.
요컨대, 친정부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이나 반정부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
은 마음속에서 마치 이슬람이 발흥되고 전파될 때 부족의 일부다처제를 수용하
였던 것처럼(Palmer, 2007, 22) 정치적 부족주의이처럼 친 왕정 군부엘리트들
은 정지척 부족주의(politecal Tribalism)(Aarts Paul, 1999 : 22)를 고려하고
있지만 원래 고유의 부족주의를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 한편 행동
적 측면에서 친정부 군부엘리트들은 사우디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으며 반
면 반정부 군부엘리트들은 이슬람국가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

Ⅴ.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이크완 군대의 모태가
되었다. 이크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창설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이븐 사우드의 권력기반의 역할을 하였다. 이크완 군대는 베드윈 부족들로
구성되었고, 형제애는 이크완 군대의 단결에 이바지 하였다.
이렇게 탄생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성격과 명령계통이 다른 군대가 둘이 있
다. 왕의 친위부대인 국방군(National Guard)과 정부에 속하는 국방항공부 소
속 정규군(MODA)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군은 사우디왕가의 정권유지, 내
부반란과 다른 사우디 정규군으로부터 왕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방군은 대부분 사우디 왕가에 충성하는 부족들로부터 충원된다.
반면 정규군은 사우디 근대 시민사회로부터 만18세부터 23세까지 사우디 국
적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되고, 정규군은 현재는 모병제로 운영된다. 정규군은
왕에게 속한 군대이지만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국방위원회에 있는
국방부소속으로 국방장관의 명으로 외부공격으로 사우디를 방어하는 임무를 가
진 군대이다. 하지만 정규군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병력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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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임무도 수행한다.
사우디 건국 초창기에는 하쉬미트 부족, 하릅 부족, 카으탄, 샴마르부족을
제외하곤 다른 부족들이 왕을 도우면서 이크완 부대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부족들이 국방군으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친정부 군부엘리트
들을 배출하였다.
반면 반정부 군 엘리트가 속한 부족으로는 까흐탄(Qahtan) 부족과 우타이바
(Utaiba) 부족이 유명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군부엘리트들은 정도가 다르지만 국가 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군부엘리트들은 시민사회와 기능적 갭이
있지만 사우디의 경우, 군부엘리트들은 부족가치(tribal Value)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즉 군부엘리트들은 부족사회와 기능적 갭이 있지만 부족과 시민
사회에 대하여 가치 갭과 문화적 갭은 없다. 이슬람은 부족사회와 시민사회의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운데서 군부엘리트들이 직면한 국가정체성과 부족정체성이 맞부딪
힐 경우, 과연 군부엘리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사우디아라비아 군 엘리트들은 과거와 달리 작금에 와서는 부족정체성보다
국가정체성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더 크게 찾는다. 군부엘리트들은 어떻게 부
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전환시키고 있는가를 볼 때 즉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공
선택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테면 군부엘리트들은 국가안보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이 기여도보다 많으
면 국가방위에 참여하고, 이익이 기여도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국가방위에
참가하지 않는다. 친 사우디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방군은 부족장들의 명령계통
아래서 부족대대로 재편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로부터 높은 급여를 받으
면서 왕족을 보호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은 군이나 군수산업에 지출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나타난다는 군사적 케인즈 주의와 같은 정책을 아울러 펴고
있다. 또 친 사우디왕국의 部族員들은 주로 국방군으로 복무를 하면 대신에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방군으로 차출되는 부족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왕과 왕족에 충성하는 부족들에 대한 대가이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

150 중동연구 제27권 3호

는 수다이리 부족같이 특정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에게 진급 등 혜택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반정부 엘리트들은 와하비즘이 아닌 이슬람 특히 과격이슬람에서 정체성
을 찾음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정은 이렇다하여도 친정부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이
나 반정부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은 마음속에서 부족주의를 전혀 배제하는 것
은 아니다. 단지 반정부 부족출신 군부엘리트들은 행동적 측면에서 부족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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