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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정책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양국 관계 강화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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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UAE, 아랍 만 지역, 그리고

아랍 세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조사기관이다. 1994년 아부다비에 설립된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 센터는 아랍 세계에 관한 각종 현안
이슈의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중추 기관이다.

이

센터는 컨퍼런스와 심포지엄의 개최, 워크숍 조직,
강좌 지원, 원서와 번역서 출판, 리서치 자료 출판 등

여러 형식으로 학문적 의견 교류를 위한 토론의 마당을 제공하
고있다. 또한 여러 학자들에 대한 적극적 장학 사업, 학문적
서적과 저술에 대한 지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각종 자료의

아랍에미리트연방 건국과 통합의 리더십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

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H.H. 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
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어 번역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희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도서관과, 아랍 지역에 관한 독특하고 폭 넓은 정보를

시대적 상황에서 이 책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

해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방 건국과

에

미리트 전략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외국의 연구기관들과 연계되어 함께 성장함으로써

통합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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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獻呈辭)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특별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UAE 대통령이자 나의 부친인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께
이 책을 바친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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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2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건국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
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단순히 풍부한 석
유자원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쉐이크 자이드 초대 대통령
의 리더십 아래 7개의 연방이 화합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
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쉐이크 칼리파 대통령도 국가 개
혁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UAE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지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UAE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1980년 수교체결 이래 양국은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의 2대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각종 플랜트 건설부문에 대한 한국기
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이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발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양국 관계 강화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번역․발간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
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
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
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산재한 부족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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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베두인들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며 삶
을 영위하였고 때로는 각기 다른 부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부족 간의 갈등과 전투
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통치를 맡아온 바니야스(Baniyas) 부족도

1960년대를 지나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단일 연합으로의 변모는
결코 단시간에 평범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쉐이
크 자이드가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속한 아부다비 지역민들에게 보다 큰
번영과 통합의 시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통치와 사상은 단순히 아부다비만으
로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쉐이크 자이드는 1960년대 원유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국가의 현대화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
합의 이름으로 7개의 토후국을 하나로 묶어내며 경제적․정치적 통일을 이끌어냈습
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
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
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도서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출판하는 데 있어 양국의 협력과 UAE의 연구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 국문 번역본 저작권 양도를 허락한 자말 알 수와이디(Jamal Al-Suwaid) 소장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도서의 번역에 대한 감수를 담당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께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와 UAE 양국의 문화협력과 관계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
기를 바라며, UAE를 이해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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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관련 주(註)

이 책에서는 식별의 편의와 전체적 일관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표기 원칙을
채택했다.

∙ 메카(Mecca), 쿠란(Koran), 나세르(Nasser) 등과 같은 보통 명사의 경우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영어 스펠링으로 바꾸었다.

∙ 아랍어에 영어의 e와 o에 음운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음이 없기 때
문에 지명, 부족 이름, 인명 등의 경우 발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e와 o
대신 a와 i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쉐이크(Sheikh)’를 ‘Shaikh’로 표기하거나,

‘Zayed’라고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자이드(Zayid)’로 이 책에서 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 아랍어의 특수 발음인 아인(ayn)은 [‘]으로 표기했고, 함자(hamza)는 [’]으로
표기했다.

∙ 정관사 al은 그냥 소문자로 표기했고, 부족 이름 앞에 쓰이는 Al은 대문자로
표기했다. 또한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두 경우 모두 중간에 ‘하이픈’은 넣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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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소개

ADDF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Abu Dhabi Defence Force)

AmConsul

미국 영사(American Consul)

ARAMCO

아람코, 석유회사

DSS

우수 학생 장학금(Distinguished Student Scholarships)

ERWDA

환경 조사 및 야생동식물 발전청(Environmental Research and Wildlife
Development Agency)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FO

영국 외무성(Foreign Office, United Kingdom)

GCC

아랍 만안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DP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MERC

해양환경조사센터(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NARA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OIC

이슬람 협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PEC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PDTC

‘휴전 해안’ 석유개발(Petroleum Development Trucial Coast Ltd.)

TSDO

‘휴전 해안 개발청’(Trucial States Development Office)

UAA

아랍에미리트연방(United Arab Amirates)

UAE

아랍에미리트연방(United Arab Emirates)

UDF

아랍에미리트연방 국군(Union Defence Force)

UK

영국(United Kingdom)

UN

유엔(United Nations)

US

미국(United States)

추천의 글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에서 UAE
대통령이자 UAE 국군 최고사령관인 쉐이크 자이드의 전기 출판에 대해 나에게 처음
동의를 구해 왔을 때 나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 분명 이
기획에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 첫째, 학술적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전기(傳記)류 책들과 차별화가 가능했다. 그가 자신
의 인생 행로를 국가의 역사와 매우 조화롭게 결합시킨 국가 지도자였기에 그 인생
과 여러 성취에 대한 권위 있는 평가를 위해 객관적 학문의 표준들과 과학적 방법론
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명 우리 UAE의 주요 특색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
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공로는 그에게 있다.
둘째, 나는 이 책이 깊은 통찰력과 분석이 요구되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를
마주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UAE의 역사가 아직도 매우 짧
지만 각 주요 사건들이 타당한 역사적 맥락에 위치해야 하고 그 특수한 발전과정이
이해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노력이 낳은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쉐이크 자이드의 일관된 관심사였음이 확
실한 통일이라는 문제에 이 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책은 그 자신의 발언과 오랫동안 기록보관소에 갇혀 있던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
러 개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의 정치적 사상이 가진 정교함과 명쾌함을 분명하게 드
러내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는 리더, 통치자, 대통령, 그리고 국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에서 출발한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각종 요인들의 분석을 시도
한 이 책의 서문을 쓰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가 직면한 많은 난관들은
그가 이른 시절부터 꿈꿨던 조국과 주민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완수하리라
는 결심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그는 힘과 자원을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도록 공
유할 길을 모색하고 자신의 동료 통치자들과 사심 없는 협력을 통해 성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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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했다. 이 책은 그의 삶이 지녔던 풍부한 역사적 배경
을 조명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목표를 향해 UAE를
이끈 그의 리더십의 원천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의 창
조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UAE라는 현대적 국가의 건설이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그에 필요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의 비전을 원활하게 실현하게 해 주는 과정인 타당
하게 우선순위를 매긴 세부 계획과의 결합이 필요했다. 그는 이 발전전략과 그에 필
요한 재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는 국가의 막대한 부와 경제적 자원
이 국가 발전과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확고한 리더십과 국민의 근면한 노력의 결합은 우리 UAE사회의 성공적 발전에 도움
이 됐다. 우리로서는 UAE에 속한다는 사실은 곧 명예이자 축복이다.

나는 이 기회에 UAE 창설이라는 그의 위대한 결심과 굳은 의지를 갖고서 쉐이크
자이드와 적극 협력했던 선구자들, 특히 UAE의 부통령이자 두바이 토후국의 통치자
이고 최고위원회의 멤버로서 UAE 탄생을 지켜본 고(故)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라시
드 빈 사이드 알 마크툼(Al Maktum, Shaikh Rashid Bin Sa‘id)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연방의 길에서 직면한 각종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던, 생존하거나 작고한 모든 UAE 국민, 그리고 재능을 갖고 우리 조국에
협력의 손길을 건넸던 아랍 세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나라에도 같은 고마움을 전한다.
초창기부터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소중한 지원을 해준 UAE 대통령 직속 기구
디완(Diwan)의 사무총장인 쉐이크 디얍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aikh Diyab Bin Zayid

Al Nahyan)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나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준 UAE의 여러 관계부처, 기관, 연구소,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
이라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 UAE의 여러 개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이 임무를 완성하고 이 독특한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는 과제는 에미리트 전략연구
소에 의해 수행됐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한 프로젝트 팀의 공동 노력과 정신 덕분에
이 책이 효율적으로 출판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완결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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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들의 인내와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에미리트 전략연구소 소장 자말 알 수와이디(Jamal S. Al Suwaidi) 박사에게
이 전체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감수한 그의 에너지와 헌신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
을 전하고 싶다. 그의 솔선수범하는 태도 덕분에 이처럼 독특하고 소중한 연구결과가
만들어졌다. 또한 나는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휘트크로프트

(Andrew Wheatcroft) 교수에게 마음의 빚을 졌고 그의 노력에 많이 감사한다. 기록보
관소의 자료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는 이 책의 중요한 결론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을 기울여 아랍어와 영어 원고를 출판 형식에 적합하게
만들어 준 아이다 압둘라흐 알 아즈디(Aida Abdullah Al Azdi), 맘도흐 아니스 패시

(Mamdouh Anis Fathy) 박사, 크리스티안 코흐(Christian Koch) 박사, 이 세 사람을 포
함해 팀의 다른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이 책의
아랍어본과 영어본이 일정에 맞게 출판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을 경주한 에미리
트 전략연구소의 출판, 번역, 배포 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는 쉐이크 자이드와 함께 시간을 보낸 동시대 인물들, 그리고 각자의 소중한 시
간을 내어 그의 인생과 성취에 지혜를 제공했던 여러 인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
을 전하고 싶다. 여기에는 과거 이 아랍 만 지역에서 근무하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
던 각종 사건들을 목격했던 영국 고위 관료들도 포함된다. 또한 이 책과 관련해 소중
한 코멘트와 제안을 해준 다양한 국적의 많은 공직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역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그의 여러 업적에 투영된 창조적 면모에 대해 생생
한 느낌을 전달받는 가운데 이 선구적인 책이 쉐이크 자이드를 다룬 기존 여러 저작
물들 사이에서 특히 의미있는 존재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책
이 누구나 배우고 싶은 전범(典範)과도 같았던 한 인물에 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Muhammad Bin Zayid Al Nah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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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에 의해 아랍어와 영어로 제5판까지 출판된 ‘아랍에미
리트연방 건국과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한국 대외
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귀중한 노력에 대해 특별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의 특별한 가치는 첫째, 실제 사료인 일차 자료와 참고자료에 확고하게 기초
하고 있고 둘째, 건국을 둘러싼 그 녹녹치 않았던 환경을 감안하면 대단히 희귀한 역
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는 UAE 건국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국부의 인생 역정을 기록하
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UAE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기초 자원도 거의 존재하지
않은 황량한 사막 위에 혈연이라는 끈과 생계 단위로만 무리지어 저마다 흩어져 생
활하는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당시 강대국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내부
적․외부적 도전들에 직면한 상태였고, 건국을 위한 그 어떤 제도나 행정 기구도 부
재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내부적 환경들이 UAE 건국에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었
다. UAE 건국의 길에는 아랍 만 지역 내부의 난관과 국제적 조건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반해 쉐이크 자이드의 강한 의지력과 지혜로운 비전, 그리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강한 신뢰는 UAE 건국 초창기의 희망적인 자산이었다. 이런 자산에 기초해
문예 부흥이 사막에 전개됐고, 국가의 모든 영역이 발전했고, 최종적으로 UAE 건국
이 실현했다. 강력한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쉐이크 자이드라는 탁월한 리더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지만 국민들의 가슴과 마음에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모든 분야
를 망라하는 UAE의 괄목상대할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번영, 안정, 안전이 다 함께
보장되는 국가는 그가 성취한 위업의 생생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미리트 전략연구소는 건국 과정뿐 아니라 인종, 성별, 민족,
종교와 무관하게 전체 인류 발전에 적극 기여한 쉐이크 자이드라는 리더의 삶과 업
적을 상세히 기록한 이 책을 출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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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특별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그의 삶을 다룬 이 책을 다른 언어로 번역
하여 출판하게 되면 해당 언어권의 독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거나 현재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귀중한 노고에 다시 감사를 드린다.

에미리트 전략연구소 소장
자말 사나드 알-수와이디 박사(Dr. Jamal Sanad Al-Suwa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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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탁월한 지도자들의 생애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다. 강한 의지, 깊은
통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자질들 말이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이런 자질들을 바탕으로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
휘하곤 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지난 과거, 그리고 필연적으
로 맞이하게 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저 미래와의 중간에 위치하는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서 인류에게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출현은 그리 흔하지 않았
다. 아마 기록이 불가능했던 선사시대에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며 역사시대에
는 분명히 그러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현대에 와서 이런 탁월한 지도자의 출현은
더욱 드믄 현상이 되고 말았다.
객관적인 그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쉐이크 자이드 UAE(아랍에미리트 연방) 대
통령은 분명 이런 탁월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생애를 마
쳤고 UAE 현대화의 선구자였다. 그는 자신이 인연을 맺은 사막과 사막의 사람들을
그리 머지 않은 과거 시절의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전례 없는 발전과 번영으로 탈
바꿈시켰다. 과거 이 사막 지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부족들의 이해 때문에 공공연한
전쟁이 자주 발생했고 상호적대 행위들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막의
부족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단결되고 심지어 선망하는 모델로까지 여겨지는 한 국
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71년 UAE 건국이야말로 쉐이크
자이드의 생애와 경력에 있어 ‘최고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됐던 지난 40년의 급속한 발전과정이 대단히
조화롭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의 심각한 중도 이탈도 발생하지 않았다
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어떤 사회든지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 대개 구성원
내부의 심각한 분쟁을 수반한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다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부다비 토후국 시절, 그리고 이후 UAE라는 공동체에서 내부의 심각한 분쟁
은 없었고, 이는 분명 쉐이크 자이드의 노력과 비전 덕분이었다. 그는 부족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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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국(emirate)과 연방, 그리고 전통 계승과 현대화라는 외견상 화해가 불가능한 것
으로 느껴지는 이 상충하는 요구들을 화해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의 결속 강화를 통한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해 그가 쉽게 느
껴지는 길만을 선택하진 않았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특히 1971년 UAE 건국 시점
은 그가 선택했던 쉽지 않은 여정의 클라이맥스였다.
쉐이크 자이드의 업적에 대해 우리와 후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업적을 세계사적 측면과 지역사적 측면 모두에서 살펴봐야 한다. 즉 성공했거나 실
패했던 다른 나라의 건국과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UAE 현대사와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중동에서 단 하나뿐인 번영을 구가하는 연방
국이라는 점이다. 둘째, 평화적 수단으로 연방국을 건국했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연방이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취는 정부와 사회에 있어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
선하려는 깊은 책임감을 가졌던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카리스마 덕분에 비로소
가능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책은 많지만 이 책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씌어졌다. 즉, 과
거의 출판물들은 대체로 한정된 범위의 자료에 의존한 것이었고 특정 연구자의 관점
만을 반영한 것도 가끔 있었다. 일부 책들은 학문적 기초가 아예 결여된 것도 있었
다.1 이 책의 체계적인 접근법은 앞에서 언급한 책들과 구별된다.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 책의 목표는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의 성격과 정치적 성취에 대한 완전한 자료
를 제공하는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대 세계적 지도자들에 대한 다
른 연구 성과와 꼼꼼하게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책에서는 날짜순으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된 증거 자료의 신중한 활
용, 과거 사건에 대한 재평가 등의 방식으로 그의 결단, 철학, 접근법에 주목했고 쉐
이크 자이드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 편찬적 방식에 입각해 쉐이크 자이드의 입체적인 생애와 업적
을 연구하고자 하는 대표적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이 책의 일차적 주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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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아랍 무슬림이라는 이 특징 때문
에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은 외부 세계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놀라운 성취를 가능케 했던 배후의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각종 증
거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기법이 채택됐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
는 예상했던대로 풍부했다. 그에 관한 신뢰할만한 연대기적 기록 정리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가 국내외에 행한 각종 연설문과 발언을 기록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UAE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모든 노력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었으나 UAE의 현대화 과정에서 국가
의 리더로서 그가 보여줬던 탁월한 정치적 통찰력을 설명해주는 자료들은 무척 부족
했고, 그가 특정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환경이나 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료가 적지 않았다.
이 책은 또한 쉐이크 자이드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구현된 이 사막 지역 역사의 특
징에 관한 독창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문적 접근이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 개인의 특징과 행위가 그 해당 국가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역사 편
찬의 오랜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알 타바리(Al Tabari), 이븐 카티르(Ibn

Kathir), 이븐 칼둔(Ibn Khaldun)과 같은 중세 아랍과 무슬림 역사학자들이 발전시킨
학문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그 역사의 구체적 형성과 실천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무
척 다양하다. 역사적 저술은 과거의 여러 측면을 전부 기록하기만 하는 단계에서 그
과거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설명해주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이 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학문적 배경과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종의 공통된 확
신이 있었다. UAE의 건국과 발전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고 아랍 만 지역의 역사
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확신이다. UAE의 성공이 단지 풍부한 산
유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냉소적 입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정치, 사
회, 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취만을 평가한 것이다. 그 어떤 나라의 역사를 연구해 봐도
이질적인 민족, 상이한 문화 집단 간의 갈등, 전쟁 등이 효율적인 공동체 건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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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쉽게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 UAE가 영국의 보호에서 막 벗어났던
그 시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막의 역사와 각종 요인들은 연방 형식의 건국
을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게 했다. 다행히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촉매가 존재했기에 이
상적인 연방 건국이라는 그 염원을 우리는 현실에 구현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건국 역사와 이후 발전 과정에서 쉐이크 자
이드가 원칙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그의 정책상의 특징
은 우선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후 UAE 건국과 발전 과정에 그대로 적용됐
다. 따라서 아부다비, 그리고 UAE의 발전과 쉐이크 자이드의 업적과 정치적 꿈을 분
리시켜 이해하기 위해 누군가가 역사적 왜곡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 복지에
관한 일관되고 시대를 앞선 관심, 정치적 통일의 강화를 위한 확고한 구상,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진정한 관심 등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원칙론적인 접근 자세는 유기적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 정책의 이 세 가지 요
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숙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쉐이
크 자이드에 대한 구체적 개인사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는 있지만, 이 책은 전기
가 아닌 그의 정치적 방법론에 관한 분석적 연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서는 쉐이크 자이드 리더십의 독특한 능력, 통찰력 있는 정치적 수완, 연방 통일과 그
평화에 입각한 발전 원칙 고수에 관한 흔들림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업적은 지난 인류 역사에서 각국의 건국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다
른 지도자들의 업적과 비교해도 그 장점이 두드러진다.
어떤 책이 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갖추고 왕성하
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이 책이 출판된 2004년 당시에는 쉐이크 자이드가 생존했기 때
문임. 2004년에 그는 서거함 ― 역자주). 하지만 어느 탁월한 예술가가 생존하고 있고
여전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회고전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라면 이런 책이 지금 씌
어져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이 책이 일종의 회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 틀에 머무는 상태에서 역사의 시선을 빌어 이미 현실에 구현된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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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UAE의 발전과 관련
한 그의 업적은 대부분 ‘맨땅에서 출발’해서 이룬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분야와 관련된 그의 업적은 이미 달성되었거나
열매를 맺는 단계에 있다. 선구적인 환경 정책 분야에서처럼 쉐이크 자이드의 각종
아이디어는 변화와 진화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의
각종 아이디어 진화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적 사유가 어떻게 그의 생애
전반의 기저에 일관되게 깔려 있었는지를 조명한다. 그의 계획들이 수립된 배경을 따
로 확인해보는 것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이 일관성 때문이다. 쉐이크 자이드의
어떤 계획은 그 배경을 무려 50년 전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많은 핵심 주제들이 이 책을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평화, 화해, 안전
에 관한 쉐이크 자이드의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그가 성장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만장일치에 의해 그의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상속제로 지도자를 맡고 있는 바니야스

(Bani Yas) 부족은 ‘지배하기 어려운 대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테크닉을 종종 구사했
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이란 독립심이 강한 베두인(Bedouin) 부족을 말한다. 쉐이
크 자이드의 조부는 바니야스 부족의 통치자 가운데 특히 걸출했다. 1855년에서

