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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1884년 이래 스페인  식민지, 1976년 스페인 철군 및 모로코의 점령으로  국제 분

쟁화 

 

 ㅇ 폴리사리오(polisario) 해방전선의 독립투쟁 시작 - 모로코 정부의 강제 점령에 대
항, 서부사하라 주민들로 구성, 현재까지 지속 

   

 ㅇ UN 서부 사하라 주민 투표지원단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파견으로 분쟁 현상 유지  

 

    - 분쟁의 핵심 쟁점 : 서부 사하라 주민의 민족자결권(주민 투표를 통한  

      독립 여부 결정) 부여 __ 점유 중인 모로코는 반대 

 

- 유엔 안보리는 2003.7 Baker Plan II에 의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모로코와 주민간 이견으로 진전이 안되었음.    





2. 분쟁의 역사  
 

2.1  스페인 식민 통치하 서부 사하라 독립 운동  

  ㅇ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계획에 의거, 스페인의  

                서부 사하라 식민 통치 시작  

  ㅇ 1906년: 대규모 반 스페인 봉기 

  ㅇ 1956년 :모로코는 역사적 권원을 내세우며 서부 사하라, 알제리 남서부, 

                모리타니아, 말리 전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ㅇ 1973년 : 폴리사리오 해방 전선 창설, 반 스페인 저항 운동 조직화  

  ㅇ 1975년 : 유엔이 서부 사하라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결정  

                 모로코는 Green March 실시 영유권 주장  

                 (민간인 35만 명을 서부 사하라에 진입시킨 정책)  

     



2.2 스페인 지배 종식 후 독립 운동  

 

  ㅇ 1976년 스페인 모로코 및 모리타니와 마드리드 협정 체결, 서부  

      사하라의 정치적 지위를 양국에 위임 합의, 식민통치 종료, 철군  

  ㅇ 모로코와 모리타니, 서부 사하라를 2;1 분할 점령  

  ㅇ 폴리사리오는 알제리에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Saharawi Arab 

     Democratic Republic, SADR )수립, 알제리 지원 하에 무력 투쟁 본격화  

   

 

 

 

ㅇ 1979 모리타니 쿠테타 발생, 폴리사리오와 평화 협정 체결, 서부 사하라 

영유권 포기 

   



  ㅇ  모로코는 모리타니아가 철군한 서부 사하라 남부까지 무력합병  

  ㅇ 1980 유엔 신탁통치 위원회는 폴리사리오 해방 전선을 서부 사하라  

      주민의 대표로 승인  

  ㅇ 1984 아프리카 단결 기구 (OAU)도 SADR 승인, 모로코는 OAU 탈퇴  

  ㅇ 2005. 9 현재 49개국(인도, 멕시코, 남아공, 이란, 알제리, 리비아, 

      북한 등)이 SADR 승인 

 

2. 3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 노력  

  

  ㅇ 1988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주민 투표에   의한 독립 여부 결정을  

     골자로한  유엔 평화안 수용, 휴전 협정 체결     

 



  ㅇ 1991 안보리 결의로 MINURSO (유엔 사하라 주민 투표지원단 ) 파견, 휴전  

     협정 감시 임무 수행  

     - 한국정부는 94 MINURSO에 42명의 의료지원단 파견 후 98-2006년까지 

       매년 20명 파견 

     - 주민투표 현재까지 미 실시 :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의 이견 표출  

  *폴리사리오 : 76년 스페인 식민통치 종료 당시 거주 주민에게만 투표권 부여  

   *모로코 : 이주시킨 모로코인에게도 투표권 부여  

 

3. UN 의 분쟁 해결 방안  

3.1. Baker Plan II 

 ㅇ 유엔 안보리의 분쟁해결 로드맵, 2003.7 : James Baker 전 미 국무 장관 초안  

    -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평화협정 체결  

    - 평화 협정 체결 후 5년간 모로코가 과도 통치  

    - 5년 경과 후 유엔 주관 하에 주민투표로 독립 여부 결정    

 



• 참고자료  
 

▲국군의료지원단 파병 
 
 국군의료지원단을 서부사하라에 파병하게 된 배경에는 소말리아 상록수부
대의 철수와도 관련이 있다. 1994년 2월 유엔의 서부사하라 파병 요청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상록수부대 철수 협상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상록수부대가 파병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철수하는 부담
을 서부사하라에 국군의료지원단을 파병하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따라서 서부사하라 파병은 국익에 의한 실리적 차원보다 순수한 인도적 
차원과 함께 유엔과의 관계를 고려한 파병이었다. 
 
 1994년 7월 14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42명으로 편성된 의료지원단 본대가 
9월 6일 현지를 향해 출국했다. 그들의 임무는 한국군 도착에 앞서 이미 철수
한 스위스 의료지원단의 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서부사하라의 주민투표 및 
정전(停戰) 감시를 위해 파병된 유엔 요원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국군의료지원단은 서부사하라 북부지역 라윤(스페인어 : 엘 아이운)에 
중앙진료소를 운용하고, 북부와 남부에 각각 전방진료소를 설치했다. 
 
   
 



•  
 한편 서부사하라의 주민투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690여 명으로 편성됐던 
유엔 선거감시 요원이 220여 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유엔은 의료지원단의 감
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1996년 9월에 파병된 제5진부터는 20명으로 감
소 편성하고 6개월 단위로 교대를 계속하면서 임무를 수행해 2006년 5월 15
일 철수할 때까지 23진, 연인원 542명이 파병됐다. 
 



   - 폴리사리오와 알제리는 동 방안에 찬성,  

   - 모로코는 폴리사리오와 직접 교섭 방안 선호  

 

3.2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54호 

  ㅇ 2007.2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754호를 통해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  전제 조건 없는 직접 대화 요청  

  ㅇ 당사국 간 입장 차이로 진전 없음  

    - 모로코 : 모로코 주권 하 서부 사하라 자치권 부여  

    -  폴리사리오, 알제리 : 주민 자결권에 의한 독립 주장  

  

 



4. 모로코-알제리 관계 ; 우호, 적대관계의 반복 

  ㅇ 1967년 모로코는 알제리, 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사라하에서 스페인을 

     축출하기위해 서부사하라 독립운동 지원 

  ㅇ 1975년 모리타니아와 서부사하라 영토의 분할 소유에 합의 함으로써 

      알제리와 적대관계 형성 

  ㅇ 모로코의 핫산 2세(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부친) 국왕은 1985년 아랍연맹 

      의장 자격으로 마그레브 아랍연맹 Maghreb Arab Union) 창설을 제의, 

      알제리아와 관계 완화시도 

      - 1988년 제1회 마그레브 정상회담 개최합의  



       - 1989년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 알제리를 포함한 마그레브  

         아랍연맹 창설 

  ㅇ 1991년 모로코 – 알제리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ㅇ 1994.8 모로코 마라케시 ASNI 호텔에서 발생한 호텔습격 테러범들이  

      알제리에 의해 사주되었다는 혐의로 양국 국경 폐쇄 

  ㅇ 폴리사리오 임시정부가 계속 알제리 Tindouf에 소재하고 있으며 알제리가 

      이를 지원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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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eets of Laayoune, un army 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