1909년까지 아부다비 지역을 통치했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Shaikh Zayid the
Great)’로 호칭되는 그는 이질적이고 분열적인 기질이 강해 버겁기 짝이 없는 이 베
두인 종족과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사
망하고 정치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자 바니야스 부족의 정치 체제는 혼돈
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다. 훗날 이 책의 주인공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Shaikh Zayid Bin Sultan)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의 재발 방
지를 위해 그는 평화, 화해,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파의 이해관계를 이
해하고 조율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정치 전략을 고안했던 것이다. 그의 이런 정치적
성향은 청년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 그의 말년 업적을 이해하고
자 한다면 젊은 시절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의 두 번째 주제는 현대성과 진보다. 쉐이크 자이드의 전임 통치자는 쉐이크
샤크부트(Shaikh Shakhbut)였으며, 그는 1928년부터 1966년까지 아부다비 토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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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렸다.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통치를 했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쉐이크 샤크부트는 30년 이상이나 평화를 지속시켰고, 자
신이 통치자 지위를 물려받았던 시기의 상황과는 무척 다른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대성과 진보라는 개념을 무척 혐오했는데, 이들 개념은 1950년
대 이후로 비단 아부다비 토후국뿐 아니라 전체 아랍 만 지역으로 한참 번져가고 있
던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그의 동생인 쉐이크 자이드는 영민하게 대처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변화를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보다 모든 사
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파악했다. 쉐이크 샤크부트의 접근법이 보수
적이었다면, 동생인 쉐이크 자이드의 접근법은 사막 사회에 번져가는 이 새로운 흐름
을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변화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방식이
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쉐이크 자이드는 그가 속한 지역의 역사에 하나의 특별한
시대를 선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통합, 단결, 그리고 협력이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쉐이
크 자이드는 항상 단일 국가의 범위 이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약자에게 허울
뿐인 제휴만을 말하는 강자가 아닌 멀리 보고 포용하는 강자의 전통을 세워나갔다.
그는 통합과 아랍의 단결을 아랍 만과 다른 아랍국의 발전과 진보의 기초로 인식했
다. 이는 곧 전체 아랍국의 보편적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가 말한 통일과
연방이라는 개념은 공통점이 많지 않은 주변 토후국이 하나로 결합된 UAE 건국을
의미했다. 그는 1973년 아랍권의 합법적 열망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
했다. 그는 무슬림의 협력을 이슬람에서 중시하는 형제애라는 보편적 개념의 구현이
라고 생각했다. 공정하고 안정된 세계 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아랍 단
결의 명분을 찾는 진일보한 그의 부드러운 설득을 수긍하지 못할 지도자는 아랍과
이슬람 사회,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거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이 분야에서 그가 기
울인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적 실천을 몇 십년까지 시간을 거슬러 고찰한다.
쉐이크 자이드가 실행에 옮긴 정치적 실천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
결되어 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인 ‘통일’, ‘통합’, ‘더불어 하기’ 등은 그의
발언에서 끊임없이 등장한다. 때문에 통일은 이 책의 네 번째 주제이다. 여기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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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일은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사실 쉐이크 자이드
에게 있어 이 두 의미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통일은 정치적 효율뿐 아니라 도
덕적으로 바른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행동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
문이다. 통일에 대해 그가 갖고 있던 이 한 쌍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는 자
신의 모든 정치적 재능을 30년 이상 통일의 진전을 위해 쏟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는
우회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정치적 통찰력은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처음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차츰 UAE로
까지 확대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재차 구현될 수 있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
가 젊은 시절부터 지배층뿐 아니라 서민층까지 폭 넓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는 와중에, 그가 관심을 갖고 유지한 인
간관계의 범위 그리고 서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무수히 발견됐다.
아랍 만의 사회는 전통과 부족적 성격에 기초한 고유한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 아
랍 만 국가들의 인구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직접민주주
의도 가능할 정도의 적은 숫자에 머물고 있다. 쉐이크 자이드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가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협상,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교적 협상의 테크닉을
익혔던 과정과 그 이유가 발견된다. 또한 그의 일대기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
해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가 활용했던 원숙한 기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그의 지속적인 성공에 있어 가장 든든한 기초
였다. 물론 그는 국내의 동료 통치자들과 외국의 지도자들과 소통하는 분야에서도 재
능을 발휘했다. UAE 건국 과정의 협상에서 그가 보여준 효율성과 섬세함은 애초부터
통합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고 통합이 되더라도 곧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활약했던 이 중요한 시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이 책을 3
부 10장으로 구성했다. ‘전통’으로 제목을 붙인 1부에서는 바니야스 부족의 등장에서
출발해 이 사막 지역의 역사와 배경을 다룬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의 탄생과 1966년
그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 지위를 계승한 시점까지의 조명을 통해 아부다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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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국의 성장 과정을 기술한다. ‘변화’로 제목을 붙인 2부에서는 1960년대 석유 수출
에서부터 이후 경제, 사회적 현대화 과정이 심화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경
제적 역동성을 상세히 다룬다. ‘통일’로 제목을 붙인 3부에서는 쉐이크 자이드에 의
해 1970년대에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주변 토후국을 UAE로 묶어내는 정치
적 재편 과정을 다룬다.
이 책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앞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필요한 자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배제하지 않았다.
기록보관소의 일차자료, 그리고 개별 전공 리포트, 대중적인 서적에 실린 학술 논문
등 이차자료 뿐만 아니라 방대한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를 검토했다. 이런 분
야의 책에는 일차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수집된 자료들이 하나하나 소중했지만 모든
자료는 사실 여부를 검증했고, 각 주장과 입장은 다양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선별했다. 또한 우리는 기록보관소의 자료와 다큐멘터리 자료
수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자료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자료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그랬다. 이런 체계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현존하는
많은 이차 텍스트들이 일차자료 검토를 생략하고 서로를 복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출처가 다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
선하면서도 신뢰할만한 관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책을 위해 우리는 많은
자료를 참조했으며 기록보관소의 각종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이 책은 객관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이 책처럼 큰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엄밀한 역사편찬 기법이 적용
됐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쉐이크 자이드의 업적을 기록하는 일과 그의 지
도력 측면에서 UAE 발전을 그려보는 일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업이고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책무임을 알게 됐다.
이 책은 신격화된 인물의 언행 기록물이 아니다. 이 책은 쉐이크 자이드가 지혜나
판단력의 화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자신도 이런 잘못된 관념을 늘 경계했다.
이 책에서는 다만 그의 부정하기 힘든 명민함과 정치적 재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통치기에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난 선택을 요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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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이 경험했다. 비록 모든 이슈에 대해 그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곤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당시 그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한 것이었다. 거꾸로 그가 선
택한 첫 출발이 틀린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 경우 그는 필요한 재조정과 방향 전
환에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결정은 향후 구현될 결과라는 큰 그림을 미리
마련해 두고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었다. 다른 위대한 정치가와 마찬가
지로 그는 자신이 구상한 큰 그림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 국민과 공동체는 언제나
그의 첫 관심사였다. 그의 생애와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지만 이 책에는 자연스
럽게 특히 사회적 배경과 같은 그 자신만의 주요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기
술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 어떤 책이라도 일정한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후에도 추가정보는 유용한 것
이고, 이 책에 언급된 구체적 사건이나 사례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사막의 역사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담당했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총
괄적 분석을 담은 이 책의 내용이 먼 훗날에도 꾸준히 읽혀지길 기대한다.

서문 주석
1) 무함마드 모르시 압둘라(Muhammad Morsy Abdullah), 프로케 허드-베이(Frauke Heard-Bey) 그리고 로
즈마리 사이드 자흐란(Rosemarie Said Zahlan)이 수행한 의미있는 연구들은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예외
들이다. 문헌목록 참조. 하지만, 이 연구들은 쉐이크 자이드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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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전통

제1장

아랍 민족

1968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Dhahran)에 주재하던 미국 총영사 딘스모어
(Lee Dinsmore)는 아부다비의 젊고 새로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의 첫 만남 이후
확신에 차서 워싱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는 쉐이크 자이드의 예리
함, 생동감 있고 극적인 화법, 현저한 정치적 명민함에 깊이 매료됐던 것이다. “(중략)
객관적으로 볼 때, 쉐이크 자이드는 지혜와 재력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
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력자 가운데 한 명으
로 간주해야 한다.” 그는 쉐이크 자이드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다음 문장에서 젊
은 통치자가 사람을 매료시키는 재능이 워낙 출중해서 객관적 판단유지가 힘들었음
을 암시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며, 제스처가 풍부하고, 표정이 섬세하고, 구체적인 비유로 핵심
을 말할 줄 안다.” 계속해서 그는 쉐이크 자이드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러나 짧은 전
문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는 몇 가지로 압축해 이 젊은 통치자를 설명했다. 즉, 그는
이 보고문의 서두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무엇보다 사막 지역의 쉐이크 출신”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신뢰하는 한 지인이 다음과 같이 평가했음을 강조했다. “쉐이크 자이
드는 유능하고, 강하고, 정직한 사막 출신의 아랍인이다.”1
딘스모어와 미 국무부에 근무하는 그의 상관 사이에서 쉐이크 자이드처럼 거칠고
혹독한 아랍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부족민들과 함께 생활했던 쉐이크를 의미하는 ‘사
막 출신의 아랍인’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저절로 갖게 됨을 의미했고, 존경
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즉, 이 표현은 하나의 암호처럼 쓰이고 있었다. 이 책의 제 1장
에서는 ‘사막 출신의 아랍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딘스모어에게 그토록 강
한 인상을 준 쉐이크 자이드의 성격 형성에 있어 자연 환경과 부족 사회는 어떤 영향
을 끼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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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그리고 자연
딘스모어의 보고서가 작성되기 한 세기 전인 1863년, 한 영국 외교관은 아랍 만을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에 대해 한 전문 잡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이 기록을 남긴
펠리(Lewis Pelly) 대령이 비록 낭만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나 그는 이곳 아랍 만 사람들
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 아랍인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세
계 각 지역에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곳을 떠날 무렵에 당신은 그들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음
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나는 이 아랍 지역을 떠나면서 이들의 선과 악, 관습,
태도, 그리고 비록 현실의 다소 우연적인 힘에 기초한 것이지만 대단한 수준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이들의 정부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 또한 만약 베두인 부족
의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라비아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아랍인들이 누
리는 자연의 혜택이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2

다시 말해, 펠리 대령은 딘스모어보다 한 세기를 앞서 아랍 사막에서의 삶의 질,
그리고 “자연 환경과 주민들 마음의 연관성”에 대해 관찰한 다음 이런 결론에 도달했
던 것이다.3
한편, 펠리 대령은 이런 표현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독자들에게 사과했
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맡은 역할은 아랍 만의 무역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는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과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후 세대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던 요소 하나에 대
해서 처음으로 간파했다. 즉, 그는 ‘아랍’을 하나로 묶어 일반 명사처럼 부르는 태도
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는 아랍 세계의 보편적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고유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각 부족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랍인들이 위대한 능력을 지녔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 아랍
사회에 내재한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이처럼 ‘아랍’에 대한 획일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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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어 그 근저에 존재하는 역량과 잠재성으로 파악했던 것이 펠리와 딘스모어
의 공통점이다.
이들이 파악한 그 특징은 쉐이크 자이드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것들과 직접적 관
련성을 지닌다. 하지만 단지 문화와 환경 영향으로만 그를 특징짓는 방식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대체로 위인들의 삶에는 일반인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의 인격적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그가 처한 자연 환경,
그리고 펠리 대령에 의해 처음 제안된 정도의 사회적 배경 분석이 필요하다.
모든 아랍인들의 기원은 이 거친 사막에서 시작됐고, 자연 환경으로부터 아랍인들
이 받은 충격은 문화의 대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자연 환경은 이들에게 거칠고
자립적인 성격을 부여했고, 이에 힘입어 아랍인들은 아라비아 해안에서 대서양 동쪽
해안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 7세기 무렵에 많은 아랍인들은 아랍 지역의 사막에서 창
시된 종교인 이슬람교를 아랍어로 기록된 신의 말씀인 쿠란과 함께 받아들였다. 이로
부터 아랍 지역은 사람, 종교, 언어, 사회 등 각 요소가 상호 보완하는 조화로운 상태
가 유지됐다. 이 사막 지역 사람들은 동서로의 신속한 영토 확장뿐 아니라 다른 분야
의 성취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 사막의 유목민들은 바그다드, 카이로,
세빌랴, 코르도바와 같은 도시를 건설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또
한 한 세기가 지난 후 유목 아랍인 가운데 정착민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증가했지만
그 부족적 유대와 공통 유산이 약해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4
쉐이크 자이드가 출생하고 성장했던 문화적 기반은 바로 이런 부족 전통이었다.
만약 아랍인이 아닌 누군가가 동부 아랍 지역 특색의 이 부족 개념을 이해하려면 기
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서구인들의 경우 부족과 부족 제도를 근대적 국가의
시발점인 원시 상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아랍 만에 파견된 다수 영국 관료
들도 이런 선입견을 갖고 현지에 부임했다. 즉, 아랍 세계의 부족을 영국과는 이질적
인 과거 어떤 특정 단계에 고착된 방식으로 여겼다.5 그러나 이곳 아라비아에서 부족
제도는 긍적적인 힘이었고, 부족민에게 강인함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는 원천이었
다. 딘스모어가 언급했던 쉐이크 자이드의 ‘유능함’도 부족 제도 안에 내재하는 여러
가치들 덕분이었고, 그가 이 신생국을 기술과 혁신의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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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도 부족 제도에서 길러진 재능 덕분이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의 지도력에 의해, 이 부족 문화는 역사상 매우 드믄 속도였던
각종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하며 적응력 있고 탄력적인 것으로 변했다.
즉, 부족 문화가 현대화의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아랍 만 사람들이 불과 한 세
대 만에 전례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 사막 유목민의 삶을 둘러싼 자연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
면 극도로 척박한 자연 조건 속에서 생존을 모색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물과 식량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척박한 이 지역에서 자신과 가축의
생존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이로운 것이다.6 이는 목초지와 물의 위치 등
주변 자연에 대한 세밀한 지식을 통해 가능했다. 또한 외부인들은 이들의 검박한 생
활 방식을 필수 재화를 빼고는 모든 것이 생략된 ‘순수’ 형태의 사회로 여길 것이다.
자원 방면에서는 몹시 척박했지만,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켰다. 또한
아랍 베두인족은 이 주변 환경에 맞는 특별한 미덕을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저
명한 역사학자 이븐 칼둔이 언급했듯, “이들은 용기와 자신감에 의지해 홀로 사막 안
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용기는 이들의 특성이고, 배짱은 이들의 천성이다. 필요한 순
간이나 어떤 자극이 오면 이 특성과 천성은 반드시 발휘된다.”7
한편, 이런 거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두인족은 자유와 독립을 중시했다. 물
론 생존의 필요 때문에 이들은 상호 협력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나갔다. 즉, 득이 되는
경우라면 함께 집단을 형성했고, 특정 리더를 존경하는 경우라면 그의 리더십을 수용
했다.8 이들 내부 결합과 연대의 고리는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베
두인족이 다른 베두인족을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모
든 분야를 지탱하고 있는 명예라는 코드로 단결해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이 지역에
도착했다. 또한 이 베두인족 사회는 세 가지 서로 다르지만 상호 유기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었다. 첫째 요소는 이들 세계의 특질을 결정하게 된 자연 환경이다.
둘째 요소는 이들의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족, 그리고 부족 지도층이라는
정치 구조다. 셋째 요소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덕 체계였는데, 이는 일반적으
로 명예라는 코드로 구현되어 모든 베두인족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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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요소가 제1장의 주제다. 이 요소들 각각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랍’이
라는 제1장의 내용에 잘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쉐이크 자이드의 내면에 깊이 잠재하
는 성격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사막의 지리학
아라비아 반도의 면적은 거의 300만 ㎢에 육박한다. 먼 옛날로부터 사람들은 이곳
을 사막과 산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불렀다. 물론 이 표현도 넒은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이곳에는 일부 비옥한 지역도 존재한다.9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지형은 암벽
언덕들이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뻗어내리다가 현재 예멘 지역에서 해발 4,000미터
이상의 산들로 높이 치솟는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해의 해안을 따라 이 산맥은 점차
고원 지대로 변한 다음에 내륙 깊은 곳까지 연장된다.
이 고원 지대는 해안을 따라 연장되다가 오만의 자발 알-아크다르(Jabal al Akhdar)
지역에서 다시 치솟았다가 다시 무산담(Musandam) 반도의 암석이 많은 능선으로 이
어진다. 이 무산담 반도는 걸프해안의 출입구로서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수로라고 알려진 호르무즈(Hormuz) 해협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이곳의 언덕과 산
줄기 지형은 저마다 기능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즉, 다양한 지역에 걸쳐 경
제와 주민들에게 유익한 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아랍 만 해안은 해발 고도가 낮게
북쪽으로 이어지다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하구와 만난다.
한편, 아라비아해의 해안에서 시작해 지중해와 만나는 해변을 따라 형성된 좁은
육지까지 이어지는 사막을 아랍의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광할한 사막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조한 토양도 일부 존재한다. 북부 사막은 알-하마드(al

Hamad), 그리고 나푸드(Nafud)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 출발해 계속 남하하여 남서쪽
의 아시르(Asir) 산맥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 동부 사막은 알-다프라흐(al Dhafrah)
의 일부 사막 지역과 다하나(Dahna') 사막이 만나 걸프 해안까지 이어진다. 또한 다하
나 사막의 남부와 알-다프라흐로부터 시작되는 내륙에는 ‘모래 바다’ 루브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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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 al Khali) 사막이 펼쳐진다. 참고로, 알-다프라흐와 리와 오아시스까지가 바니야
스 부족의 영역이고, 쉐이크 자이드는 바니야스 부족 출신이었다.

19세기부터 외부인들이 이 지역의 풍경과 주민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1801년 12월에 이 바니야스 부족의 땅에 잠시 머물렀던 무스카트 주재 영국 공사 세
턴(David Seton)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베디(Bedih)의 남쪽에 알-다프라흐 지역이 위치하고, 바니야스 부족에 속하며
전체 인구는 약 1,000명 정도다. (…) 바니야스 부족 토후국은 자신들의 가축을 키
울 수 있는 여기저기 산재하는 오아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한편, 이들 바니야스 부족은 해변 지역에 현재의 아부다비인 부주베(Buzubbe
h), 현재의 자르쿠(Zarkuh)인 수르코(Surco), 이름 없는 섬, 이렇게 세 개의 섬
을 가지고 있다. 부주베 섬에는 단지 모래 지역에 불과하지만 신선한 물이 솟는 샘
이 있고, 이로 인해 내륙의 거주지가 더운 여름철에 바니야스 부족의 휴양지로 변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섬은 육지에서 멀지 않다. 자르쿠 섬은 자연 조건이 좋으며,
과거 유럽인이 구축했던 요새와 거주지가 많이 남아 있다.10

훗날 쉐이크 자이드의 통치 초기에 아부다비 지역에 머물렀던 켈리(J.B.Kelly)는 이
지역에 대한 개괄적 인상을 약간 더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랍의 이 지역은 (…) 대부분 우울한 느낌의 척박한 모래 언덕, 그리고 소금 땅,
자갈이 깔린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이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띠처럼 분포
한 섬들, 그리고 내륙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들의 분포는 북쪽으로는 카
타르(Qatar) 해변 근처에서 시작되고 남쪽으로는 아부다비의 북동 해상에서 끝난
다. 또한 사브카(sabkhah), 소금 땅도 가끔 보이지만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덮인
해안선은 카타르 남부의 동쪽으로부터 아부다비를 거친 후 북동으로 방향을 틀어
‘휴전 해안’ 토후국 가운데 북쪽 끝에 해당하는 라스 알-카이마(Ras al-Khaima)
너머까지 연장되다가 아랍 만 수로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까지 돌출한 무산담 반도
의 거대한 절벽에서 끝이 난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는 사막 지역
은 모래 언덕이 대부분이고, 루브 알-칼리에 접근할수록 모래 언덕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또한 이 사막 지역에는 상당히 큰 두 개의 오아시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리와이고, 다른 하나는 사막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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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알아인인 부라이미(Buraimi)다.11 보다 상세히 말하자면, 알아인은
하자산 서쪽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위치한다.12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띠는 이 사막에 스스로를
적응시켜 나갔고, 극한의 자연 조건에서 생존법을 터득해 나갔다. 이 아라비아 반도
로부터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대에 인류 공통의 시조로부터 출발했으나
아랍인의 선조들은 일정 시기에 이 척박한 아라비아 땅에 처음으로 이주했고, 서쪽으
로는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동부와 스페인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
지 퍼져나갔다. 이러한 이주와 적응의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랍 군대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상인들
이 아라비아 내부,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외부 세계와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13
아랍인 거주지가 오늘날에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유다. 이들의 적응력은
사막에서조차 생존이 가능했을 정도로 높았으므로, 낯선 외부 세계에 나가서도 비교
적 쉽게 적응했던 것이다.
외부인이 사막의 이런 혹독한 환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아랍 만에서 내륙으
로 길게 이어지는 염분 성분의 평지와 작은 언덕은 이곳 아랍 안에서도 한층 심한 불
모의 땅이다. 만약 여기보다 더 가혹한 지역을 원한다면 ‘모래사막’ 알-람라흐(al

Ramlah)의 거대한 모래 능선도 있다. 1948년 탐험가 테시거(Wilfred Thesiger)는 아부
다비 토후국을 서쪽에서부터 횡단하며 여행했고, 이 지역의 극단적 황량함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 팀은 반드시 이 소금 습지를 위쪽으로 우회하여 통과하기로 결심했다. 아
니면 낙타들이 수렁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최근 폭우가 한바
탕 내렸었다. 만약 낙타들의 무릎 위까지 잠기게 되면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
다. (…) 이 지역은 청결하지 않은 소금 덩어리로 덮여 있었고, 이 소금들은 우리
얼굴에 하얀 광선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이 광선은 실눈을 떠도 그 사이로 침투했
고, 뇌의 구석구석까지 자극했다. 낙타들은 이 딱딱하고 거친 지형을 건넌 다음에
다시 검은 진흙탕을 만나 힘겹게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팀 모두는 불
편해하고 두려워하며 다섯 시간 정도를 인내한 다음에야 이 고통스러운 지역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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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었다. (…) 아주 멀리 이동한 후에 우리는 동식물이라고는 찾아보기 어
렵고 물결처럼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는 하얀 모래 지역에 휴식을 위해 텐트를
쳤다. 주위 사방은 명아주과 관목조차 말라죽은 상태였고 딱딱해진 그루터기가 우
리의 맨발을 바늘처럼 찔러댔다.14

어떤 사막에서든 물은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 독특하게 알-다프라흐 지역에서는
물의 흐름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지점에서도 물을 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자
들은 물은 산에서 바다로 향해 흐른다고 주장한다.
많은 비가 내리면 강의 자갈이나 모래가 산에서 함께 흘러내리고 산 사이의 계
곡 바닥에 골고루 쌓이게 된다. 한편, 현재 아랍 토후국 북부 지역에서는 열흘에
한 번 꼴로 많은 비가 내리고 빗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자발
파이야흐(Jabal Faiyah) 지역의 남부에서는 빗물이 언제나 모래 언덕 속으로 흡
수된 다음 사라져 버린다.15

하지만 모래 언덕 속으로 흡수된 물은 사람들이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물
의 일부는 모래, 침니, 점토층의 평지로서 그 표면이 굳어진 소금으로 딱딱하고 얇게
덮여 있는 이른바 사브카스(sabkhahs)라는 지역 아래 고인다. 또한 나머지 물은 모래
언덕 지표 아래의 깊은 포켓형 틈 안에 고인다. 다소 특이한 아부다비 사막 지역의
지리적 구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물이 저장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법을 익힌 베두인족에 의해 사용될 수 있었다.16
과거 모든 사막 주민들은 영역 내의 어느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
신만의 두뇌 속 지도를 갖고 있었다.
저장된 물의 수준은 다양했다. 산에서 기원했고 깨끗하고 ‘단 맛’을 가진 물은 오
직 알-아인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었다. 아부다비의 물은 항상 칙칙한 빛을 띠고 있
었다. 또한 바니야스 부족의 원래 고향인 리와 오아시스 지대에는 약 30개의 작은 오
아시스가 있었는데 각 오아시스에는 물이 존재했다. 하지만 알-아인 지역과 달리 리
와 지역에서는 물은 일년에 한 번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17 이 오아시스 지역의 토양은 비옥했고, 대추나무 과수

34

제1부 전통

원도 가능했다. 바니야스 부족과 다른 동맹 부족들이 각각 일부 소유하던 이 과수원
의 대추나무는 사막 언덕 아래에 위치한 오두막 바라스티(barasti)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재배하고 있었다.18 한편, 해변 지역에서 일부 바니야스 부족은 어부로 살면서 자
신의 가축들은 다른 동맹 부족에게 돌보도록 맡겼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 체계의 상
호의존적 성격은 이들이 가진 유연성의 일종이었다. 이런 특징은 아부다비 주민 사이
에 더욱 강했고 사람들은 이들을 ‘다재다능한 부족민’19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부족 제도를 종종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지 않다.20 아랍 사막 지역처럼 거친 자연 환경에서의 삶은 독특
한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바로 필요에 따른 적응력이다. 그러나 이들의 적응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력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문화, 철학, 부족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직관이 필요하다. 또한 ‘아랍에 단
일한 부족적 특징은 없다’라는 펠리 대령의 기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랍 사막
지역의 각 부족은 각자 직면한 자연 환경에 맞춤형으로 적응했다. 과거 아랍 부족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 가능했다. 첫째는 가축을 키우고 오아시스 지역에서 경작하는
방식으로 사막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부족이다. 둘째는 고기를 잡거나 진주를 캐거나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부족이다. 그런데 유일하
게 바니야스 부족은 이 두 종류 모두에 속했다. 바니야스 부족 가운데 일부 사막 유
목민은 일 년 가운데 특정 계절에 해안으로 이동해 어로와 진주 채취에 종사했다.
고기 잡는 시즌이 종료되면 이들은 자신들의 사막 생활로 복귀했다. 이를 이들은
자연이 부여한 기회로 여겼고, 가능한 한 충분히 그리고 분석적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방면에 재능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계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곧 기회인 대대로 물려받은 생존 환경이 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재능을 선사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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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가치
아랍인들은 한때 자신들을 단결시켰던 보편적 전통, 문화, 도덕관념을 공유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공통 문화의 구체적 실상이 점차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성을 띠게
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변화한 경제 조건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부족의 이주
와 새로운 직업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자연 자원이 풍족한 경우에 일부 부족
은 환경이 주는 기회에 적절히 반응했다. 예를 들어, 아랍 만에 거주하는 부족의 경
우, 바다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 어로와 진주 채취를 생업에 추가했다. 또한 히자즈

(Hijaz) 부족의 경우, 차츰 성지 순례와 관련한 생업에 종사했고, 사실 이는 아랍 전체
에서 가장 유력한 생계 수단이다. 회고하건대 사막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의 적응력은
가장 잘 드러나고 효과적인 이들의 능력 가운데 하나다.
사막 아랍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역사의식이다.21 현재까지도 어떤 부족 안
에서는 부족의 역사가 구술되고 있는데,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복기되고 있
다.22 즉, 지난 과거가 현재에도 검색되고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아랍인은 자기
부족의 유산에 대해 깊은 뿌리의식을 갖고 있다.23 초기 아랍 사회의 모든 아랍인이
사막에 살거나 사막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메카나 메디나와 같은 훌륭한 도시
문화도 긴 역사를 갖고 있으나, 많은 아랍인에게 있어 바다는 생계의 우선적 터전이
었다. 이는 어로, 진주 채취,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부족이 초기에 참고했던 모델이기
도 했다. 특히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 부족은 훗날 쉐이크 자이드가 그의
재능과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했다.
이처럼 아랍 만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변화를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20
세기에 들어와 그 속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런 변화는 이집트, 오스만 제국, 영국을 필두로 하는 유럽 각국 등 외세가 아랍
세계에 적극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각 부족은 어떤 새로운 모색에 착수했는데, 이는 20세기에 들어 최
종적으로 국가 형태로 완성됐다. 물론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구조가 각 개인의 운명
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 설명한 요인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UAE라는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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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사회적․개인적 영향을 미쳤다.24 이처럼 그에게는 부족이 두
가지로 기능했던 것이다. 즉, 부족이라는 틀은 그에게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개인
적 자질을 가르쳤고, 사회 안에서 폭 넓은 협력의 기초를 제공했는데, 이는 곧 부족간
연대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삶의 방식, 특히 남부 아랍 만에 위치한 아부다비 주민들의 삶
의 방식은 부족 사회라는 단일한 구조나 법칙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25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각 부족의 복잡한 구조에 생활방식이나 거주방식의 다양성이 추가됐
다. 일부는 여전히 정착민으로 생활했고, 일부는 유목민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여러
부족들이 동맹관계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단결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아부다비와 주변 섬들로 구성된 해변 지역, 그리고 알아인26과 리와의 오
아시스로 구성된 내륙 사막 지역은 함께 단일한 경제 단위를 형성했고, 전체 사
회는 각 지역의 생활력에 의존하고 있고,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상호의존적 관
계다.27

이 묘사를 보충하는 다른 자료도 있다. 이 자료는 바니야스 부족의 사회 형태와 자
연 환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각 지역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현지에서 생활을 영위한 부족의 일원
이다. 이들은 수백년에 걸쳐 혹독한 자연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면서 발전한 사회
안에서 거주한다. 수 세대에 걸쳐 이들은 생계를 자신의 가축과 알-아인과 리와
오아시스 지역의 대추야자에 의존하며 유목민과 특정 시기에만 한 곳에 머무는 전
통적 방식으로 살아왔다.

부족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대추야자 과수원 인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수확기에 대추야자 과수원에서 생활하고 겨울이 되면 사막으로 복귀
했다. 이처럼 유목 부족과 정착 부족간에 명확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부족의 이동은 충동에 근거한 방랑과는 다르다. 이들은 훌륭하게 코스를 개발
해 다른 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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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 세계의 생활 방식과 굳이 우열을 따지기도 어렵다. 이는 그저 현대적 기술
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삶일 뿐이었고, 직면한 자연 환경에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방식이었다.28

배척하기보다는 흡수하기, 가족 집단에 추가하기, 동맹 형성하기, 크고 강력한 집
단 이루기 등과 같은 이 부족의 타고난 기질은 다른 아랍 사막 주민들의 기질과 행동
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모호하지 않고 실질적이다. 집단의 규모가
크면 작은 집단에 비해 강력해진다. 또한 사막처럼 거친 자연 환경에서 자신의 실질
적이거나 잠재적인 적대 세력을 가능하면 적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따라
서 이들은 핏줄에 의한 부족적 결합을 바탕으로, 작은 파벌과 소규모 단위들의 하나
의 집단을 건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은 동맹이나 우호세력의 이름으로 보다 더
큰 집단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은 이런 자연적 결합의 탁월한 사
례 가운데 하나였다.29
한편, 아랍 부족의 공통적 기질로 차별화를 꼽을 수 있다. 선조와 유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족간 단결이 요구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면한 자연, 정치 환
경이 상이했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적응 방식에 있어 그 차이가 존재했다.30 또한 일
부 부족은 수 세기에 걸쳐 많은 분파와31 소규모 단위로32 분열했기 때문에 그 적응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만약 20세대 전에 공통 선조로부터 갈린 두 개인이 존재한
다면 둘 모두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은 한, 과거가 이들의 현재 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인 친척 개념과 유대감은 형제애나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
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33
이처럼 지리적 결합 내부에 선조와 친척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 두 개
념 모두 인류학자의 전문 용어지만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선조라는 개념은 일종의 선별된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수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 조상에 대한 직접적 기억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적 기억을 초월한 이
선조라는 개념은 일종의 신화이고, 재구성된 기억, 후세 가치관의 투영, 신중하게 선
별된 소망의 기호로서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선조는 자주 영웅적 인물로 그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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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34 어떤 의미에서 조상은 개인적 찬양이자 선별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친족은 선별된 이미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보다 직접적 끈으로 연결된다.
친족이란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부족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여기에 특별한 공통 선조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35 이런 의미에서 친족관계는 가족 유대라는 개념 안에 깊게
뿌리내린 강한 개념이다. 조금 더 분석해보면, 아랍 세계의 가족이 외부와 구별하여
내부 구성원을 묶을 수 있었던 힘은 명예라는 사막의 관습과 깊게 관련이 있음을 알
게 된다. 참고로, 아랍에서 말하는 명예는 환대,36 관용, 손님의 존귀함, 기사도 정
신,37 용기38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랍 부족 사회에서 명예의 역할
명예라는 개념과 범주는 앞에서 말한 의미들을 구현한 것이고, 아랍 사회의 배경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족 사회 안에서 어떤 개인이 만약
명예를 잃게 되면 사회적 사망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도 이런 의식은 아랍인들이 가족
이나 친척이 아닌 외부 세계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약 100년 전부터 아랍 부족은 “손님 환대를 단지 신성한 법령에 따른 의
무로 여기지 않고, 선량한 마음의 본능적 표현으로 여긴다”39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일단 손님이 초대되고 환대나 존중을 받게 되면, 그는 초대한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세상에서 아랍만큼 “보호 서약”을 중시하는 사회는 없다고 주장한 전문가
도 있다.40
이 주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낳는다. 이 명예라는 코드
는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명예로운 행위는 동맹 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어느 시점에 통치자는 일반적 평화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명예라는 개념은 아랍 사
회의 핵심 코드였지만 구체적 현실 적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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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는 아마도 거의 모든 아랍 사회에서 중시되는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
적이고 신뢰할 만한 개념 규정은 놀랍게도 매우 적다. (…) 명예와 관련하여 아랍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동일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즉, 명예라는 의미를 가진 이
르드(ird)와 샤라프(sharaf), 불명예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ar), 수치와 부끄러움
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브(ayb) 등의 어휘들이 광범위한 아랍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어휘 각각의 구체적 의미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41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샤라프인데, 이는 집단이나 단체의 명예라는
의미로 자주 쓰였다. 이 아랍 지역에서 자연 환경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간 관계도 명예라는 개념에 입각한 상호 의존
이나 상호 적대라는 일련의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이
명예라는 개념은 개인적 의미와 집단적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다. 특히 집단적 성격
의 명예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각 개인, 가족, 부족의 작은 단위가 모
여 전체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2 이 아랍 사회의 틀 안에서 개인은 필연적으
로 보다 큰 단체의 일부에 속해 있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사람들은 특정 범위 안
에서 장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장소를 아예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43
이런 틀 안에서라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이외에, 상호 연결된 관계
망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한편, 정지된
것은 결코 아니면서도 이 관계망은 명민하고 적응력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소중히
보호했고, 다툼보다는 토론과 논쟁에 기초했다. 부족민 사이의 토론은 때론 직설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부족 세계의 명예 코드 안에서 적법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벗어나
는 일은 결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습격의 문화 안에서 전투가 종료된
이후 전리품으로 다른 부족의 낙타를 빼앗는 것은 불명예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였고 불명예로 여겼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희생자 모
르게 뒤에서 부정하게 해를 끼쳤다고 비난받으면 그 가해자의 명예는 실추됐다. 또한
비록 이 명예라는 것이 전투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만약 누군가 이미 참여한
전투의 와중에 이탈해 버리면 그것은 분명히 불명예에 해당했다.44 또한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이는 곧 상대방의 이름에 먹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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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즐리스(majlis)라는 정당한 토의장 안에서라면 토
론은 얼마든지 자유였다. 이처럼 바니야스 부족은 사회, 정치적 행위에 있어 논쟁과
설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 만약 누군가 아랍 부족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민족지학(民族志學)적 기록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이 부족 사회에서 권력의 기초는 힘
의 행사가 아닌 바로 설득이었다.45

따라서 당연히 가장 힘을 가진 인물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인물이 아닌, 부
족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다. 물론
무장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설득하는 방법을 익혀야 이 부족 사회에
서 명예로운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이 부족 사회 내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의 행사보다 설득이 더 중요했다.”46
이 명예의 복잡한 코드와 범주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이 부족간 관계에 있어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쉐이크 자이드의 가장 소중한 재능 가운
데 하나였다. 아랍의 각 부족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했으나, 명예인가 불명
예인가라는 의식은 전체 아랍 정체성의 공통 분모였다. 때로는 이 명예라는 문제 때
문에 부족간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명예라는 동일한 코드에서 오히려 부족간 단결
에 활용할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서도 쉐이크 자이드의 정치적 천재성은 잘 드러났다.
이런 재능의 일정 부분은 그가 자신의 조부이자 동명이인이었던 ‘위대한 통치자 자이
드’가 과거의 적과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를 통해 간접학
습한 결과였다. 현실 정치에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와 쉐이크 자이드는 공통적으
로 가계의 핵심 전통을 만들어 나갔고, 과거의 적과 마주 앉아 상대의 주장을 경청
하고, 힘의 행사가 아닌 설득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베두인족다
운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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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야스 부족
모든 아랍 부족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지혜를 짜내야 했다. 어느
날 현재의 아부다비 지역에 하나의 독특한 부족 시스템이 출현했는데, 이는 부족의
타고난 적응력과 생존 능력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까지 적용한 것이었다. 바니
야스 부족의 이 시스템은 다양한 아랍 부족 형태 가운데 유일했고 의미있는 것이었
다.47 사실 이 부족 동맹의 장기적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특별한 재능과 관련이 깊고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48 바니야스 부족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일부 전문 용어조차 가끔 혼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조는 ‘동맹(alliance)’,

‘연방(confederation)’, ‘부족(tribe)’ 등으로 칭해지는데, 이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본질
적 특징은 바로 변화에 대한 적응이었다.49 바니야스 부족 집단의 핵심은 200년 이상
발전하고 유지된 상호 이익을 매개로 결합되었는데, 이 이익은 집단의 구심점을 만들
어내지 못한 동맹 세력과 주변 지지 세력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이런 동
맹으로 탄생한 거대한 부족 집단 역시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여러 세대에 걸쳐 오
래 지속됐다.
바니야스 부족이 단일한 선조의 후손인가, 아니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맹
세력과 혈연과 무관한 동맹 세력이 함께 모여 구성된 것인가, 이 문제는 학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핵심은 이들 바니야스 부족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일대에서 가장 강
력한 부족 집단이었고 알 부 팔라흐(Al Bu Falah) 분파의 알 나흐얀 가계에 의해 계속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성공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방’된 부족 구조였다.
만약 어떤 부족 시스템이 엄격하고 단일한 선조의 후손으로만 구성되고 부계 혈통만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다른 부족은 이를 닫힌 집단으로 여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능성에 개방적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바니야스 부족의 구조는 견고하면서도 변
화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것이었다.50 새롭게 참여한 동맹 세력과 지지 세력은 상호
이익, 결혼을 통한 혈연 등의 끈으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결합의
핵심은 상호 이익과 상호 의존이었다. 또한 바니야스 부족의 정치에 있어 지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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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나흐얀 가계에서 배출된다는 광범위한 약속체계가 존재했다. 이 약속체계는 이 시
스템이 정착됐던 18세기부터 내부에서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어야만 인가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과거 바니야스 부족의 지도자였던 알 팔라흐(Al Falah)는 17세기 후
반 자신의 아들 나흐얀(Nahyan)에게 자리를 계승하게 했다. 나흐얀의 세 남동생 사둔

(Sa'dun), 무함마드(Muhammad), 술탄(Sultan)은 그의 통치를 보좌했다.
이후 이들과 그 자손은 팔라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지닌 알 부 팔라흐(Al Bu

Falah)가 됐다. 또한 이때부터 나흐얀의 후손은 전통적으로 바니야스 부족의 쉐이크를
배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51 그러나 알 나흐얀 가계는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어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신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후손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가 탁월한 가계도 아니었다. 다만 부족민들은 알 나흐얀 가계를 유능하고
명예로운 사람들로 여겼다.
아부다비 부족 연맹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 백과사전적 연구결과는

1955년에 나왔다. 참고로, 이 연구는 대규모 연구팀의 증보를 거쳐 1997년에 최종 완
성됐다.52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은 바니야스 부족이고, 이들의 핵심
동맹 세력은 마나시르(Manasir), 아와미르(Awamir), 다와히르(Dhawahir) 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53 이들 부족은 분파와 작은 분파로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는 다른
아랍 지역의 부족 구조와는 다른 것이었다.54 광활한 아랍 사막의 북쪽과 남쪽에 위
치한 부족들은 각자 배타적인 다르(dar), 또는 자신들만의 본토가 있었다. 또한 이곳
에는 부족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우물은 특정 부족민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아부다
비 지역은 이와 달랐다. 즉, 아부다비 지역에서는 동맹 부족 모두가 인근 자원을 공유
했고, 각자는 자신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함께 보호했다. 이 때문에 바니야스 부족
일부가 오아시스 지역인 리와, 또는 알-아인에서 출발해 해변으로 이동하면서 어로에
종사하는 동안 자신들의 가축과 대추야자 과수원을 동맹 부족이나 우호적 관계를 유
지하는 부족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했다.
이 바니야스 시스템은 거주 지역의 자연 환경과 정치적 조건과 관련된 특별한 요
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아부다비 지역 바니야스 부족 연맹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
운데 하나는 해변과 바다, 그리고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모래 바다’로 칭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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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과 경계 지점에 있는 내륙 지역에 모두 거주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
부는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의 삶 대신 사막 안의 오아시스 지역에 정착했다. 해변에
서는 어로와 진주 채취에 종사했다. 석유의 발견으로 이 지역이 변화하기 전에 이 지
역을 방문했던 외부 세계 인물인 헨더슨(Edward Henderson)은 바니야스 부족이 “아랍
의 한 부족인데, 일부는 정착민이고, 일부는 어부이고, 일부는 베두인족 유목민이
다.”55라고 기록했다.
생존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바니야스 부족의 일부 구성원은 18세기 후반부터 리와

(Liwa)의 사막 유목 생활에서 해양 자원으로 관심을 넓혔다. 이후 이러한 겸업적 생
활 방식은 지속됐고, 유목민과 정착민을 함께 포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바니야스 부족과 마나시르(Manasir) 부족 가운데 일부는 해변에서의 진주 채취
나 어로, 그리고 리와 지역의 대추야자 재배와 같은 정착민의 생활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이 두 부족 가운데 일부 베두인과 반(半)베두인족은 한 해의 일부를 대추야자
재배, 또는 해변에서의 생산 활동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막에서 낙타를 방목
하는 데 할애했다. 바니야스의 동맹 세력인 나임 부족의 일부는 알-아인 지역의 오
아시스에 정착했고, 알 부 샤미스 분파를 필두로 하는 일부는 반(半)정착민 생활을
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정착지는 없었지만 베두인족처럼 아주 먼 지역까지 이동하
는 삶을 영위하지는 않고, 사막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한편,
다와히르 부족도 주로 알-아인 오아시스 지역에 정착했지만 가끔 주변 사막에서 가
축을 방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바니야스 부족 연맹은 정착민 생활과 유목민 생활
을 지속적으로 함께 병행했다.
이 바니야스 부족 연맹체에서 성공적 리더는 참여한 모든 그룹에게 직관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 했다. 부족 연맹체의 리더인 쉐이크라면 각 부족이나 작은 그룹들
간에 세밀한 균형을 잘 조율해야만 했다. 이 바니야스 부족 연맹체는 아마도 전체 아
랍 부족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니야스 부족과 동맹 부
족의 상이한 분파 안에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었고, 이들 각각은 부족 연맹체 리더에
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복잡한 부족 연맹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한 능력이 필요했지만, 장기간 이런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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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더욱 비상한 능력이 필요했다.
외부 세계 사람들은 부족 생활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느끼겠지만 부족 사회 내부에
서 각 부족민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숙지하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
이나 여권 등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참고로, 부족민들은 자신의 먼 조상에 관해서도
계보학 지식을 바로 암송할 수 있었다. 바니야스 부족 연맹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
체성, 충성심, 동맹 세력, 상호 의존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주변 입
자에 의해 둘러싸인 원자핵이나 핵심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다. 핵심 부위에는
바니야스 부족으로 구성된 가계가 존재하고, 주변 위치에는 바니야스 부족의 동맹 부
족이나 가계가 둘러싸고 있었다. 가끔 이 핵심과 주변의 동맹 관계는 너무 견고하고
장기간 유지되어 대부분의 실리적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결합이 강한 시기, 또는 결합이 장기간 유지된 상태에서는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의견은 서로 일치했던 것이다. 외부 세계의 관찰자가 누구까지가 핵심 그룹이
고 누구로부터 주변 그룹으로 분류되는지 즉각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부족
시스템 안의 구성원은 누구나 이 분류 지점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바니야스 부족 결합의 강점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동맹 시스템이며, 구성원들이
관습적으로 이 동맹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이 부족 결합은 고대
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지된 시스템이었다. 이 부족 결합은 부계 친척들로만 구성되
거나 혈연적 끈을 바탕으로 한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다.56 즉, 그 출발부터가 유연한
것이었고, 유목민, 정착민,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부족, 가축으로 생계를 꾸려가
는 부족, 경작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부족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부족 그룹을 계속 흡
수했다. 바니야스 부족 연맹의 전통에는 대결보다 합의를 모색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이 아랍 지역에서 무력 행사는 사회 생활의 모든 것을 규정하
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다수 아랍 부족 그룹에게 있어 이는 관행과 전통이었다. 따
라서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합의 중시 전통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이 쉐이크 자이드에게 물려준 사회 모델은 이처럼 딱딱한 것이 아닌 적응
력 있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통치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바
니야스 부족 동맹의 전통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결합, 그리고 대결이 아닌 조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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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아부다비 부족 동맹의 융통성이 아랍 세계의 공통적 특성인 적응력
과 과연 다른 것일까? 사막 지역 주민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역사학자 이븐 칼둔

(Ibn Khaldun)이 명저 역사서설(Muqaddimah)을 저술한 이래로 아랍 사회에 잘 알려졌
다. 그는 이후 인류학자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했는데, 바로 자원이
결핍된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묘안을 찾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57 아부다
비 지역에서 나중에 바니야스 부족 동맹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룹은 이 능력에 있어
예사롭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 정치 구조의 기초를 융통성 있고 협력적인
것에 두었다. 만(Clarence Mann)은 자신의 아부다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
겼다.
바니야스 부족의 구성, 생업, 정치적 결합의 다양함은 이들의 초창기 쉐이크였
던 아부다비 통치자가 현재 주장할 수 있게 된 광대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했다.58

구식 사막 전통과 차별화된 아부다비 부족들의 이 융통성은 석유가 발견된 이후
전개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충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강점을 가질 수 있
게 만들었다. 본래 아라비아의 부족 구조가 동맹이나 연대를 장려하지만 바니야스 부
족은 단결할 필요가 더 절실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힘은 동맹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바니야스 부족
의 원래 역량에 유명한 사막의 전사 마나시르 부족과 같은 동맹 세력의 역량이 추가
됐다. 당시에 마니시르 부족과의 동맹은 느슨한 것이었으나 오랜 관습과 전통에 의해
신성한 동맹으로 여겨졌다. 한편,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성공적 리더들은 이 시스템
의 사회적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강화시켰다.
기존 동맹 부족의 이탈을 막고 신규 동맹 세력을 추가하는 능력을 통해 이 시스템
은 기반이 견고함을 잘 입증했다. 모든 아랍 부족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분열적이었
다. 즉, 자원의 결핍이 심해질수록 보다 작은 그룹이나 단위로 쪼개졌다. 전통적인 인
류학의 분열 모델에 따르면 어떤 그룹들이 혈연에 바탕해 결합한 경우, 비교적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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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이 지속된다. 그러나 바니야스 부족 동맹 시스템은 혈연보다 상호 이익에 기
초한 것이었고, 상이한 그룹들은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
도 있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지역의 알 마크툼(Al Maktum) 부족이 속한 알 부 팔라
사흐(Al Bu Falasah) 부족은 1833년에 바니야스 동맹에서 이탈하여 두바이에 정착했
다. 또한 알 쿠바이사트(Al Qubaisat) 부족은 이탈과 복귀를 한 차례 이상 반복했다.
그들은 쉐이크 칼리파 빈 샤크부트의 통치기에 속했던 1837년까지,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통치기에 속했던 1878년까지, 또한 쉐이크 샤크부트 빈 술탄의 통
치기에 속했던 1966년까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쿠르 알-우다이드(Khur al 'Udaid)
지역에 자신들의 독립된 세력 기지를 건설하려 이탈했다. 하지만 이 몇 번의 시도 후
에 알 쿠바이사트 부족은 바니야스 부족 동맹과 화해했고 다시 복귀했다. 이런 선택
이 자신들에게 유리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59
어린 시절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바니야스 부족의 역사에 심취했다. 음모와 선동,
위대한 동맹체의 건립, 부족 역량의 확대 등 성공적이거나 또는 덜 성공적이었던 과
거 통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그는 정치적 교훈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었다. 그
는 바니야스 부족의 역사를 통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배웠다. 첫째 원칙은 성공적
통치자는 자신의 부족 전체, 그리고 동맹 세력에 대해 충성과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원칙은 성공적 통치를 위해서는 용기, 확신, 격려, 다양한 이해 그룹의 단결
등과 관련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바니야스 부족의 역사는 길었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오직 자신의 조부 한 사람에게만 구성원 단결과 관련한 효과적 선례를 발
견했다.

단결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아랍 전체 부족과 마찬가지로 바니야스 부족 안에서도 쉐이크의 역할은 매우 중
요했다. 부족민은 성공과 생존을 쉐이크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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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야스 부족 사회에서 쉐이크의 사회적․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처럼 성공한 쉐이크는 단지 전쟁터의 용맹스러운 전사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단지 전쟁터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리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넓은 의미를 가진다. 오랜 기간 부족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체적 힘보다는 왕성한 정신력이 필요했다. 리더라
면 통찰력, 예측력, 지혜를 갖춰야 했다. 바니야스 부족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구전되고 있다.
다수로부터 높은 존경(saheb al-margala)을 받는 우두머리란 (…) 강한 심장
을 갖고 있고(kalbeh kawi), 큰 위험을 다룰 줄 알고(ma'eh fetel), 넓은 시야를
갖고 있고(ma'eh ‘erf),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softeh ba'ide), 결코 서두르지
않는(leh sabr) 그런 인물이다. 그저 싸움에 능한 사람은 전쟁 시기에 우두머리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60

이 정도를 갖춘 지도자라면 이상적인 인물이지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바
니야스 부족 사회는 이처럼 지도자의 이런 높은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런 지도자가 출현한 시기에 바니야스 부족 동맹 시스템 안에서 소동
과 분쟁은 사라졌고, 구성원들은 서로 단결했다. ‘휴전 해안’ 토후국의 경우, 여러 세
력이 연합하고 구성원 각 그룹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내면적 능력
이 아주 중요했고, 이런 사례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와 동명이인이었던 이 책의 주인공 쉐이크 자이드가 있었다.
아랍 부족 세계에서 이 ‘성공적 쉐이크’라는 개념은 상식 가운데 하나로 뿌리내렸
다. 아랍의 모든 부족민은 명예라는 개념을 깊게 받아들였기에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
한 앞의 문구는 더욱 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명예에 대한 추구와 명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아랍 부족간 다툼의 배
경이었다. 심지어 사회학자 파레스(Bichr Fares)는 아랍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명
예에 포함되는 각종 요소임을 주장하기도 했다.61 성공적인 쉐이크의 경우라면, 부족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방식의 존경과 충성을 통해서만 권위를 획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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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부족 구성원들과 가족을 지원하고, 영역을 지켜내며,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그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힘에
의해서가 아닌 상호 이해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랍 만의 모든 리더들은 반드시 이 틀
안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러나 각 아랍 부족에게 있어 사회, 정치적 상황도 중요했지만 지리적 조건도 매
우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 부족 관계에서 명예라는 개념이 가장 핵심이었는
데, 영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자주 이웃과의 전쟁이나 평화에 직접
관련될 정도로 부족 영토의 실질적 경계선은 매우 중요했다. 사막처럼 거친 세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명예’와 ‘영역’은 존재의 범위와 동일했다.
쉐이크나 부족 리더의 역할은 중요했다. 비록 마즐리스 모임에서 리더와 논쟁을
펼친 완강하고 이기적인 부족민들에 대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지만 쉐이크는 대
체로 합의에 기초해 이들을 통치했다.62 이처럼 이 관계는 복잡하고 본질적으로 상호
적인 성격이었다. 궁극적으로 쉐이크는 부족민에게 충성하고, 부족민은 그에게 충성
하는 그런 관계였다. 쉐이크는 어떤 일 때문에 비록 개인적으로 손해에 직면하더라도
늘 관대하고 부족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리라 기대되고 있었다. 대신 부족민들은 전
쟁 소집에 응하거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바치는 등 충성심으로써 그에게 보답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쉐이크측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책무를 이행해야만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조건적 충성이었다. 또한 쉐이크가 세습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니야스 부
족의 경우처럼 어떤 부족의 특정 가계나 혈통 안에서 쉐이크가 배출되는 것으로 가
끔 여겨지기도 했다. 바니야스 부족에서는 알 나흐얀 가계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
때 만약 어떤 쉐이크가 구성원의 지지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면, 부족민은 그의 가
계 사람 가운데에서 다른 인물을 신임 쉐이크로 선출했다. 따라서 리더 선출 과정에
서 최종 선택된 쉐이크와 그의 가계에 속한 인물들 모두가 부족민의 충성심이 승계
에 있어 필수적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거나 무능한
리더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수립된 바니야스 부족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모
두가 숙지하고 있었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이라는 정치 체제는 강압적으로 얻어진 권력이 아닌 명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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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복합적 네트워크 관계 위에 수립된 것이었다. 만약 구성원이
그의 리더십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쉐이크라도 강제적 힘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은 언제라도 그를 떠나 스스로 독립하거나 다른 세력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쉐이크가 공정하고 관대하게 통치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부족민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쉐이크를 버릴 수 없었다. 참고로, 그런 일
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도덕관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막의
자연이 낳은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설득과 강압보다 본능과 신뢰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있었다. 물론 아랍의 사막 지역에서 논쟁이 적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
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하지만 논쟁은 캠프, 마즐리스 모임, 시 낭송대회, 이런 장소
에서 가능했다. 사막에서의 이동, 습격, 전쟁상황, 이런 경우라면 언쟁은 잠시 중단됐
다. 적어도 본질적으로 모든 내부 관계는 이처럼 상호 신뢰에 기초했고, 부족민 사이
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권위를 가능하게 했던 힘 역시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
합이었다.63
자세히 관찰해보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처럼 명예롭고 존경받는 인물들은 공
식적 결정을 그다지 자주 내리지 않았다. 대체로 이들의 결정은 적법한 것보다는 현
명한 그 무엇에 가까웠다. 이들의 화술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듣는
이에게는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어떤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예롭고 일반적으
로 존경받는 인물은 자주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니야스 부족의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이 출현하지 않은 상태로 수 세대가 흐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런 현실적 한계
에도 불구하고 바니야스 부족 연맹에 대해 구성원 모두는 정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모델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참고로, 정치 관
계와 인간 관계 사이에 어떤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쉐이크 자이드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강점 가운데 하나는 엄격함이었다. 이
는 거친 자연 환경, 사막의 고통스럽고 빈곤한 삶, 그리고 명예라는 복잡한 구조에 기
초한 문화가 그에게 부여한 특징이었다. 한편 그는 선조로부터 다재다능한 부족의 전
통과 상황에 따라 이동과 변화가 가능한, 소위 적응의 문화도 물려받았다. 이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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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향후 그의 삶이 펼쳐질 배경이 됐다. 물론 이런 타고난 배경들에 의해 그의 삶
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의 뜻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에게 있어 자신의 부족적 혈통과 자연 환경의 영향은
매우 강력했고, 이로부터 수집된 지식의 활용법을 익힌 그는 아랍 세계에서 모두가
신봉하는 명예로운 지위로까지 올랐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가 성공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첫째 요인은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와 자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회적 원인도 함께 작용했
다. 즉, 그는 모든 방면에서 전통적으로 이 바니야스 부족 연맹이 위대한 리더들에게
기대해왔던 수준을 만족시켰다. 지혜, 인내, 타인에 대한 존중, 집무와 관련한 선공후
사 등과 같은 그의 미덕은 부족의 전통에 따라 존경을 받았다. 부족민들은 그의 용기
를 찬미했고 그의 지혜와 선견지명에 고마워했다. 즉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인
쉐이크 자이드를 존경했고 그에게 충성했다.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에 기초
한 이런 기본적 관계는 아랍 부족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충성은 부족 세계의 명예 개념 전체가 기초하고 있는 근본 원리였다. 쉐이크 자이
드에게 있어 이 충성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부족과 동맹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
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타 부족에까지 확장됐다. 즉, 그들은 쉐이크 자이
드가 신용이 있는 인물이며 그 자신이 통치하는 부족을 잘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따라서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명예롭게 행동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그 자신이 통치하는 부족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존경했으며, 통치하고 있는 부족민을 위해 그 자신의
자원과 힘을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여겼다. 이는 바로 그들이 바라는 이상
적인 통치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쉐이크 자이드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과거의 잔재나 시대착오적 관습으로
부터의 탈피였다. 그는 전통을 고수해야 할 시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언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직관을 갖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
며 통찰력 있는 판단을 내렸다. 아랍 부족 제도는 분명 그의 의식 세계를 형성한 원
천이었지만, 그는 이 한계를 성공적으로 초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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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10월 하순, 무산담(Musandam) 곶에서는 누구나 호르무즈(Hormuz) 해협을
거쳐 북쪽 아라비안 걸프 방향으로 항해하는 대형 전함들과 해군 수송선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해 10월 23일까지 역대로 유럽 국가에 의해 전개된 것 가운데는
가장 많은 군사력이 아랍 만 입구에 위치한 한 해변에 집결했다.1 그러나 이것이 유럽
인들의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개입은 아니었다. 약 한 세기 전이었던 1819년

11월 이들의 대규모 군대가 아랍 만에 도착했고, 이 아랍 만의 모든 현지 통치자들에
대한 위협을 개시했다. 이 원정의 결과, 1820년 1월 영국과 아랍 만 통치자들 사이에
최초의 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인해 향후 150년에 걸쳐 지속될 영국과의 관계
에 대한 정치의 기본 형식이 형성됐다.
이 아랍 만에 대한 서유럽의 두 차례 원정의 동기는 동일했는데, 그것은 경제적․
지정학적인 동기였다. 아랍 만을 거치는 무역은 약 5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물론 이
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인 상
업 활동으로 가장 오랜 기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2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랍 만의 바
닷길은 동서양 사이에 재화와 정보가 오가는 동맥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아랍 만 해
안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을 넘어 세계와 접촉했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사가 짧지 않기 때문에, 유럽과의 지속적 접촉의 출발도 과거

16세기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동
양 각국은 그 이전부터 이곳 아랍 만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5세기에 중국의 대규모 선단이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보다 이른 시기부
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상업 지역에는 아랍 상인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3
아라비아 반도와 동서양 외부 세계의 접촉은 육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도
진행됐다. 아랍 만 북부에서 시작해 인도와 기타 여러 지역과의 바닷길은 모두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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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그러나 육로는 아랍 만 주민들에게 있어서나 장거리 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알-아인과 같은 내륙 지역은 사막 여행객의 물물교환 장소,
식량과 물의 보급지, 상품 교역 장소로 부상했다. 지리적으로 알-아인은 서쪽으로는
아부다비, 동쪽으로는 바티나흐(Batinah) 해안과 사막의 끝자락, 남쪽으로는 두파르

(Dhufar)와 아라비아해로 향하는 십자로에 위치해 있다. 내륙에 전개된 이 육로 교역
망은 주요 항구들에 정박한 상업용 범선을 포함한 인도양 전역의 해상 교역로에 비
해 미약했고,4 중앙 아라비아를 관통해 지중해로 향하는 긴 낙타 행렬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이 육로를 통해서도 교역망은 존재했고, 재화가 아라비아 반
도의 남동부 각지로 오고갔다. 즉, 나중에 UAE라는 국가를 이룬 이들 토후국들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부다비 지역은 더욱 활발하
게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란, 동양 각국, 아랍 내부, 서양 각국으로
부터 받은 16세기 이래의 거센 외부 압력은 이곳 아랍 만 균형에 있어 하나의 고정
변수였다.5
외부 세계 사람들은 이 아랍 만의 정치적․사회적 역학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유럽인들은 자주 이 지역의 실제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을 부족이나 분파적 의견
차이가 낳은 것으로 오해했다. 즉, 그들은 종교적 외형이나 표현을 과신했고 그 이면
에 실재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단위인
가족과 부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동맹 세력이나 적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신중하
게 판단하는 일부 전통도 존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부족 정치의 복잡성
과 치밀함은 단순함을 기대하던 외부인을 자주 혼동하게 했다. 예를 들면,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경우 부족 정치에 있어 두 가지 근본적이고 상충하는 성향이 병존했다.
즉, 각 참여 세력 안에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협력하고 동맹 관
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혼재해 있었다.
따라서 각 부족의 쉐이크는 일관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부족민의 이
런 성향을 잘 조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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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야스 부족의 역할
앞의 제1장에서 바니야스 부족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 바
니야스 부족의 이런 특징이 이 지역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
히 설명하지 못했다. 과거 오만 고지대로부터 아랍 만 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족
이 개입됐던 오만의 내부 분쟁은 아라비아 반도 동남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규정
하고 말았다. 권력과 권위를 놓고 1718년에 오만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여러 부족간
에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낳았고, 그 앙금은 이로부터 200년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 명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그 본질이 정치적 투쟁이었던 사건도 한층 복잡한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
두 라이벌 집단의 핵심이었고 이후 히나위(Hinawi)와 가피리(Ghafiri)로 각각 알려진
세력 사이의 내전은 처음에는 명예라는 개념과 관련된 전통적 반목의 성격이었다.6
참고로 이 두 세력의 명칭은 이후 바니히나(Bani Hina)와 바니가피르(Bani Ghafir)로
바뀌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토록 파괴적이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 부족간 분쟁은 없었
다.7 이 분쟁은 남은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까지 오만 지역 내부를 대
결로 들끓게 했다. 1820년 이후 보통 ‘휴전 해안’으로 칭해지는 이 아랍 만의 부족 정
치 체제 역시 이웃에서 시작된 분쟁에 휩쓸려 들어갔다. 오만 산악 지대의 분쟁과 별
로 상관없던 기존 부족간 적대 세력 상호간에 히나위, 또는 가피리(Ghafiri)라는 딱지
가 붙여졌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듯 히나위와 가피리 사이의 내전으로 말미암
아 재편된 이 지역의 세력 분포는 협력과 동맹 구조와 관련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내전에서 각 부족은 히나위 세력이나 가피리 세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고,
이후 이 선택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UAE의 부족민
모두는 자신의 부족 가운데 어느 분파가 이 두 적대 세력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스 무산담(Ra's Musandam) 지역에서 두파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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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대부분의 주요 부족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무수한 경우에 이 지역 토후국 사이의 동맹 구축과 분쟁 발생은 바로 히나위 세력과
가피리 세력 사이의 그 분쟁으로부터 틀림없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8

이처럼 각 부족은 이 분열의 와중에서 직접적 라이벌 관계를 넘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공식에 의해서도 그 소속이 결정됐다.9
크게 지리적으로 보면, 두바이 샛강 북부까지의 땅과 산악 지대는 가피리 세력이
차지했다. 반면, 히나위 세력은 하자(Hajar)산 남쪽과 서쪽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다.10 부족적 갈등이 이 분쟁에서 우선적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
다. 히나위 세력은 야마니(Yamani)와 카흐타니(Qahtani) 부족의 지원을 얻고 있었다.
참고로, 이 부족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서 처음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했었다. 한
편, 가피리 세력은 니자리와 아드나니(‘Adnani) 부족의 지원을 얻고 있었다.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중부와 북서부에서 오만지역으로 이동한 부족이었다. 그러나 각 세
력이 순수하게 부족적이거나 부족의 특정 분파라는 이유로 동맹한 것은 아니었다. 오
히려 정치적․경제적 요인이 이런 분열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각
세력 안에는 야마니와 니자리 혈통의 부족이 동맹 관계에 놓이기도 했고, 수니(Sunni)
파와 비바디(Ibadi)파 부족이 이 지역의 시아파 이슬람과 동맹 관계를 맺는 일도 발생
했다.11 대체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바니야스 부족은 히나위 세력에 속했다. 또한
바니야스의 주요 동맹 세력인 알 아와미르, 알 마나시르 부족도 히나위 세력에 속했
고, 알 다와히르 부족도 나중에 합류했다.12
히나위와 가피리 세력 사이의 분쟁이 야기한 ‘편 가르기’는 아랍 만에 존재하던 전
통적 자기통제 방식인 타협 시스템을 훼손했다. 그러나 자기 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각 부족 연맹 그룹의 단결이 강화되기도 했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성장도 이 지역
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부족간 전쟁의 와중에 진행된 것이었다. 바니야스 부족이 경
험한 첫 의미있는 세력 확장은 1761년 아부다비 섬의 점령이었고, 이로부터 바니야
스 부족 동맹은 리와와 아부다비 지역을 왕래하기 시작했다.13
아부다비의 발견과 관련해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참고로, 아부다비는 ‘가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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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버지’14라는 의미다. 첫째 이야기는 아랍 만에 인접한 이 불모의 섬에서 쉐이크,
또는 바니야스 부족 가운데 으뜸 명문가인 알 나흐얀 가계 출신의 부족민 한 사람이
깨끗한 수원지의 물을 마시고 있는 가젤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다.15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알 나흐얀(Al Nahyan) 부족의 한 사냥꾼이 가젤을 추격하던
끝에 생포한 다음, 갈증 해소를 위해 우물을 찾아 나섰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사냥
꾼은 우물 하나를 발견했지만 이미 말라붙은 우물이었다. 결국 그 사냥꾼과 가젤은
모두 갈증으로 최후를 맞았다.16 그런데 이 두 전설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전설
의 해석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두 전설은 하나의 공통 주제를 갖고 있다.
바로 사막의 주민들에게 있어 물이 가진 절대적 중요성이다. 첫 이야기가 주는 교훈
은 물이 생명체를 낳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대조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
은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아부다비라는 도시는 소금
기는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기에 비로소 존재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물은 알 나흐얀 부족민 모두에게 익숙한 전설의 바탕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쉐이크 자이드는 이 도시에 새롭게 깨끗하고 단 맛이 나는 물을 공급하여 전설 하나
를 추가했다. 참고로, 이 물은 멀리 떨어진 산지에서 출발해 아부다비까지 수송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공급한 이 물의 실제적 유용성과 심오한 상징성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61년 이래로 아부다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알 나흐얀 가계는 바다에
진출했고 어로와 진주 채취 등이 가능한 새로운 자원을 손에 넣었다. 또한 바니야스
부족이 관할하던 달마(Dalma) 섬은 조만간 이 새로운 자원과 관련한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쉐이크 디얍 빈 이사(Shaikh Diyab Bin 'Isa)의 통치기인 1783년부터 1793
년까지도 바니야스 부족의 일부가 이곳 아부다비에 상주했지만, 1793년부터 1816년
까지 통치했던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Shakhbut Bin Diyab) 시기에 들어서야 리와
지역의 마리야(Mariyah)에서 아부다비로 수도 이전이 이뤄졌다. 정착 초기에 불모의
섬 아부다비의 중요한 건축물로는 1795년에 건립된 후슨(Husn) 요새와 1798년에 세
워진 석재 망루뿐이었다. 참고로, 이 망루는 알-막타(al Maqta)에 위치했고 본토의 공
격으로부터 후슨 요새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어로와 진주 채취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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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던 부족민들은 이 망루와 요새의 보호를 받으며 바라스티(barasti)라는 공간에 거
주했다. 당시에는 이처럼 가용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수의 부족민들만이 아부다
비에 거주할 수 있었다.
아부다비에 이주하고 나서, 바니야스 부족은 주변 섬들과 길게 뻗은 해안선을 따
라 신속하게 영토를 확장했다. 차츰 알 나흐얀 가계는 힘과 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내륙과 해안 모두에서 맹렬한 기세로 확장되고 있는 부족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 가계가 부족의 지도자로 자리잡는 과정은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에 의해 처음
시작됐고, 1818년부터 1833년까지 통치한 쉐이크 타흐눈 빈 샤크부트(Shaikh Tahnun

Bin Shakhbut)로 대표되는 그의 아들들, 그리고 1845년부터 1855년까지 통치한 그의
손자 쉐이크 사이드 빈 타흐눈(Sa'id Bin Tahnun)에 의해 계승됐다. 알 나흐얀 가계의
지도하에 바니야스 부족은 자신의 내륙 주거지인 리와와 알-아인을 넘어 아부다비 해
안으로까지 진출했다.

1793년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압은 부친인 쉐이크 디얍 빈 이사(Shaikh Diyab Bin
'Isa)를 승계해 바니야스 부족의 리더가 됐고, 내륙과 해안 모두에서 바니야스 부족의
권위를 강화했다.17 아부다비에 요새를 짓고 일부 부족이 이주했던 이유는 기존 내륙
주거지 서쪽으로부터 점증하는 침략자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현명
한 선택이었다. 바니야스 부족이 아부다비 섬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확장한 후 약

30년 후에 와하비 약탈자들은 알-다프라흐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와하
비 약탈자들의 힘과 숫자가 커짐에 따라 쉐이크 샤크부트는 내륙의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기에는 가용한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바니야스 부족
연맹은 이 침략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병력을 소집했다.18 1848년 5월 쉐이크 샤크부
트의 손주 쉐이크 사이드 빈 타눈은 알 나흐얀 부족을 소집했고, 알-아인 주변 지역
을 파고든 나즈드 침략자를 내쫓았다.19 그러나 이후에도 이 침략과 격퇴는 종식되지
않았다.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 시련은 1869년 샤크부트의 또 다른 손주인
쉐이크 자이드가 침략자 잔당을 모두 격퇴한 이후에야 끝이 났다.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은 1816년까지 바니야스 부족 연맹을 23년 동안 통치했
다. 그가 통치한 이 23년은 난관과 도전이 함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자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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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를 계승했을 당시 그에게는 통치에 대한 미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무함마
드가 승계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그는 바로 퇴임했다. 부족의 리더에게만 가능
한 권위와 지위를 그도 여전히 가졌지만 그는 무함마드에게 그 권력 행사를 넘겼다.
이런 쉐이크 샤크부트의 장기 통치 방식을 통해 바니야스 부족 동맹 시스템이 정치
적으로 세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세기에 몇 차례 반복된 전례를 통해
부족의 리더가 정치적 다툼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지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다.20 은퇴한 리더는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했고,
다른 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며 정치적 보복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었다.
전통, 그리고 통치자 자신의 향후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평소 다른 부족과의 불화
와 부족 명예에 대한 모욕은 피해야만 했다.
쉐이크 샤크부트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는 대체로
자신의 아들 무함마드의 통치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했음은 분명하다. 그는 자력으로
알-아인 지역에 알-미라이집(al Miraijib) 요새를 구축했고, 알 다와히르(Al Dhawahir)
부족과의 연대를 발전시켜나갔다. 그의 이 노력에 힘입어 바니야스 부족과 알 다와히
르 부족은 장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쉐이크 샤크부트가 은퇴한

2년 후인 1818년 형 무함마드에 의해 추방당한 상태였던 아들 타눈은 외유 상태에서
복귀해 부친의 정치적 부활을 지원했고 이후 공동으로 부족을 통치했다. 샤크부트와
타눈의 공동 통치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무함마드가 추방을 당했다. 익숙해진 관행에
따라 부친 샤크부트가 막후 실력자로서 조언자와 가계의 수장으로 남고 신임 쉐이크
타눈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21
쉐이크 타눈의 정력적인 통치기에 아부다비의 부와 힘은 무척 증가했다. 그는 놀
라운 에너지의 소유자였다. “그는 애국적인 리더였고, 전쟁을 모방한 스포츠를 즐겼
고, 전투 기술이 탁월했다. 그는 강인했고, 그의 용기는 유명했다.”22 쉐이크 타눈의
통치기 동안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며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1820년 1월 영국과 평화 협정이 체결될 당시 쉐이크 샤크부트는 여전히 정식 통치자
자격으로 사인했다. 아들 쉐이크 타눈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운 이런 공동 통치 체제
는 15년 동안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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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쉐이크 타눈은 자신의 동생들이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젊은 두 아들인 칼리파
와 술탄을 아부다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1833년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들의 아부다비 복귀를 허락하라고 쉐이크 타눈을 설득했다. 그런데 이들의 복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부다비에 복귀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칼리파와 술
탄은 협력하여 형 쉐이크 타눈을 전복했고 칼리파는 바니야스 부족의 수장이 됐다.
그리고 쉐이크 칼리파는 1833년부터 1845년까지 바니야스 부족 동맹을 이끌었다. 이
들이 성공적 통치자였던 형을 그렇게 간단하게 전복할 수 있었고, 이런 행동이 지배
층 가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그 어떤 통치자라도 적대 세력은 있다. 또한 파벌주의가 만연하고 전임 통치자 무
함마드가 강제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전임 통치자의 가족은 신임 통치자
쉐이크 타눈에게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을 편들기 쉽다.
이 기간에도 쉐이크 샤크부트는 바니야스 부족의 장로로서 이 두 아들과 공동으로
부족을 통치했다. 이 기간까지 합한다면 그는 40년 이상에 걸쳐 아부다비에서 중심적
인 역할을 맡은 셈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부다비와 카와짐(Qawasim) 쉐이크 사이의
분쟁 해결이나 1834년의 두바이 독립 승인과 같은 중대 사안에 관여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차츰 줄어들었다. 1835년 5월 21일 영국과 해상 휴전 조약
을 체결할 당시에 그는 바니야스 부족의 리더로 칭해지던 쉐이크 칼리파의 개인 대
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24 이는 바니야스 부족에 관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아들 쉐
이크 칼리파에게 넘겼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서거 시점이 흔히 주장되듯 1833년이 아니고 이 조약 체결 이후의 시점임을 의미한
다. 그의 서거와 관련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쉐이크 타눈의 아들 사이드가 쿠데타
를 통해 삼촌 칼리파와 술탄을 내쫓고 권력을 차지한 1845년 이전임은 확실하다. 참
고로 사이드의 부친 타눈 역시 과거 칼리파와 술탄에 의한 이런 쿠데타로 권력을 상
실했다.25
쉐이크 칼리파는 자신의 형 타눈처럼 훌륭한 자질을 가진 통치자였다. 디스브로웨

(H.F. Disbrowe) 대위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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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칼리파는 1833년부터 1845년 7월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바니야스 부족
의 수장이었다. 용기, 강인함, 신중함으로 아랍 만의 해상과 내륙 지방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를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영국 정부를 깊이 이
해하려 애썼으며, 부족이나 동맹 세력이 해상에서 조약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함에 있어 그의 노력은 성공적인 편이었다.26

중앙의 통제력이 전통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재했던 바니야스 부족 체제 내부에서,
이처럼 철권 통치를 했던 쉐이크 타눈이나 쉐이크 칼리파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는
어김없이 적대 세력을 낳았다. 한편, 이들처럼 강력한 통치자였으나 성공적으로 통치
했고 순탄하게 장수했던 쉐이크 샤크부트의 사례는 바람직한 통치에 있어 명령뿐 아
니라 설득도 필요함을 말해준다.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정치 체제에서 특정 통치자의
직무 유기와 분파주의적 혼돈이라는 두 가지 재난, 즉 정치적 마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 운용에 있어 대단한 테크닉을 필요로 했다. 참고로, 이 분파주의적
혼돈은 통치자가 너무 많은 의욕을 갖고 있고 자신의 가계나 부족 내부의 유력한 세
력을 소외시킬 때 발생한다.
만약 다른 요인을 배제한다면, 1845년과 그 몇 년 전부터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
은 강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통치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부다비의 주
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에 지쳐 있었고, 장기적 안정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쉐이크 타
눈의 아들 사이드가 알 나흐얀 가계의 지원을 받아들여 통치자 지위를 수락했을 즈
음의 상황이었다. 쉐이크 사이드는 다음과 같은 주민 다수의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야
추방 생활을 끝내고 아부다비에 도착할 정도로 신중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쉐이크 사이드는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후 바니야스 부족 다
수가 자신을 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일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
던 영국 정무 공사의 지지도 확인했다. 참고로, 당시 정무 공사는 합법적 수장의
권위 확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도덕적 지지가 쉐이크 사이드에게 집중되도록
서두르던 중이었다. 이처럼 쉐이크 사이드는 순식간에 부족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었고, 바니야스 부족 전체로부터 진정하고 합법적인 수장으로 빠른 인가를 얻어
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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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기 전까
지 10년 동안 쉐이크 사이드(Shaikh Sa’id)는 매우 성공적인 통치자였다.

1855년 어느 날 아부다비의 통치자 쉐이크 사이드는 아주 어려운 결정에 직면
했다. 그의 친동생을 부족의 장로 가운데 한 명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쉐이크 사이드는 그 장로의 징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아부다
비 사람들은 징벌하지 말라고 권했다. (…) 쉐이크 사이드는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
하고 그 장로를 죽였다.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결정에 아부다비 주민들은 분노했고
주민 전체가 그에 반대하여 봉기했다. 결국 그는 외국으로 탈출했고, 권력 복귀를
시도하다가 이듬해에 살해당했다.28

지난 1845년에 그러했듯 이번 경우에도 민심이야말로 통치자 선출에 있어 결정적
변수였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권력 유지는 불가능했
던 것이다. 바니야스 역사에서 이처럼 힘에 의해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
고,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의 사례처럼 평화롭게 권력 승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
었다. 당시 영국 관료들은 이 지역에서 주로 폭력적 힘에 의한 권력 교체가 진행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힘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바니야스 부족 전체를 대신해 알
나흐얀 가계에서 구성원 가운데 한 인물을 신임 리더로 선출하는 그런 방식의 비폭
력적인 수단으로 권력 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였다.

1855년에 이런 전통적 과정을 거쳐 쉐이크 사이드의 사촌 쉐이크 자이드 빈 칼리
파를 신임 쉐이크로 선출했다. 1855년에서 1909년까지 재임한 쉐이크 자이드 빈 칼
리파는 자신의 전임 쉐이크처럼 추방자 신분에서 쉐이크로 선출됐다. 참고로, 그가
추방당한 처지였기 때문에 아부다비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
었다.29 또한 쉐이크 칼리파의 아들이었기에 그는 통치 가계 내부에 많은 우군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이들이 그의 부친의 성공적인 통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그는 가계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신임 쉐
이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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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통치
비상한 재능을 갖지 않은 경우라면 이 바니야스 부족의 리더 누구나 직면하게 되
는 각종 난관과 압력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웠다. 또한 아부다비의 통치자라면 개인적
이고 자유지향적인 이 지역 부족들 가운데 그 어떤 일부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자
신의 권위를 보전하거나 심지어 확대해야 했다. 회고해보면 아부다비의 경우 대부분
의 시기에 이런 유능하고 권위 있는 통치자가 출현하는 행운을 누렸다.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특히 쉐이크 샤크부트와 쉐이크 자이드라는 두 리더가 각자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독특하게 사안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는 능력이 돋보였고, 그 덕분에 권력을
유지하고 성공적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니야스 정치 체제의
복잡성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오래 지속되면서도 성과를 내는 통치를 구현했던 것이
다.30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책의 주인공인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한 사
람만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인 다양한 재능을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배합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31

내부적 배경
1855년, 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자이드 빈 칼리파가 약관 20세의 젊은 나이로
바니야스 부족의 쉐이크로 선출됐다.32 젊은 나이였지만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통
치자로 취임한 초반부터 벌써 가계 구성원 외에도 자신의 부족, 그리고 동맹 부족의
지지와 충성 획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선대 통치자 가운데 그 누구도
부족민의 이익을 경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했던 것이다.33
이처럼 그의 정치적 재능은 탁월했고, 이에 힘입어 그는 한편으로 50년 이상 구성
원들의 충성을 지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토후국
으로 아부다비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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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아부다비의 영토에 대한 위협이었다. 부족 리
더들 각자는 자신의 부족과 동맹 부족의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부족민 숫자를 늘리면 유능한 통
치자로 평가받았다. 1855년에 바니야스 부족 동맹은 두 개의 전선이 긴장 상태에 놓
여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전임 통치자 가운데 쉐이크 샤크부
트 빈 디얍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신중하고 성공적인 수장’보다는 ‘용맹한 전사’
로 평가될 수 있다.34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가운데 용맹함의 사례는 많았지만, ‘위
대한 통치자 자이드’와 같은 정치적 총명함의 사례는 부족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
드’ 역시 유명한 전사였으나 그는 전쟁을 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다.35
한편, 역사상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로 더 잘 알려진 쉐이크 자이드 빈 칼리파는
아랍 만의 정치 질서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새롭고 중요한 사실도 인식하고 있
었다. 과거의 반목은 이미 빛을 잃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부 카와스미 토후국들은 과
거 바니야스 부족 동맹과 적대 관계였지만 이제 아부다비의 지원과 우호적 관계를
희망하고 있었다.36 또한 나즈드(Najd)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오스만 제국과
하일(Ha'il)의 알 라시드(Al Rashid) 세력의 협공을 받고 붕괴됐다.37 1869년에 오만의
이맘(Imam)과 아부다비 통치자인 쉐이크 자이드 빈 칼리파는 공동 이해에 기초해

1853년 이후 서쪽으로부터 오아시스로 이주해 왔던 알-아인 지역의 와하비 약탈자들
을 축출하기 위한 합동 원정대를 구성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웃이 아닌 아랍 각지의 통치자들과
의 관계도 더욱 넓어졌다. 예를 들면 1880년 하지(Hajj) 기간에 그는 메카의 사리프

(Sharif)를 만나 상호 이해에 기초한 결속을 맺었다.38 또한 그는 전통적으로 적대 관
계였던 알 칼리파와 알 나흐얀 부족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바레인
에 보내기도 했다.39 그의 이런 화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
다. 첫째,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화해 정책을 통해 전통적 적대 관계에 존재하는
무의미한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과거 전쟁은 명예에 기초한 체제의 작용 가운데
하나였고, 그 자신도 위대한 전사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히나위와 가피리의 분
쟁에서 촉발됐고, 깊은 원한을 낳고 수많은 피를 흘린 그 전쟁은 차츰 소강상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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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었다.
한편, 그는 이 지역의 중재자40로 부상했고, 다른 통치자나 부족 수장들은 질서 유
지나 분쟁 해결을 그에게 의지했다.41 예를 들면 1888년 무스카트의 술탄은 알-아인
인근에 위치하고 자신이 종주권을 보유한 지역들에 대한 평화 유지를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에게 위임했다.42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내륙에서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 정무 공사 콕스(Major Percy Cox)의 1905년 이 지역 방문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당시 콕스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륙의 오아시스
지역을 방문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이 오아시스 지역에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대단한 영역 확대는 도와히
르(Dhowahir) 지역을 모두 포위했을 정도이고, 이제는 가피리 세력의 핵심 근거
지인 나임(Naeem)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나임 지역의 쉐이크는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곧 흡수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통치자 자이
드’는 분명 평화적 병합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바로 이 정책 덕분에 그는
이 정도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다.43

둘째,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설득과 실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근거지에서 동맹
부족간 통합에 성공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맞서면 해당 부족은 징벌을 당했다. 반
면, 그를 지지하는 부족에게는 안전과 풍요가 보장됐고, 직접적 보조금도 자주 지급
됐다.44
셋째, 그는 정치적 역량이 상당 부분 특정 통치자의 자산, 그리고 충성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즉 아랍 부족 체제 내부의 으뜸 균형
요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경제적 지위 개선을 추
구했던 것이다. 1890년대 들어 아부다비는 410척 이상의 선박을 운영하며 이 지역
진주 교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수입도 증가했다.45 결과적
으로 아부다비도 꾸준히 성장했고 1907년 인구는 6,000명에 근접했다. 한편, 그의 특
별한 관심 지역이었던 알-아인의 인구도 함께 증가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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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아부다비의 힘과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이 시기의 국제
적 환경 역시 그의 통치기와 맞물리며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855년에 이

‘휴전 해안’ 지역의 정치적 균형에 영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1820년에 체결된 첫 해상 안전 조약들 이후 영국은 이 지역에서 차츰 자신의 역할
을 확대해 나갔다. 참고로, 초기에 이 조약들은 매년 갱신하는 방식을 취했고, 1843년
부터 10년 단위로 조약이 체결됐다. 또한 부시레(Bushire)에 주재하는 영국 공사에게
정보 보고를 하기 위해 1823년 사르자흐(Sharjah) 지역에 첫 아랍인 공사 대리가 선임
됐다.47 이 아랍 만을 방문하는 영국 관료들은 영국이 해상에서의 평화 유지와 통상
의 자유에만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현지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영국
이 더 많은 야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48 이들의 의심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예를 들어 1853년에 모든 현지 통치자들이 승인한 ‘영구 평화 조약(Treaty of Peace)’
에는 소위 ‘완벽한 해상 조약’이라는 표현과 직접 관련된 새로운 문구 하나가 추가됐
다. 즉, 처음으로 영국과 아랍 토후국 사이의 조약을 통해 “영국과 토후국 사이에 확
립된 평화의 유지는 영국 정부가 지켜낸다.”49라는 원칙이 선언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켜낸다”라는 표현은 낯선 개념이었고, 확대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이
추가 문구 덕분에 영국 관료들은 아랍 만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역할
을 할 수 있게 됐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전임 통치자로부터 물려받은 이 조항 때문에 영국 관료
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영국을 배척하기보다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50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은 아부다비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19년 영국 원정
함대의 목표는 바니야스 부족 동맹이 아니었고, 마침내 1820년에 영국과의 조약 체
제가 만들어졌다. 이 덕분에 영국 관료들이 과거 인도에 요구했던 조항들의 전례를
따르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51 결국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일정
기간 영국과의 갈등을 경험하고 나서 아랍 만에서 영국 관료들과 관계를 잘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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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성취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52 즉, 그는 만약 영국 관료들의 힘을
빌리면 부족의 명예와 영토와 관련된 오랜 내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
다. 그는 능숙하게 영국 관료들과의 관계를 아부다비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고, 영국
관료들은 이 역할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 위대한 통
치자 자이드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만약 의심의 여지없는 그의 패권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의 영향력이 나름 합법적이고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53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영국과의 조약 체제에 내재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원칙
을 파악하고 있었다. 영국은 갈등을 원치 않고 있었고, 지상군 파견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 같은 광대한 아랍 사막 지역의 통제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길 원치 않았다. 당
시 영국은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군함 외교’
를 선호했다. 영국의 이 정책은 바니야스 부족 동맹에 유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
록 아부다비가 해상의 진주 채취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었지만, 북쪽의 카와짐 부족
들과 달리 바니야스 부족 동맹은 본질상 내륙 세력이었기 때문이다.54 영국은 주로
해상 무역로 확보에 관심을 집중했고, 내륙에서 부족간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대부분
의 경우 용인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고 방치했다.55 영국의 이 전략
은 아부다비에 유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영국과 갈등 없이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70년부터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휴전 조약’ 체제를 자신에게 유리
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는 수차례 반복된 알 쿠바이사트(Al Qubaisat)
문제 해결에 이 체제를 활용했다. 당시 알 쿠바이사트 분파는 쿠르 알-우다이드(Khur

al 'Udaid) 지역에 자신들의 독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차 부족 동맹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카타르 지역 통치자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56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이
문제를 영국 관료들이 확실히 매듭을 짓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알 쿠바이사트 분
파가 ‘휴전 조약’을 위반하고 그의 진주 채취 선박과 다른 선박들을 공격하는 동안
그는 동일한 조약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응징할 수 없다는 모순을 영국측에
제기했다. 심지어 그가 알 쿠바이사트 분파의 형식상 통치자 신분이었기에 영국 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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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있었다. ‘위대한 통치
자 자이드’는 아주 설득적인 문체로 영국 정무 공사에게 수차례 서한을 통해 이 문제
를 제기했고, 그의 주장의 타당성은 ‘휴전 조약’의 논리에 따라 자명했다. 과거 1869
년에 아부다비 토후국에게 카타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금지시켰던 정무 공사
였지만 이번 경우에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1869년에서

1879년에 이르는 향후 10년 동안 아랍 만의 영국 관료들은 런던 외무성의 지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쿠르 알-우다이드 지역을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통치할 수 있
도록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57 마침내 1878년 4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와 그
의 군대는 영국 정무 공사와 영국 티저(teazer) 군함을 대동하고 쿠르 알-우다이드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이 지역 주민들 거주지는 텅 비었고, 알 쿠바이사트 분파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부족
민들의 향후 거주지를 결정해야 했다.
오히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알 쿠바이사트 분파에게 아부다비로 이주할 것
을 권했고, 이는 보복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었다. 이렇게 되자 알 쿠바이사트 분파는
아부다비에 오길 희망하는 듯 보였다. 실제 이들을 막고 있는 쪽은 카타르 통치자였
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이들에게 즉시 선박을 보내 주었다. 이들은 모두 무사
히 아부다비에 도착했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로부터 자신들이 환영받고 좋은 처
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다.58
이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영국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에 대해 배웠다. 그가 영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아랍 만 바다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꾸로 그는 영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
한 양측의 이익은 매우 뚜렷했다. 한편으로 영국 관료의 권위에 바탕하고 다른 한편
으로 그 스스로의 인내력 있는 외교 정책 덕분에 이탈했던 분파들이 바니야스 부족
동맹으로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족 동맹도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앞
에 기술한 알 쿠바이사트 분파의 경우처럼 복귀한 분파들은 처벌을 받는 대신 환영
을 받았다. 이처럼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자신의 모든 부족민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
족의 단결을 자신의 가장 으뜸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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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무려 40년 이상 동안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아랍 만에서 영국
관료들과 협력하는 길을 발견해 나갔고, 영국 관료들 역시 그의 정치적 수완을 존중
하는 법을 신속히 학습했다.59 후임 정무 공사들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수립했고,
이들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휴전 해안 수장들의 장로’로서 그를 대했다.60 또한 이들
은 그가 알 나흐얀 가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나 1869년 이후 알-아인 지역에 관심
을 기울이는 것에도 동의했다. 왜냐하면 소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 알-아인 지역
이 그의 관심으로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61 아랍 만 해상에서의 ‘해적질’에 대한
영국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던 ‘휴전 조약’ 관계는 여전히 해상에서의 충돌을 금지하
고 있었다. 한편, 영국은 단지 사막 지역의 전통적 다툼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내륙에
서의 부족간 군사 행동에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영국의 이런 태도는 ‘위대한 통치
자 자이드’에게는 유리했다.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던 아부다
비 토후국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질상 내륙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국과의
관계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집권 후반기에 비로소 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
었다. 비록 현지 통치자들과의 조약으로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미 187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1871년 알-하사(al Hasa) 지역을 점령한 이후 아랍
만에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던 오스만 제국의 관료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뿌리를 둔 도전도 있었고, 무스카트 지
역에 대한 프랑스의 술책이 야기한 도전도 있었다.62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이 지
역 토후국에 대한 영국의 개입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63

1892년 3월 6일에 영국과 ‘휴전 해안’ 토후국 통치자들 사이에 체결된 ‘배타 조건부
조약(Exclusive Treaty)’은 현지 통치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 조약에는 영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와의 서신 왕래도 금지하는 내용과 영국
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토에 외지인을 거주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영국 정
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토의 일부를 할양, 매각, 담보 제공, 점유 허용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64
영국의 새로운 요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영국 정부는 꾸준히
요구를 높이고 제국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며 이 아랍 만 토후국 통치자들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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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본 틀을 변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65 1899년 커즌 경은 신임 인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페르시아 지역을 여행했고, 아랍 만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본능적으
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아랍 만이 경쟁국의 활동 무대
가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 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66 이렇게 1898
년 11월에 그는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나 예비 공직자로서 이 기록을 통해 그가 무엇
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분명하다. 즉, 그는 영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모든 세력
을 배제하고 아랍 만을 오롯이 자신의 지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
는 영국이 향후 이 지역 토후국 통치자들의 주권과 특권을 차츰 잠식할 예정임을 의
미했다.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에 외부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국이 이 아랍 만에서 더욱 많은 힘을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이 이슈는 영국 의회에서 다뤄졌고, 그
결과 런던, 그리고 인도의 영국 관료들에 의해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67 등 강대국을 향한 압박이 전개됐다. “다른 강대국이 이 아랍 만에서 활동하
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 영국은 영국해협에서 인도, 그리고 극동에 이르는 긴 방
어 진지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된다. (…) 만약 다른 강대국이 이 아랍 만에 식민지를
건설하도록 허락하게 되면, 영국의 방어 진지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68 주로 아랍 만
이 ‘인도 전선’의 일부에 속한다는 이런 내용들이었다.

1903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된 인도 총독의 첫 아랍 만 방문은 영국의 정치
적 태도 변화의 분기점이었다. 이 방문 이후, 영국과 아랍 만 통치자들 사이에 유지되
던 과거의 섬세한 균형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렵게 됐다. 1903년 11월 21일에 인도 총
독인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경과 전함들이 사르자흐(Sharjah) 토후국 해변에
닻을 내렸다. 이어 그는 아랍 만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 아들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순
양함 영국 아거넛(Argonaut) 선상에서 회의를 개최했다.69 커즌 경은 영국이 이 지역
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과 현지 토후국과의 오랜 우정에 대해 부드러운 톤으로 대화
를 이어나갔다. 또한 영국이 현지의 ‘부족간 평화’에 대해서도 법정 후견역할을 맡을
것이고 아랍 만 통치자들의 ‘조정자와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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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화를 암시했다.70 이후 11월 23일에 커즌 경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
했다. “어느 토후국 통치자가 다른 토후국 통치자를 육지에서 공격하는 행위에 우리
영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그동안 해상에서 이미 허용되지 않고 있었지
만, 육지에서의 이런 행위 역시 상호간 체결된 조약상의 의무에 내포된 정신에 반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71
이전까지 영국 관료들은 현지 토후국과 체결했던 초기 조약에 담긴 간결하고 제한
된 선언을 존중해왔다. 그런데 이제 커즌 경이 새롭게 발언한 ‘조약상의 의무에 내포
된 정신’72이라는 모호한 새로운 개념을 현실에서 시도해보려 하고 있었다. 그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커즌 경의 새로운 발표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
다. 그는 이 지역 토후국 사이의 정치 메카니즘에서 힘 있는 실력자의 권위를 배제하
고자 했고, 그 이후에야 ‘매우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여
겼다.73 하지만 과거 이 지역의 평화는 강력하고 능력있는 특정 인물의 존재를 현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영국의 정책 덕분에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영국의 정책은 커즌 경도 인지했겠지만 매우 위험한 정책이었다. 게다
가 이 지역 주민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소망에서 출발한 정책이 아니었고, 단지 이
지역에서 영국의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74 영국 통치가 이처럼
강하고 완고하게 변한 것은 이를 통해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고, 추가 의무 부담도 없었고, 현지 재
정, 행정, 경제에의 추가적 기여가 없었다. 추가적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강화한 것이었
으니 영국측에만 유리한 그런 것이었다. 영국의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위대한 통
치자 자이드’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도 비록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커즌 경이 이곳을 방문한 이후 영국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대함에 있어 차츰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아랍 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던 영국의 입장에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성공
적 통치는 그 자체가 양면성을 띤 것이었다. 한편으로 영국은 이 지역의 통제권 확보
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 지출을 원하고 있었다. 이후 이 지역에 부임하는 또 한 명의

제2장 격동의 시대

71

정무 공사인 폴러(T.C. Fowle)는 이 시스템을 “극소수의 관료를 통해 (…) 현지에 한
푼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영국이 직접 운용하는 단 한 명의 병사, 경찰, 고용한
현지인 무장 인원도 필요하지 않는 방식”75이라고 묘사했을 정도였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커즌 경의 방문 이후 다수의 병력과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수준의
통제를 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휴전 해안’과 내륙 지역의 평화는 영국 관료의 상징적
인 위세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아무나 얻기 어려운 자신만의 힘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비록 영국측은 단 한 명의 병사, 경찰, 고용한 현지인 무장 인원도 직접 운영할 필요
가 없었지만,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자신의 무장력을 유지해야 했고, 이는 아랍
만의 부족 시스템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이런 역할 때문에 우선 영국 관료들 사이에서 질투섞인 존경을 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반감을 가졌다. 영국측은 ‘위대한 통치자 자
이드’의 힘 덕분에 가능해진 혜택은 누리고 싶어했지만, 그가 너무 강하다고 여겼고
당연히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여겼다.76
운신의 폭이 넓었던 과거 정책이 차츰 보다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대체되자 영국
관료들의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향한 압박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이후 전개된 몇
개의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추세는 더욱 확실해졌다. 예를 들어 1900년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영국 정무 공사에게 선박에 새로운 디
자인의 깃발을 게양하겠다며 허가를 구한 일이 있었다. 지난 1820년 영국은 카와짐

(Qawasim) 깃발에 기초한 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는 당시 아랍 만에서
가장 강한 부족의 깃발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는 현실을 반
영하지 못했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바니야스 부족의 현황을 반영하는 깃발을
원했던 것이다. 더구나 깃발 게양에 대한 영국의 이 요구는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1900년이 되자 원래 디자인에 대해 아는 사람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정무 공
사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두 세대에 걸쳐 사용한 적이 없
던 과거 깃발의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영국은 과거 깃발 디자인을 나눠주
며 아랍 만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선박에 게양하도록 요구했는데, 과연 이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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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양’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영국은 양측간에 체결된 조약을 신축성 있게 적용했지만, 이제는 이처럼 엄
격한 적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변했던 것이다.77
그 결과 18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 지속되던 좋은 관계가 손상됐다. 이후 발생한
다음 몇 가지 사건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영국과의 상호 신뢰를 더 약화시켰다.

1895년에 ‘위대한 자이드’는 총독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기지 및 보급소 건설을 위한
주라(Zura)섬 거주에 관한 승인을 획득한 적이 있었다. 아즈만(Ajman) 토후국과 함리
야흐(Hamriyah) 사이에 위치하는 이 지역은 당시 그저 사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섬
에 불과했다. 이후 1897년 ‘위대한 자이드’의 장인이던 술탄 빈 나세르 알 수와이디

(Sultan Bin Nasser Al Suwaidi)는 이 섬으로의 실제 이주를 신청했는데 영국 정부가 허
락을 계속 미루는 일이 발생했다. 1898년이 되자 평화주의자이자 부유한 진주 교역
상이던 알 수와이디는 더 이상의 이주 연기를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먼저 아즈
만 지역 쉐이크의 동의를 구한 다음 그는 주라섬에 자신의 주거 공간을 건설하기 시
작했다. 이는 물론 ‘위대한 자이드’의 보호 아래 진행되던 일이었다. 그런데 1900년

10월 8일, 영국 정부는 갑자기 ‘위대한 자이드’에게 이 공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주변
의 정치적 균형을 위협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어 1901년 2월 ‘위대한 자이드’는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와 관련해 영국 정부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과거 이런 대우를 받
은 적은 없었음을 전달했다.78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며 계속되던 이 다툼은 1905년
신임 정무 공사 콕스(Percy Cox)가 직접 이 섬을 방문하고 거주를 실효적이고 영구적
으로 금지하자 비로소 종결됐다.79
다른 사건들도 계속 이어졌다. 1906년 주라섬의 소동이 종결되자 정무 공사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로 관계 악화를 야기했다. 그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그리
고 다른 많은 통치자들에 맞서서 이 지역의 부족간 다툼에 간섭하기로 결심했다.80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그에게 정중하게 서한을 보내 통치자들에게 반대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자라섬의 거주 문제는 자신이 희망하던 방향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
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정무 공사는 약간 자랑스러워하며 영국에 의한 ‘조정자 역할’
정책이 아랍 만에 ‘광범위한 안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81 이처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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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커즌 경이 그랬듯이 그도 이 지역에 부족간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부다비
와 그 통치자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바로 이 힘에 의해 부족 시스템
안에서 이 지역에 평화가 지속되는 정치, 사회적 메카니즘이 가능했는데도 말이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우월적 지위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화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관습적으로 해결되곤 했다. 만약 정무 공사가 말하는 소위 ‘광범위
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관습적 방식은 이미 그 작동에 실패했음
을 의미했다.
따라서 1905년 9월 ‘휴전 해안’ 지역의 5명의 쉐이크가 “두바이에서 모임을 가졌
고 존경받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사회를 봤다”82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부족간 분쟁에 있어 영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평화
적으로 해결할 것을 결의했다. 과거에는 부족간 분쟁이 발생하면 곧 전쟁으로 치닫곤
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존경한다는 의미는 사막의 부족들이 감히 다른 부족
을 약탈하지 못하며, 부족간 평화를 깨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싶어도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혹독한 복
수가 이어졌다. 이 첫 회동 이후에 “1906년 4월 말에 합의문이 작성됐고, 여기에는
각 부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도 기록됐다”83 이 합의는 처음에 바니키탑(Bani

Qitab) 부족의 일부가 청원자의 한 성채를 정복하려 하자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에게
보호를 청원한 것에서 출발했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위대한 통치자 자이
드’는 그 부족에게 압력을 가했고 철수를 강요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두바
이와 사르자흐 통치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성과를 “온건함이 승리를 거둔
권고”,84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파괴자에 대한 압박과 제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자주 있
었고,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정무 공사 콕스는 이 평화적 협력 시스템을 방해하
길 원했다. 때문에 그는 1906년 4월 합의문의 윤곽이 드러나자 이 문제는 영국과의
협정과는 거의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그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그는 아랍 만에 대한 영국의 정치적 태도가 변했음을 드
러냈던 것이다. 정무 공사 콕스는 자신만의 어젠다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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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공식 합의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고, 해상에서의 전투 행위 방지에 집중하던 영
국의 과거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었다. 그는 아랍 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감독 절
차를 내륙에서의 일과 부족간 복잡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버렸다.
이러한 자극적 처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정무 공사 콕스를 대
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임했다. 콕스도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몹
시 존중하고 있었다. 1904년 그는 인도의 영국 관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의 영향력은 무스카트의 술탄보다 훨씬 강력하다. (…) 개인적으로 판단하
기에 그는 평화 전반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85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부재
1909년에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서거하자 이 지역은 힘의 공백 상태에 빠져들
었다. 화해를 누구보다 중시했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아랍 부족 사회 안에
서의 권위를 함께 지녔던 인물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다. 그가 사망한 이듬해
에 ‘히야신스 사건(Hyacinth incident)’으로 알려진 일이 터졌는데 이는 그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여전히 폭력사태의 가능성이 이 지역에 잠복하고 있고, 과거
에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권위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제어되고 있었음을 잘 보
여주는 한 사례다.
두바이의 일부 상인들이 무기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장기간 의심받고 있었다. 1910
년 12월 어느 날 해당 토후국 수장의 허가없이 영국측은 무장한 100명의 인원을 영
국 히야신스 선상에서 하선시킨 다음 두바이에 상륙하게 했다.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
한다는 명분이었다. 곧 이어 진행된 교전과 포격으로 37명의 현지 아랍인이 사망했고
다수 건물이 파괴됐다. 영국 선원도 5명 사망했다. 이후 영국측 해군 지휘관은 두바
이를 향한 전면적 포격을 명령했다. 그리고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
고 각종 포격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 도시를 점령해버렸다.86 결국 사태는 더 확대되
지 않고 이 정도에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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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영국과 인도에서 신문에 크게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토후국 사이에 비중있는 공식 서한이 오갔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
는 이 사건을 매우 놀라운 것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한 세기 이상 영국과 평화로운 관
계에 있었고 무역에 있어 차분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휴전 해안’ 토후국 지역(Trucial
Coast)에서 왜 갑자기 이처럼 격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87

그러나 이 ‘차분한 영향력’이 무역의 힘이 아닌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라는 인물
덕분이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1909년에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서거했고, 이
는 곧 아랍 만에서 대규모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의 뚜껑이 열렸음을 의미했
던 것이다. 그의 서거는 이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부재를 의미했고, 압박과 반박을 걸쳐 상존하던 잠재적 무질서를 통제해가던 복잡한
정치 구조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했다.
이 지역 다른 부족의 통치자들도 이 시스템이 주는 혜택을 알고 있었다. 많은 경우
에 부족의 리더들과 통치자들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결정과 뜻을 존중했는데,
이는 어떤 협정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고,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처럼 효율적으로 이 지역에 평화를 가능케 하고 지속되게 하는 틀을 제공했던 것이
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한마디 말이 효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질서 파
괴자를 응징하기 위해 병력을 소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는 커즌 경도 언
급했듯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영국 정
부의 새로운 간섭 정책으로 인해 이 시스템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결론적으
로, 회고하건대 만약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그가 통치하던 수
십년 동안 과연 이 지역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의 서거는 공교롭게도 이 지역 정치에서 또 하나의 주역이었던 영국 정부가 자
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열중하던 시점에 발생했다. 영국 관료들도 위대한 인물의
서거에 슬픔을 느꼈지만 자신들에게 맞설 능력을 가졌던 강력한 통치자의 부재로 인
해 이 지역 정치가 더 순항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기도 했다. ‘위대한 통
치자 자이드’가 서거한 직후 몇 년간 이런 영국의 확신과 성공은 정점에 달했다. 이
시기에 영국 정부는 오스만 제국과 경계를 확정짓는 합의에 도달했다.88 또한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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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쿠웨이트89와 석유 개발권과 관련한 어떤 계약의 사인에도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휴전 해안’의 통치자들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90 영국 정부의 목적은 이 지역의 통치자들이
영국의 권고와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91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영국 정부의 책임은 확대했고 이 지역 통치자들의 독자성은 축소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랍 만 국가들은 오직 영국 관료를 통해야만
외국 기업이나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아랍 만
국가에 대한 비자와 접근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갖게 됐다.92 또한 영국의 인도 식민
지 정부인 ‘라즈(Raj)’는 아랍 만으로도 관료를 파견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라즈 정부
가 인도에서 행사하던 힘을 아랍 만에서도 동일하게 행사하길 원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영국의 위신과 이에 대한 현지인의 믿음은 1913년을 정점으
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책 제2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영국 해
군과 인도 용병이 이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는 아랍 만 주민들로 하여금 영국 군사력
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했다. 이 함대는 원래 일정에 맞춰 아랍 만을 따라 북쪽으
로 순항한 후 쿠웨이트와 인접한 지점에 닻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이라크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오스
만 제국(Ottomans)을 축출하기 위해 처음에는 바스라(Basra)에서 다음으로는 바그다드
까지 계속 북쪽으로 진군했다. 여기에는 전체 아랍 지역의 투르크 제국(Turkish)에 대
한 충성심 약화라는 목표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군에 의한 콘
스탄티노플 인근의 갈리폴리(Gallipoli) 상륙 작전도 함께 진행됐다. 이 역시 오스만제
국의 힘과 위신에 도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시도였다.
영국의 이 두 전략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인도 용병은 아랍의 남부에서 목
표 달성에 실패하고 오스만 제국 병력에 의해 쿠트 알-아마라(Kut al 'Amara)라는 마
을에서 포위당했고 결국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갈리폴리에서
의 작전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치욕스럽게 철수해야 했다. 이런 소식은 즉시
아랍 만과 아랍 전체로 퍼져나갔고, 영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히야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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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이미 토후국의 영국에 대한 신뢰는 퇴색했고, 영국 해군의 힘과 영국에서
파견된 정무 공사의 힘에 대해 과거 두려워하던 토후국 수장들은 영국측이 각종 포
고를 집행할 실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93 거의 한 세기 동안
영국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표현인 ‘도덕의 힘’에 기초하고 허세와 위협을 통해 아랍
만에 효과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94 그러나 쿠트와 갈리폴리의 실패 이후 영국
에 대한 믿음은 매우 취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서거 이후,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만큼의 권위를 가진 토후국 수장은 출현하지 못했다.

1919~38년, 내전의 시기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됐지만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의 균형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변했기 때
문이다.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이 지역의 안정에 참여했던 과거의 그 어떤 세력도
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이 붕괴됐고, 이라크, 팔레스
타인, 시리아, 레바논 등 신생 아랍 국가들이 등장했다. 물론 이들 국가는 모두 영국,
프랑스, 또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아랍 각국은 기만당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
국의 과거 속국들이 승전의 결과로 부여받은 혜택과 같은 수준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아랍인들은 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1882년부터 영국의 속국이던 이집트에서 1919년 발생한 혁명의 와중에
민중봉기가 발생했다.95 많은 무장 충돌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1922년 영국
은 이집트에게 제한된 독립국의 지위를 허락했다. 1922년과 1930년에 체결된 신규
협정들에 의해 영국의 이라크 위임 통치는 차츰 그 영향력이 감소했고, 1932년 이라
크는 완전한 독립을 획득했다. 국경 안에 유대 ‘민족 국가(National Home)’를 재건한
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가 포함된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은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부터 아랍인들의 폭력을 수반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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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통치 지역에서 아랍을 쪼개고, 새로 추가된 지역을 인종과 종교에 따라 분할 통치
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상황들에 보다 능숙하게 대처했다.96
이런 변화에 관한 소식은 빠른 속도로 아랍 만 전체에 퍼졌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아랍 지역 신문과 잡지는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이처
럼 변화된 정치적 현실을 현지 주민들이 알게 되자 영국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던
마음은 차츰 감소했다. 더구나 다른 현지의 통지자들과도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위
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통치하던 시절에 가능했던 것처럼 그 역할에 어울리는 신망을
부족민들로부터 받으면서 영국을 지원해줄 현지 통치자는 없었다. 또한 1919년에서

1930년 사이에 두바이 지역을 제외한 아랍 만 모든 토후국에서 통치자가 교체됐고,
심지어 두바이 지역에서도 통치자의 권위는 도전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국측도
오래 재임하던 콕스는 작위를 받고 승진하여 이라크 신정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신임 정무 공사가 부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관료 가운데 이 지역을 이해
하고 현지 통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기 근속한 인물은 찾아보
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97
더 심각한 문제는 영국 정부의 어리석은 경비 절감 방침이 불러온 정무 공사의 위
신 추락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경비 지출은 지난 1914년의 번성하던 영국
경제를 망가뜨렸다. 영국 본토에서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정부 지출 예
산이 삭감됐다. 아랍 만 해안 순회와 현지 통치자들에게 어울리는 접대 업무 수행을
위해 정무 공사에게 배치됐던 요트 선박도 이런 경비 절감의 와중에 회수당했다. 즉,
그가 업무상 순회가 필요한 경우라도 영국-인도 선박 회사의 정기 증기선의 승객 신
분으로 여행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정무 공사가 어떤 토후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 아랍 수장이나
중요 인물을 접대할 영국인만의 편의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부
족의 고유한 전통적 가치가 작동하는 이 세계에서 영국 정무 공사는 자신이 받은 후
한 접대를 보답할 적당한 수단이 줄었다.98 런던의 중앙 정부가 보기에 이는 분명 사
소한 문제였겠지만 이곳 아랍 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결국 1930년에 영
국 정부는 정무 공사에게 요트를 다시 배정해줬음에도 그 손실은 쉽게 회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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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한 번 추락한 위신은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영국 정무 공사의 힘
과 존재감이 현지인에게 하나의 추억거리로 여겨지는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로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후 1929년에 이르러서는 아랍 만에서 콕스의 후임으로 차
례로 발령받은 정무 공사의 이름을 현지인 그 누구도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99
만약 영국이 1918년에 이곳 아랍 만으로 복귀할 시점에 과거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와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영국 정부는 우유부단함과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이곳 아랍 만을 담당하는
부서의 상당한 에너지가 영국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시시한 언쟁들을 커버하기 위
해 소진되고 있었다.100 또한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정무 공사
의 요트를 회수했던 사례처럼 경비 지출 절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101 요
약하자면 커즌 경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조타수가 있던 자리에 표류하는 정책이
들어앉은 형국이었다.102 이런 힘의 공백은 아부다비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
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승계한 통치자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바니야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
이다.
이 ‘휴전 해안’에서의 질서 유지는 언제나 중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원칙을 기
반으로 강력한 인물이었던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과거 50년 이상 이 지역의 무질
서 요인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바니야스 동맹의 근저에는 이기심도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학자가 분석한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 통치자는 용맹, 공정, 정직, 지성, 관용 등
을 탁월하게 잘 결합하여 통치해야 했고, 자신의 친인척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도록”103 해야만 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를 승계한 통치자들이 잠시 그
의 후광 효과에 기댈 수 있었지만, 조만간 정치 시스템에 내재하는 지방 분권적 경향
이 다시 표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1912년에 아부다비의 신임 통치자 쉐이크 타눈 빈 자이드(Shaikh

Tahnun Bin Zayid)는 동맹 부족인 알 다와히르(Al Dhawahir)로부터 알-아인 지역에 위
치한 이웃 부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104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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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09년에서 1912년까지 아부다비를 통치하고 있었다. 또한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그의 후임 통치자였던 햄단 빈 자이드(Hamdan Bin Zayid)는 부족간 분쟁을
조정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알 마나시르(Al Manasir)와 알 아와미르(Al 'Awamir) 부족
간 다툼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부족은 모두 바니야스 부족의 동맹 부족이었다. 참
고로, 그는 1912년부터 1922년까지 아부다비를 통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족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새로운 요인이 생겼다. 첫째와 둘째 요인은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부재와 영국이 가졌던 권위의 추락이었다. 그
리고 셋째 요인은 정치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에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에 거주하는 나즈드 부족의
통치자 압둘 아지즈(Abdul Aziz)의 힘과 권위는 무척 강력해졌다. 그는 1913년에 아랍
만의 국경 지역인 알-하사에서 오스만 제국 세력을 축출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1918년이 되자 영국은 그를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
가했다. 예전에는 사막의 여러 부족들은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막강한 후견
인’이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점차 알-하사(al Hasa)에 있는 압
둘 아지즈의 대리인 압둘라 빈 질위(Abdullah Bin Jilwi)일 것이라고 바뀌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동맹 세력과 일을 꾸미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바니야스 부족과 동맹
부족을 공격하는 부족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유일한 경쟁 세력
이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니야스 부족을 약화시키려 했다.105 한편으로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의 오랜 관행이었고 부족간 정치의 출렁거림 가운데 하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경제적 동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지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현지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1918년부터 사우디아
라비아는 가능한 더욱 많은 석유 매장 후보지를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후임 통치자들은 이러한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용 가능
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아부다비 통치자의 수입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
후 위축된 무역의 결과로 감소했고, 반면 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과 지원금
수요는 증가하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아부다비 통치자에게 매우 적은
대가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압력이 강해지자 바니야스 부족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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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바니야스 통치자의 재임 기간이 짧아지자, 과거의
안정적 권위도 사라졌다. 참고로, 1855년부터 1909년까지 무려 54년 동안 아부다비
통치자는 단지 한 명이었다.
하지만 1909년에서 1928년까지 19년 동안에는 차례로 4명의 통치자가 존재했다.
햄단 빈 자이드의 재임 이후 1922년에서 1926년 사이에는 술탄 빈 자이드(Sultan Bin

Zayid), 그 다음으로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는 사크르 빈 자이드(Saqr Bin Zayid),
이렇게 그의 두 형제가 차례로 짧은 기간 통치했다. 지배 가족 내부의 이런 불안정과
무질서는 1928년 쉐이크 샤크부트가 권력을 승계하고 나서야 종결됐다.106

1922년에서 1928년까지의 이 기간을 평가하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를 부족 정치의 특징이자 1855년 이전에 만연하던 폭력적 방식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환경에서 비롯된 비정상적 기간으로 보는 시각이
다. 당시 영국 관료들은 이에 대해 훨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두 번째 시각이 실재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약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폭력적 수단에 의한 권력 질서의 변동이 발생한 것은 1922년에서 1928
까지의 짧은 몇 년 동안에 불과했다. 다른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권력 승계가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발생했던 그 불안한 방식의 권력 승
계도 이 지역과 국제적 시각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회, 정치적 불안정이 생겨나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형식
은 상이했으나 대부분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또한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격동의 시기였다. 그리고 1929년에 정치 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자 이번에는 세계경제
에 1930년대의 대공황이 급습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쉐이크 자이드는 이런 불
확실성의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했다.

젊은 시절의 쉐이크 자이드
이 지역에 출생증명서와 문서 기록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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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의 생년월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가 태어
난 날짜뿐 아니라 심지어 몇 년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해인 1918년에 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신빙
성 있다. 그가 언급된 최초의 기록은 아주 어린 시절에 모친을 따라 아부다비를 떠나
알-아인으로 여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이 여행은 슬픈 여행이었다.
알-아인으로 향하던 이 여행의 도중에 어린 쉐이크 자이드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
어야 했기 때문이다. 1926년 7월 12일, 모종의 신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겠지만
당시 통치자이자 그의 부친인 쉐이크 술탄은 자신의 부인 쉐이카 살라마흐 빈트 부
티 알 하미드(Shaikha Salamah Bint Butti Al Hamid)와 막내 아들 자이드를 포함한 가
족의 안전을 장남 샤크부트에게 위임하고, 이들을 안전한 알-아인 지역으로 미리 떠
나보냈던 것이다.
셋째 아들 칼리드는 그와 아부다비에 남았다.107 그리고 며칠 후 쉐이크 술탄은 시
해당했고 자이드와 형제들은 부친을 잃었다. 이후 쉐이크 술탄의 장남 샤크부트는 가
족을 책임지고 돌보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동생 자이드에게 샤크부트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필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자이드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상반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유년기
에는 아부다비에 소재한 부친의 집에서 생활했고, 이후 부친이 통치자가 된 이후에는
알-후슨(al Husn) 궁전에서 생활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는 쿠란의 시를 익히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어린 나이에 부친의 자문기관인 마즐리스에 조용히 앉아 대화를
경청하고 학습하기 시작했다. 곧 그는 부친의 방문객들에게 질문을 할 정도로 자신감
이 자랐고, 동년배에 비해 지혜가 월등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했다.108
한편, 1926년 알-아인으로 옮겨간 이후 그는 바니야스 부족의 한 분파인 알 쿠바이사
트(Al Qubaisat)라는 그의 어머니가 속한 부족 지역에서 생활했다. 즉, 이 시절의 그는
완전히 베두인족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이다.109 과거 아부다비에서 간접적으로 대략
경험했을 뿐이었던 사막 부족의 주요 이슈와 관심을 외할아버지 부티(Butti)의 마즐리
스에서 그는 처음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명예와 매일 계속되는
부족간 전투에 대해, 특히 분쟁이 한층 가열되던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는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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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이후 부족간 부침과 다툼은 당시로부터 한 세기 이전에 그와 이름이 같았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젊은 시절에 직면했던 이슈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을 깨달았다. 알-아인에서 보낸 이 젊은 시절에 쉐이크 자이드는 그의 조부가 지휘하
는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그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사막의 통치자에게 필요한 용기,
공정, 정직, 지혜, 관용 등의 미덕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 역시 현실에서 매일 부족들
을 조정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격했다. 즉, 그는 부족민
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보통 대부분
의 아동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쉐이
크 자이드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알-아인 지역의 베두인족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소년 시절
부터 요령있는 사냥꾼이었고 항상 칭찬 받을 정도의 사격 솜씨를 갖고 있었다. 그는
굳세고 인내심이 있고 무엇보다 사막의 전사다운 내면과 용기를 갖추고 있었다. 비록
이처럼 육체적 강점과 용기가 있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툼을 피하고자 노력하
는 자세를 견지했다. 진실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많지 않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인 인내심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친구들과 부족 사람들은 평가한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도 쉐이크 자이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적절한 시점이 오는 순간까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
다. 그리고 이 특성은 그의 성취에 크게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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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행인

1928년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손자인 샤크부트가 통치자로 새롭게 선출된 것
이 아부다비 지역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이는 혈족 내부의 광범위한 지지뿐 아니라
숙부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에 의해 통치되는 새로운 권력 세대의 등장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바로 직전까지 전개된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피로감이
존재했고 평화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도 생겨나고 있었다. 이 희망은 새로운
통치자의 부임 이후 즉시 쉐이크 샤크부트를 방문했던, 사르자흐 토후국에 머물던 아
랍 담당 공사의 경우 더욱 강했다. “신임 통치자인 쉐이크 샤크부트와 아부다비의 지
배층들이 차례로 승선했다. 함장은 아부다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아부다비가 평정을 되찾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1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신임 통치자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책임감
이 강했다. 무엇보다 그는 모친 쉐이카 살라마흐(Shaikha Salamah)가 아들들에게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 남동생의 헌신적인 지
지를 받고 있었다. 이 형제간 단결은 아부다비의 신임 통치자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아부다비는 늘 불안정한 이 지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안정
된 곳이 될 수 있었다.2 지배층 가족 안에 분열적 다툼이 없고, 신임 통치자가 ‘위대
한 통치자 자이드’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자 숙부인 칼리파 빈 자이드

(Khalifa Bin Zayid)의 지원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은 더욱 안정됐다. 그는 이 시
점부터 자신의 막내 동생인 쉐이크 자이드에게 아부다비의 통치권을 승계한 시점까
지 거의 40년 동안 이 지역을 통치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바니야스 부족의 지도자로 선출되고, 아부다비 지역의 통치자
가 되던 시기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서거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고,
그 동안 이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과 아부다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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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와의 복잡한 관계는 쉐이크 샤크부트 개인의 노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30년대에 사막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후 1939년이 되자 영국 관료들도 그가 주요 지역인 리
와(Liwa)와 알-아인까지 아부다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주변 지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3 영국 관료에 의해 작성된 군사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46년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대리인으로 이 지역에 부임하기 전까지 아부다비의 지위가
예전처럼 굳건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이 지역 부족들에게 있어 쉐이크 샤크부트
의 권위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다른 난관에도 봉착했다. 이 난관은 정치적 성격보다 경제적
성격이 강했다. 아부다비 통치자의 재정은 진주 무역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걸
프 전역에서 진주 무역을 통해 1925년 기준으로 약 3백만 루불의 이윤을 남기고 있
었다.4 진주 무역에서 아부다비가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분
이 세금 형태로 통치자에게 흘러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후퇴와 일본에 의
해 개발된 진주 양식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진주 무역은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 이
효과는 다양했다. 단지 쉐이크 샤크부트의 수입만 감소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 부유
했던 가문들이 몰락했고, 진주 채취에 종사하던 부족들 가운데 실업과 불평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취임 초기부터 쉐이크 샤크부트는 지출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 그는 진주 무역과
관련해 생긴 수입을 바로 지출해버리는 일은 없었다. 누군가 세금 수입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지출하려는 생각이 들 때, 아부다비의 통치자를 방문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
다. 쉐이크 샤크부트 자신이 마치 스파르타 사람처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전통에 따라 그의 세금 수입 대부분은 보조금 형식으로 부족민에게 재분배되고
있었다. 관행적으로 각 부족의 쉐이크들은 이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부족의 쉐이크들은 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추종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해
변에서 창출된 부는 이런 방식으로 사막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진주 채취로 발생하는 세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기존의 여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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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감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
해지면서 쉐이크 샤크부트는 부족의 충성심 동요를 경험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무엇
보다 알-아인 지역에서 빈곤이 심해지자 통치자의 보조금과 부족민의 충성심이라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5 쉐이크 샤크부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가 통찰력을 가진 부족장은 아니었다고 평가하면서 상황은 더
욱 악화됐다. 쉐이크 샤크부트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영국인 오웬(Roderic Owen)은
그의 위트와 지성을 존경하고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그를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는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고, 대중 앞에서 연기하는 재능이 부족했
다.”6는 기록을 남겼다.
세계적으로 사치품에 대한 시장이 위축되고 일본에서 저렴한 양식 진주가 개발되
면서 아랍 만에 세계적 불황의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글로벌 경제 후퇴는 이 지역 경
제에 아주 큰 충격을 가했다. 아부다비는 진주 산업과 함께 번영을 누렸고 그것은 유
일한 자원이었다. 두바이와 달리 아부다비는 배가 정박할 천연의 항구도 갖지 못했
다. 이 때문에 진주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도 함께 쇠락할 수 밖에 없었다. 한
편, 알-아인은 아부다비에 비해 물이 풍부한 편이었고 농업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어
지는 여행객 덕분에 상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 심지어 바니야스 부족의 원래 고향인
리와 지역 주민들도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대추야자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며 전
통적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었다. 바니야스 부족이 처음 이곳 아부다비로 온 것은
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변에서의 진주 채취와 무역이 쇠퇴하자 힘의
균형은 다시 쉐이크 샤크부트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사막의 부족 사회로 이
동했다.
이는 처음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쉐이크 샤크부트는 베두인 부
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막내 동생 쉐이크 자이드와 마찬가지로 사막
과 검소한 삶을 사랑했다. 그의 애호는 매사냥이나 시 창작과 같은 전통적인 것이었
다. 그러나 부족민의 충성심은 매우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왠지 마
음이 가는 리더와 자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인물을 추종했다.
통치자가 부족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전통은 잘 구축되어 있고 베두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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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족민은 큰 시련을 겪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부족민의 충성을 유지하
기 위해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쉐이크 샤크부트는 지출을 신중하게 하기 위
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출과 관련한 그의 신중함이 언제 시작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통치를 시작한 첫 10년은 대공황 시기와 일치한다. 그로써는 통치
스타일을 결정해 나가던 시기였다. 진주 관련 수입이 사라지면서 아부다비에 들이닥
친 대재앙은 쉐이크 샤크부트를 뿌리 깊은 보수주의에 물들게 했고, 그는 평생 그것
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도 이 고난의 시기를 경험한 전 세계의 동년
배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성을 갖게 됐고,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 다시 재현되지 않
을까 항상 두려워했다.

석유의 발견과 국제적 환경의 변화
진주 산업에서 발생하던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통치자의 수입도 실질적으로 감소
했는데 다행히 동시에 새로운 두 가지 소득원이 생겼다. 하나는 영국 공군 기지를 사
용하는 대가로 영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단서 조항도 있었
다. 이는 아부다비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국 정부가 이런 저런 간섭을 하게 됨을 의미
했다. 대신 이 일로 쉐이크 샤크부트는 매년 4800루피를 벌 수 있었다.7 그러나 진주
산업의 쇠퇴로 말미암은 세수의 감소를 보충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 훗날 석유
개발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비교하자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시 석유
개발권은 통치자 소득 증가의 새로운 원천으로 매우 중요했다.

1930년대 초반 이 지역의 모든 세력 판도는 아부다비 사막 아래에서 석유가 개발
된다는 전망에 따라 재편되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휴전 해안’ 지역의 모든 석유 자산에 대한 개발권을 영국 기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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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태도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독점한 이후 더욱 강고해졌다. 1922년의 조약을 근거로 영국은 이들 지역이
영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부족장들은 어
떤 기업에게 석유를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35년에 영국 소유의 이라크 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는 휴전 해안 석유
개발(Petroleum Development Trucial Coast Ltd.)이라는 석유개발회사를 설립했다. 1939년
이 기업은 영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쉐이크 샤크부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양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국이 동시에 협상 중이던 다
른 부족장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쉐이크 샤크
부트는 이 ‘휴전 해안’ 지역의 어느 부족장보다 높은 금액인 30만 루피를 계약 대가
로 받았고, 매년 10만 루피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가 매년 지급받기로 한 이 금액은
시간경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조건이었다.8 아직 한 방울의 석유도 발견되기
전이었음에도 이들 기업은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그의 전임 통치자 가운데 누구도 소
유하지 못했던 많은 재원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토후국 수장들에 대한 석유 회사와 영국 정부의 태도는 관계에 있
어서 근본적인 모호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국경 안의
모든 지역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쉐이크 샤크부
트와 그 전임 통치자들은 주권자의 자격으로 영국과 다수의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영국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섭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반면 토후국 수장들은 영국과 체결한 계약을 법률적 관습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제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들은 믿고 있었다. 더구나 토후국 수장들은 홀로
자국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었다. 석유회사에 의해 지급되는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광물 관련 허가나 그와 관련한 수입은 단지 선물이 아니고 합법적 대가였다. 또한

‘휴전 해안’에서의 첫 석유 계약 체결 과정을 분석해 보면, 영국 관료들이 현지 토후
국 이익보다 영국 석유회사의 이익을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회사들은 ‘휴전 해안’의 통치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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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10 이 금액은 석유 탐사에 특권을 주는 대가이며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이었다.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를 포함해 이 지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이 돈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자신들이 석유회사의 수중에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발
휘했다.11 1930년대에 쉐이크 샤크부트는 표면적으로 영국정부에 의한 추천장 접수를
일단 거부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 거부 행위 때문에 상당한 추가 소득이 생겼
다. 또한 그는 영국측의 첫 제안은 최선의 제안이 아닐 것으로 여기고 지혜롭게 대부
분 거절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신중한 협상 태도는 영국 관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
다. 예를 들어, 쉐이크 샤크부트가 계약에 사인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영국 정무 공사
폴러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기소하기도 하
고 아부다비 지역 외부로의 여행을 위한 허가증 발급을 거절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런 고압적 태도는 정무 공사뿐 아니라 다른 관료들에 의해서도 자행됐다. 통치자에
대한 폴러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알게 된 영국 정무국 인도 사무소의 국무대신 깁슨

(J.P.Gibson)은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제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이 즐겁다.”12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9개월 전인

1939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아랍 만
의 모든 통치자들이 연합국 편을 들었지만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영국측으로부
터 압력을 받았고, 1939년에는 부당하게 기소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을 결코 잊지 않
았다. 이후 그는 영국 정부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 지역의 모든 갈등은 일시 중지됐다. 그러나 전쟁이 종
결되자마자 해묵은 논쟁이 재연됐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된 후 불과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바레인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공
사에게 “공사께서 7월 10일 보내온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나의 영토 안의 모든 외국
인과 영국의 자산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이는 오랜 관행 가운데 하나
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나는 이 관행을 유지할 것이고 당신의 주장에 동
의합니다.”13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신중한 톤은 매
우 중요하다. ‘오랜 관행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고 영국
정무 공사였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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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국 관료의 개인적 특사는 쉐이
크 샤크부트를 지지하고 있었다.14 쉐이크 샤크부트는 영국측이 다시 자신을 속이려
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더구나 영국에 의해 취해진 이와 같은 낡은 압박과 지배력 강화 정책은 쉐이크 샤
크부트와 다른 토후국 수장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6년
이라는 시간을 연합국 진영 편에 서 있던 이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영국은 전쟁 종결이 가시화되자 이 지역 국가들에 자신의 지배력을 강
화해둘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15
거의 20년 동안 쉐이크 샤크부트는 아부다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의 이런 점
증하는 간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의 이런 노력은 대부분 별 효과를 거
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점증하는 외국의 간섭은 아랍 토후국이 점차 국제 정치와
경제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아랍 만은 격렬한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대체로 한 걸음 떨
어져 있었다. 경험했던 심각한 전투라고는 이탈리아 전투기에 의한 바레인 폭격이 유
일했다.16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였지만,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에서 발생
한 사회적 정치적 격변도 이곳 아랍 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만 아랍 세계에서 진행되는 광범위한 변혁은 피하기 어려웠다.
아랍 만은 과거 식민지 인도로 가는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국만 관심
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전쟁하는 와중에 미국 정부도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미국 석
유회사가 다른 곳의 석유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힘의 우위가 서서
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5년 2월에 이집트의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서 미국 루즈벨
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압둘 아지즈(Abdul Aziz)와 회담한 것이 그 전환점
이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은 아랍 세계 전역, 그리고 특히 아랍 만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맡으려 시도했다.
한편, 이 시기의 외국 세력은 차츰 증가하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무장한 아랍 세계
를 마주해야 했다. 1945년의 아랍연맹(Arab League) 출현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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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상징성이 아주 강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종결되자 모든 전략적 분석
가들이 아랍 세계의 거대한 경제, 정치적 잠재력을 주목했다. 이후 개발된 석유와 비
교해보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만에서 개발된 석유는 미미한 양이었지만 영
국, 미국, 구 소련, 이 세 강대국은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이 이 지역으로 옮
겨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 과거 동맹국은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특히 미국은 영국의 우위
를 용인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17 아랍 만 통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의 후견과 보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잠재력을 드러낼 새
로운 기회를 만난 셈이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47년에 진행된 인도 독립은 아부다비와 영국 간의 관계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했다. 런던의 외교부는 아랍 만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이전
에는 인도에 파견된 영국 관료들과 역할을 분담했었지만 이제는 홀로 그 역할을 맡
아야 했다. 비록 영국 외교부가 이전과 동일한 관료와 현지 도우미를 운용하긴 하지
만 인도에서 업무 내용과는 정치, 외교적으로 완전히 상이했다. 이런 이동과 변화는
아부다비의 통치자와 그의 정부의 행동에 있어 충격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지
역 대부분의 사람들도 과거 익숙하던 틀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광범위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내부 변화
1928년에 쉐이크 샤크부트가 권력을 승계한 이후 아부다비는 경제적으로는 불안
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대적 안정기를 경험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권력을 승계
한 환경은 이 지역 권력 시스템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
는 스스로도 뛰어난 자질을 가진 통치자이기도 했지만 형제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혈
족의 합의에 의해 선출됐다. 한편, 당시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젊은 나이였던 쉐
이크 자이드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찰자로 머물고 있었다. 마침 아부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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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쉐이크 샤크부트를 통치자로 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출현하면서 젊은 쉐이
크 자이드 역시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통치 가족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었다.18
이처럼 쉐이크 샤크부트의 승계는 과거 아부다비의 훌륭한 통치자들이 펼쳐보였
던 정치가 그러했듯 보다 협력적인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28년부
터 그는 힘과 권위의 중심 축 역할을 떠맡았고, 통치자로서 존중받았다. 당연한 이치
지만 가족과 가까운 동맹 세력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통치하던 기간이 그의 가장
효율적 통치기였다. 대체로 심각한 긴장은 이 본질적인 조화가 흔들리는 경우에 발생
한다.19 이는 전통적 부족 통치체제의 변화무쌍함 가운데 잘 확인되어 왔으며 체제 안
에서 행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쉐이크 샤크부트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틀은 부족 시스템 안에 이미 내재하던 특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었다.
전통적 권력 구조는 한 명의 통치자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되, 그가 역할을 잘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과 부족이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제어가 필요한 상황
이 전개되면 통치자의 가족이 전체 사회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떠맡을 책무가 있었
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권력행사를 방해하는 부정적 성격의 제어장
치였다. 쉐이카 살라마흐(Shaikha Salamah)가 그녀의 모든 아들들이 통치자인 형을 배
신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킨 이후, 통치자 가족의 이 책무는 보다 적극적이고 통치를
지원하는 긍정적 성격의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이 지역의 통치자와 가깝게 접촉을 해본 소수 그룹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차츰 영국은 쉐이크 샤크부트 말고도 쉐이크 칼리파와
그의 형제를 포함한 그의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고 회의도 하게 되는 일이 생겼기 때
문이다.20 예를 들면 바레인에 근무하는 정무 주재관 로크(Loch) 대령이 이 지역의 공
군 기지 임대와 관련한 정산을 위해 1935년 2월 아부다비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는 쉐이크 샤크부트와 숙부인 쉐이크 칼리파가 함께 그를 어떻게 융숭하게 접대했는
지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에서 로츠 대령은 이들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힘
들었으나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쉐이크 샤크부트의 친척들
이 배석한 자리에서 그와 합의를 위해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상세히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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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신의 친척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합의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하다.21 비록 최종 결과는 쉐이크 샤크부트 혼자만이 사인하고 그의 이름
으로 날인됐지만 체결된 계약은 분명 가족의 집단 결정이었던 것이다.
아부다비 권력 구조에서 진행된 이런 변화는 추가적 사실들이 알려지기 전까지 외
부인은 잘 모르고 있었다. 바레인에 주재하던 정무 담당 외교관 가운데 아부다비 지
역 책임자는 1944년 말에 “이 국가는 개방되어 있고 아부다비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각자 맡은 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차, 비행기, 메
뚜기 퇴치 인원 등을 낯설지 않게 느끼고 있다.”22라고 보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전 이전에 영국은 아랍 만을 다른 외세로부터 경제,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시도했
다. 그러나 이 시도는 1947년 실패로 끝나게 된다. 전쟁이 종결되자 영국 관료는 젊
은 세대로 교체됐다. 이들은 아랍 만에 파견되기 전에 다른 아랍 지역에서 외교적 경
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아랍 만을 대영제국이 지배하는 인
도인 라즈(Raj)의 변방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선배 외교관을 대체하며 이 지역에 파견
되고 있었다. 아랍 리더들의 세대가 바뀌는 것과 이들 젊은 외교관이 파견된 것이 시
기적으로 일치했다. 이들 젊은 외교관들은 선배 외교관에 비해 아랍 리더들에게 더
경의를 표했고, 더 세련된 태도로 업무를 추진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 전에 출생한 쉐이크 샤크부트와 같은 구세대 아랍 통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쉐이크 샤크부트의 경우 개인적으
로 영국 관료의 언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경험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보다 젊
은 세대였던 쉐이크 자이드와 이들 영국의 젊은 외교관은 빠르게 신뢰를 쌓을 수 있
었다.
전쟁이 종료되고 나자 변화에 더 열정적인 곳은 바닷가에 위치한 아부다비 지역이
아니고 내륙의 깊은 사막 지역이었다. 오아시스 지역인 알-아인은 도시인 아부다비로
부터 내륙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다.23 ‘휴전 해안’ 석유 개발(PDTC)의 대표인 헨더슨
은 1948년에 바닷가에서 출발해 오아시스 지역까지 자동차로 여행한 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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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지어진 가옥들이 키 큰 대추야자 숲 아래 펼쳐져 있
다. 마을 사이로는 관목 숲이 보인다. 북쪽으로 소규모 아카시아 숲과 다른 가시나
무가 보인다. 남쪽으로 두 개의 황량한 제벨 하피트(Jebel Hafit) 산자락이 보이
고, 산 줄기는 오아시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추야자 숲이 몇 개 더 펼쳐지고 있
다. (…). 각 마을은 몇 개의 요새가 있는데, 감시탑이 하나뿐인 형태부터 쉐이크가
거주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감시탑은 보통 원통형이고 30피트 정도 높이이고 최
상단에는 총을 발사하기 위한 구멍이 있다. 쉐이크가 거주하는 대형 건축물은 단층
으로 지어진 여러 방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다. 이들 방은 커튼으로 벽을 대신하
고 건축물의 모서리와 출입문에는 작은 탑이 있다.24

뿐만 아니라 바니야스 부족 입장에서 볼 때 이 알-아인 지역에는 다수의 중요한 부
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알 다와히르(Al Dhawahir) 부족은 알-힐리(Al

Hili), 알-카타라흐(Al Qattarah), 알-지미(Al Jimi), 알-무타리드(Al M'utarid) 등의 지역
에 거주하며 자급자족을 위해 가축을 기르고 과일, 대추야자, 채소 등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또한 알 나임(Al Na'im) 부족의 다수가 하마사흐(Hamasah)를 근거지로 삼고
오아시스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알 아와미르(Al 'Awamir) 부족은 알-아인 전
역에 흩어져 거주하며 전통적으로 바니야스 부족을 지지하고 있었다.25 하지만 아부
다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은 내륙의 아라비아(Arabia)와 오만(Oman)이었다. 무역과 외부 소식은 바티나 해
안에서 출발해 오아시스를 거쳐 아부다비를 향해 움직였고 이는 다시 남쪽으로 전해
졌다.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은 아부다비 토후국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스카트

(Muscat)의 술탄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다.26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무라흐(Al Murrah)
부족을 비롯해 사막의 여러 부족에게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다.27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 지역이 큰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에 현지에서 성장했다.
한편, 그의 친형인 통치자는 내륙 지역인 알-아인과 리와에 대한 아부다비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곳 사막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륙에서의 일이 순조롭
지 않다는 보고를 받곤 했다. 부족 세계의 정치는 권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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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아부다비의 힘이 약
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예를 들어, 그는 알 나임과 같은 부족은 통치자인 쉐이크 샤크
부트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서쪽의 세력,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통
치자에 의지하려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부다비에 속한 부족 가운데 일부에
영향력을 갖길 오랫동안 원했었다. 수년에 걸쳐 알-하사(al Hasa) 지역의 통치자인 압
둘라 빈 질위(Abjullah Bin Jilwi)가 파견한 세금징수관이 주민들에게 가축과 다른 재
산에 대한 자카트(zakat) 지급을 요구했다.28 1930년대 초반부터 이 요구는 빈 질리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주민은 그가 통제하고 있는 다른 부족에 의해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암묵적 제재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미 1920년대 후반에 영국인 여행
가 토마스(Bertram Thomas)는 아랍 만에 주재하던 정무 공사에게 “이븐 사우드(Ibn

Saud)의 자카트 징수관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알 무라흐 부족에 의해 바니야스 부
족 가운데 하나가 약탈당했고 낙타 150마리를 빼앗겼다. 따라서 자카트 납부는 약탈
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29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당시 여행가 토
마스는 무스카트의 술탄에게 고용된 인물이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징수관이 한번 다녀가곤 했는데, 이는 알-아인 지역과
알-다프라흐 지역의 많은 부분이 관여된 복잡한 내부 사정 가운데 하나였다. 쉐이크
자이드가 지배층 가족 가운데 그 누구보다 이 오아시스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
기 때문에 1930년대에 그는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자신이 알

-아인 지역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부다비 해변에 있을 때보다
사막 지역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고, 알-아인 지역을
떠난 이후에는 이 자발 하피트 산자락의 사막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감추지 않았다. 비록 쉐이크 자이드의 친형 쉐이크 샤크부트도 이 사막을 자
주 방문했고, 마지막 여생을 알-아인 지역에서 보내기도 했으나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그는 끝내 부족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알-아인을
방문하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동생 쉐이크 자이드가 현지 부족민들로부터 사
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와 쉐이크 자이드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형제관계가 혼합된 성격의 것이었다. 두 인물 사이에는 상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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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충성, 신뢰가 존재했다. 분명 나중에 쉐이크 샤크부트가 처음보다 겁이 많고 의심
이 많은 통치자로 변해버린 시기에도 아부다비에 소재하는 자신의 거주공간에 숙박
을 허용했던 유일한 형제는 바로 쉐이크 자이드였다.30 그에게 있어 쉐이크 자이드는
각종 풍파와 위험 속에서 언제나 큰형인 자신을 지켜주려 애쓰는 동생이었던 것이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정치적으로 빈틈없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막내동생
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쉐이크 자이드에게 직책을 부여하면 충성심이 더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원래 자신이 속한 부족 바니야스의 영토인 알-아인 지역
에 부족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인물이 필요하자 주저하지 않고 쉐이크 자이드
에게 통치자 대리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부여하고 그 책무를 맡겼다. 당시 상황은 복
잡하고도 어려웠다. 알-아인과 리와 지역에 대한 아부다비의 권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적은 있어도 심각하게 의심받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 권리라는
것도 결국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적 수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보장되는 성격의 권리였다.31 여기에서 정치적 수단이란 바니야스 부족
안의 주변 부족민과 동맹 부족의 지지와 충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장기간에 걸친 성공적 통치의 비결이기도 했다. 이처
럼 압도적이던 아부다비의 정치적 힘이 수년에 걸쳐 약해지고, 동시에 아부다비의 군
사력도 쇠약해졌으니 사막의 부족민은 전투력 측면에서 당연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
한 형국이었다. 따라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시절 여러 부족들 사이에 아부다비
가 점했던 강력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 그리고 현
지 부족 정치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할 필요가 있었다.

19세기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알-아인 지역의 현지 세력 사이의 균형은 변화를 경
험했는데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측에서의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다.32 알-아인
지역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가 정치와 군사적으로 강할
때에는 이 지역에서의 권리가 도전받지 않는다는 소중한 진리에 주목했다. 힘이 약해
진 시점이 되면 이 지역에서의 바니야스 부족의 권리는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았다.
이 지역에서 아부다비 부족의 우위를 견지하고 제1차 세계대전 시절에 경험했던
사막에서의 동맹 부족간 평화 상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활력, 지식, 인내력,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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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동시에 요구됐다. 한편, 주변 각 토후국 수장들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 있었다.
이미 아부다비의 경제는 석유 개발권의 대가로 석유회사들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재원에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불 계약의 조건은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통치
지역 내의 어느 곳이든, 특히 아부다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의 부족 거주
지까지 석유 탐사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아부다비로서는 알-다프라흐 지역, 특히 리와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인 지역에
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현실적인 인물이
었다. 그는 알-아인 지역의 책임자로 쉐이크 자이드를 임명했고, 이 선택이 자신의 막
내 동생인 쉐이크 자이드에게 지배 가족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임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통치자의 대리인: 쉐이크 자이드의 실용주의와 그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쉐이크 자이드를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으
로 임명한 것은 국내와 국제 정치환경이 변화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임명은
아부다비의 역사 서술에 따르자면 국가 전체의 역사와 발전에 있어 알-아인의 중요성
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미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1820년대의 쉐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Shaikh Shakhbut Bin Diyab) 이후, 알 나흐얀(Al Nahyan) 혈족의 주요 인물을
직접 파견하여 이 이아시스 지역을 통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33

1945년 말, 알 나흐얀(Al Nahyan) 부족의 원로 족장 쉐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Shaikh Khalifa Bin Zayid)가 알-아인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아부다비에
서 발생하는 각종 일을 탁월하게 처리했고, 쉐이크 샤크부트의 핵심 조언자이자 막역
한 친구다.”34 비록 그가 사망하기 몇 해 전의 기록이지만, 바레인에 근무하던 정무
주재관 갤로웨이(Galloway) 중령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쉐이크 칼리파가 알-아인
지역에서 맡고 있던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그의 사망은 이 지역 정치에 공백을 초래
했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막내 동생인 쉐이크 자이드를 이 지역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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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식 대리인으로 신속하게 임명하여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임명된 구체적 시점은 현재까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임명된 자리에 바로 부임할 수 없었다. 그가 사촌 쉐이크 무함마드 빈 칼리
파(Shaikh Muhammad Bin Khalifa)를 수행하며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6년 1월 17일, 그는 아부다비로 귀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아인에 통치자 대
리인으로 부임했다.35 영국의 순회 석유 담당관 레르미테(B. H. Lermitte)가 그해 2월

15일 즈음 알-아인에 도착했을 때 쉐이크 자이드가 영접을 위해 그곳에 머무른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다.36
이렇게 통치자 대리인으로 임명되자마자 쉐이크 자이드는 몇 가지 난제에 직면했
다. 당시 오아시스와 그 부근은 아부다비에서 지속적으로 경작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
이었다. 결국 아부다비의 번영은 물의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과거 수세
기 동안 일종의 지하 수로인 아플라즈(aflaj)라는 연결망을 통해 자발 하피트 산지에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리프(arif)라고 칭해지던 특별 공
무원들이 이 시스템의 유지와 물의 배분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의 궁
핍하던 시기에 이 시스템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지출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적이 있
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플라즈에 물의 흐름이 감소했고 심지어 아예 중단되는 구간
도 생겨났다. 또한 어떤 구간은 정기적 세척과 정비가 진행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했다. 심지어 아부다비 통치자의 권력이 오아시스 지역에 이르러서는 미약해
져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수자원은 이처럼 건조한 지역에
서 가장 소중한 재화였고, 날이 갈수록 이 수자원의 사용권한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
는 특정 세력으로 제한됐다.
젊은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 지역 통치자 대리인으로 임명되고 나서 직면한 처
음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복구하고 운영하
는 것이었는데, 이는 경제적이면서도 인도주의적 성격의 임무였다. 물의 공급이 끊기
면 결국 모든 오아시스 지역은 주민들의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통치자인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자금이나 기타 자원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제3장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행인

99

통치자 대리인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소수 특권층이 이 수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대다수 주민들은 경작을 위해 당연히 분배받아야 할 물조차 없이 생활해
야 한다는 것을 20년 이상에 걸쳐 잘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졌고 지배층 가족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
기도 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완과 협상력이 요구됐다.
쉐이크 자이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추진력 있는 기질, 그리고 오아시스 지역에
대한 오랜 지식과 현지 주민들의 신뢰였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각종
불만과 요구를 직접 말하기 위해 무수히 찾아오는 부족민을 맞이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인물’처럼 느껴지는 쉐이크 자이드와 그저 직접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도 있었다. 이런 미팅을 통해 그는 아주 적은 경제적 대가를 약속
하고서도 자신이 구상한 발전 방향으로 주민들의 실천적 지지를 형성해 나갈 수 있
었다. 물론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을 이 직책에 임명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로부터
도 충분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수년 후에 나타나는 두 형제 간의 긴장 관계는 이 시
점에 거의 징후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쉐이크 샤크부트처럼 정
치적으로 예민한 통치자가 핵심적 국가 자산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라이벌에게 맡기
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 지역에 아부다비의 권리
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통치자 자신과 그의 혈족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쉐이크 자이드를 임명한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새롭게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그는 아플라즈 시스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정밀 검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하
수로 시스템은 자발 하피트 산 아래의 천연 지하수 자원을 끌어올려 고대의 석조 벽
으로 건설된 지하 통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까지 물을 분배하는 방식이었
다. 당시 존재하는 수로는 청결하지 못했고, 석조 벽이 무너진 곳은 수리도 필요한 상
황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사했고, 일의 진척 상황을 점검
하기 위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는 그의 집무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지하 수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힘들고 번잡한 것이었지만, 쉐이
크 자이드는 손수 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집중적이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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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로 개선 업무 추진이 오아시스 주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생후 처음
으로 이 오아시스 지역에 만연하던 부패와 직무유기를 척결할 의지를 가진 인물의
등장을 목격한 것이었다.37
수로의 청결 작업이 끝나자 수로 가운데 일부 구간은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말라
붙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가용 수로도 증가하는 오아시스 인구의 수요를 만족시
키기에는 부족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완전히 새로운 물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
규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모두에게 명백하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
다. 수년 후 이 선택은 산악지대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구
현될 것이었고, 공정 기술이 필요했지만 아주 첨단 기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1940년대 후반에는 알-아인 지역에 파이프라인도 없었고, 그것을 구입할
재원도 없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전통적 방식으로 아플라즈를 건설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었다.38
쉐이크 자이드는 신규 수로를 건설하라고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건설이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그는 수개
월 동안 각 부족의 리더들과 주민들을 계속해서 방문했다. 이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
는 차츰 반대 의견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신규 수로 건설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있어 태어나서 이런 규모
의 프로젝트는 첫 경험일 정도였으니 대부분의 아플라즈 수로는 수백년 이상 낡은
것이었다. 이 지역의 아랍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이 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알
고 있을 것으로 분명 많은 사람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알-사루즈(al Saruj)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이 비판은 오류였음이 드러났다.39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엄청난 것이었다. 무수히 금이 간 암벽 구간에서는 통풍과
조명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조건에서 지하 35미터 깊이까지 터널을 파야 하는 경우
도 있었다. 대수층(帶水層)까지 터널을 연결한 다음, 지하에서 약 1500미터를 통과해
야만 지상에 이어지는 구간도 경험했다. 관개 시스템도 물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
며 평행하게 흐르는 구간에 이르기까지 물길이 하강하는 구간이 아주 길게 이어졌
다.40 바니야스 부족과 동맹 세력은 급수를 위한 이 지하 수로와 지상의 수로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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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을 모두 완성하기까지 20년이 소
요됐다.41
사루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쉐이크 자이드는 다른 한편으로 물을 주민들에
게 분배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완벽한 개혁에 착수했다.
과거에는 물이 미리 설정된 일정 주기마다 간선 수로에서 지선 수로로 흐르게 하
는 방식이었다. 애초에 이는 용수권 구매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물을 공정하게 분배하
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방식은 부패의 대상이
됐고, 부유층이 필요 이상의 용수권을 축적하는 병폐가 생겼다. 이들 부유층은 상당
한 이윤을 남기고 축적한 용수권을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따라서 이 부당하게 오른
가격에 용수권을 구입할 수 없었던 가난한 주민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쉐이크 자이드 자신의 평등 의식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팔라
즈를 통해 지상으로 운반된 물은 공동의 자산이고 이에 대한 용수권은 지상에 거주
하는 모든 주민의 보편적 권리다.”42 그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 물을 무료로 주
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이런 결정의 바탕에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명예를 중시하
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43 따라서 알-사루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쉐이크 자이드는 기존 급수권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물을 분배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물론 초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알-사루즈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이르
렀을 때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된 물은 빈곤층 주민들에게만 급수될 것이고
추가된 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수권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선포했다. 고가로 거래되
던 아플라즈 용수권 가격은 물이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하락하기
시작했고, 독점적 물 공급권자들도 쉐이크 자이드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리함을 깨달
았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루즈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된 물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당할 처지였던 것이다. 결국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대리인 임기를 마
칠 무렵이 되자 이곳 알-아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무료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 물 문제는 아부다비 토후국 역사의 이정표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하지만 쉐이크
자이드가 이처럼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방식 자체도 의미가 컸다.44 이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솔선수범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굴착 현장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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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척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아부다비 부족 동맹 안에서 그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인물 가운데 누군가가 베두인
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하 현장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런
솔선수범에 관한 소식은 각 부족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일에 대해 입으로만 지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그의 솔선수범은 주민들을 고무시켰다. 그가 이곳 알-아인의 베두인족에게 통치
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명령한 경우는 결코 없었지만, 이들은 그가 이끌면 언제나 적
극 호응했다.
그는 주민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자이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에피소
드가 멀리 퍼져나갈수록 그의 개인적 설득력이나 영향력은 강화됐다. 따라서 알-아인
밖의 오아시스에서도 쉐이크 자이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만약
부족의 특정 리더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 쉐이크 자이드는 그를 방문하거나 자신의
요새 옆의 나무 아래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마즐리스 모임에 그를 초대했다. 이들은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런 대화는 수차례 이어졌다. 때로는 몇 년씩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대 입장을 가진 인물들도 그의 예의 바르고 집요한 설득에
굴복했고 그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알-아인 지역에서의 용수권 문제도 주민들을 위한 그의 원대한 구상이 완전히 실
현되기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이 사례에서 그는 스스로의 용수권을
먼저 포기하는 시범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변 사람부터 설득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부
소규모 그룹이 자신의 입장에 맞서는 경우, 만약 자신의 요구와 역행하면 심각한 피
해에 직면할 것임을 암시했다. 알-아인 지역에서 그를 가깝게 지켜본 주민이라면 누
구나 그가 거친 결정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재
판에 임해서는 그가 다른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판결을 내리곤 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요구할 경우 대체로 그는 우선 상대방의 선의
에 기대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통해서도 주민들에 대한 신
뢰를 드러냈다. 즉, 그는 가끔 낙타나 말을 타고서 경호원도 없이 주민들을 방문하곤
했다. 참고로,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낙타나 말 대신 사막 조건에 맞게 설계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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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했다. 영국의 정치 담당 관료로서 ‘휴전 해안’ 토후국에 주재한 워커(Julian

Walker)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남겼다.

낡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자부심과 독립심을 드러내는 거동을 보이는 나이든 베
두인족과 마을 주민들이 쉐이크 자이드의 랜드로버가 멈추는 곳이나 오후의 나무
그늘 속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고 낙타, 이웃,
물 등에 관한 문제를 그에게 말한 후 도움을 청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고, 가끔 주변의 다른 쉐이크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리
고 필요한 경우에는 뒷면에 자신의 문장(紋章)이 박힌 작은 메모지에 어떤 결정 사
항을 적어 그들에게 건넸다. (…) 이런 장면에서 그 어떤 동방의 호화로운 격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복잡한 절차를 생략한 정중함과 기품만이 존재했다. 바로
이 순간 수줍음을 타는 가난한 주민 한 명이 언제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쉐이크
자이드에게 무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의 대화를 중단시켰고, 이로써 분위기
가 더욱 무르익었다. (…) 밤에는 모닥불 둘레에 앉아 주민들과 한담하며 차를 마
셨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자이드가 추종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알-아인 지역의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
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정중함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의 간결함 등은 아랍 지역의 수요, 그리
고 복잡하지 않은 자부심과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45

이 때문에 심지어 바니야스 부족 동맹과 적대 관계인 부족들도 한 개인으로는 쉐
이크 자이드를 존경했고, 그가 속한 가계의 다른 인물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방
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을 위한 발전이라는 그의 방침은 알-아인 지역의 물 개혁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알-아
인 주민들은 교육 시설, 병원, 전통 재래시장 수크(suq), 잘 닦인 도로 등의 편의를 향
유할 수 있었다. 그가 모래 바닥에 낙타를 모는 막대기로 미래의 학교와 병원의 위치
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물론 당시 이 알-아인 지역 어디
에도 이런 시설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1966년 그가 통치자가 된 이후 이런 꿈은 현실
에 구현됐다. 이처럼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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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집무 스타일은 아부다비 지역에서도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한편, 쉐이크 샤크부트는 점차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고 해변의 요새화된 궁전에 머무
르는 일이 많아졌다. 쉐이크 자이드의 다른 형제들이 알-아인으로 그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부족민들로부터 자연스럽고 격의없는 충성심을 경험할 수 없었다.46 쉐이크
자이드의 명성은 멀리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해안 루브 알-칼리(Rub' al Khali) 지역의
부족들에게도 알려질 정도였다. 탐험가 테시거는 쉐이크 자이드의 막사에서 그를 만
나기 훨씬 전부터 다음과 같이 그의 명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베두인족 사이에 명성이 자자했기에 나는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베두
인족들은 간소한 업무 방식과 친숙한 기질 때문에 그를 좋아했고, 그의 역량, 기민
함, 육체적 강인함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에 대
해 이렇게 칭송했다. “자이드는 베두인족이다. 그는 낙타에 대해 알고 있고, 낙타
를 우리처럼 익숙하게 탈 수 있다. 사격 솜씨도 좋고, 전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
고 있다.”47

이후 약 한 달 동안 탐험가 테시거는 손님 자격으로 쉐이크 자이드와 함께 생활했
다. 이 과정에서 그는 쉐이크 자이드가 어떻게 부족들 사이에서 평생 그들의 충성심
을 요구했던 전통적인 리더가 아닌 “자신들 가운데 일원”인 베두인족이라는 그런 평
판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매일 목격할 수 있었다.

지역 발전과 쉐이크 자이드의 역할 증대
부족민의 찬양과 지원은 아부다비의 지위와 독립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에게 큰 힘이 됐다. 국지적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부족 시스템은 불안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다. 사막 부족민의 생활방식은 그 특성
상 필수품조차 부족한 상태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습격하거나 필요한 물
건을 무엇이든 강탈하던 과거 악습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었다.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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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모든 정부는 이런 부족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다.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지속된 아
부다비와 두바이 토후국 사이의 부질없는 분쟁은 만약 이 통제가 실패하게 되면 어
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의 통치자 대리
인 직무를 맡기 전에 사소한 국경 분쟁으로 시작된 사건은 두 토후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베두인족들 사이의 분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두 토후국의 통치자
모두 이들을 통제하거나 저지하지 못했다.48 사실 이 분쟁의 원인은 두 토후국 사이
의 어떤 구체적 사안이라기보다 두 통치자 사이의 위신 문제에 가까웠다. 두바이 측
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그다지 중요한 땅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부다비의 통치자 쉐이
크 샤크부트와 두바이의 통치자 쉐이크 사이드 모두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동맹
부족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상태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토후국의 젊은 리더였던 아부다비의 쉐이크 자이드와 두바이의 쉐이크 라시드에 의
해 평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됐다. 참고로, 이렇게 시작된 회담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
치며 분쟁은 해결됐다.
한편, 다음 사례에서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부족 동맹 내부의 유일한 효
과적인 대화 중재자였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를 수행하여 두바이 토후
국의 통치자와 중립 지역인 사르자흐에서 회동했고, 쉐이크 자이드는 알 마나시르(Al

Manasir) 부족과 알 부 샤미스(Al Bu Shamis) 부족이 2개월 동안 휴전을 약속한다는
맹세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가 두바이 토후국과의 이 전투
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두바이를 지지
하던 부족들을 직접 약탈하여 물질적 보상에 대신하겠다고 위협했고, 가뜩이나 취약
하던 평화는 실종됐다.49 이에 쉐이크 자이드는 평화를 위해 알 마나시르 부족을 방
문했고, 그의 형 쉐이크 하자(Shaikh Hazza)가 그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평화
는 오래가지 못했다.50
차츰 부족 사이의 약탈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이 적대 행
위는 소멸했다.
이 사례는 만약 부족간 전투가 일단 발생하면 저지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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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민은 명령에 따라 개전하고 종전하는 훈련된 군인과 달랐다. 따라서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통치자들이 휴전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간 전투는 계속 이어졌다.

1950년 여름 영국 정무 공사는 “쉐이크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사내다운 인물”인 쉐
이크 자이드가 통제를 벗어난 부족들에게 무력시위를 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집결시
키고 있다는 소문에 주목했다.51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행동은 전쟁 재개를 위함이 아
니었고 만약 약탈 행위를 계속하면 그가 직접 나서서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모든 부
족들에게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의 와중에 쉐이크 자이드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그
러나 그는 부족민에 대한 지속적 안전망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통치자인 쉐이트 샤크부트가 이들이 그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면서 입은 손실
을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시 약탈의 악습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별 뾰
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는 사막 주민들의 척박한 생활
조건이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됐다.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
는 비극적인 시간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
족간 평화를 깨뜨리는 내전이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쉐이크 자이드의 신념과 아
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 사이의 어떤 갈등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굳은 결심일 것이다. 이후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로 부임하자마자 베두인
족의 정착 생활, 그리고 전체 부족 동맹체의 이익 가운데 일부가 이들에게도 보장되
도록 하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52
때로 쉐이크 자이드가 부족민의 이익에 반하는 처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족민
의 존경은 지속됐다. 부족민이 주는 이 명예와 존경은 알-아인에서 통치자 대리인 임
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큰 힘이 됐다. 한편, 국제법
에 따라 지도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국경 결정에 있어
주민의 충성 향배가 중요해졌다. 한 예로 알-다프라흐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아
부다비 부족 동맹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놓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료들이 여러 해에 걸쳐 주도면
밀하게 ‘세금 징수’를 시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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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부족들이 소위 자카트(zakat)를 지불해 왔고, 이것이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통치를 승인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고, 이런 요구에 꿰 맞추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산발적으
로 진행된 시도였을 뿐이었다.
실제 분쟁은 두 차례 발생했는데, 첫 번째 분쟁은 이 장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에 발생했고, 두 번째 분쟁은 194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 지속됐
다. 이 두 번의 분쟁은 모두 국경선과 관련한 것이었지만 동일한 국경선은 아니었다.

1930년대에 발생한 분쟁에 있어 초점 지역은 아부다비 토후국 소유의 쿠르 알-우다
이드(Khur al 'Udaid) 지역이었는데, 이는 오랜 영유권 다툼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1949년 발생했던 분쟁의 핵심 이슈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광활한 사막 영토 가운데
일부를 둘러싼 소유권 문제였다. 여기에는 알-아인에 인접한 일부 거주지, 그리고 자
발 하피트 산에서 기원하는 물에 의존하는 동일 오아시스 지역의 일부에 대한 사우
디아라비아의 영토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고로, 이 오아시스 지역은 오만 술탄
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 오아시스 지역은 이처럼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초점 지역이 됐던 것이다.
처음에 이 분쟁은 아부다비 통치자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이에 직접 발생하지
않고 영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사이에 발생했다. 1949년의 이 확대된 요구
의 배후에 미국 석유회사 아람코(ARAMCO)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
라비아로부터 획득한 라이센스 범위 안에 석유 매장 가능 지역이 최대한 커지길 희
망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장의 기초가 된 자료의 대부분은 다흐란(Dhahran)에
위치한 아람코 조사팀에서 제공한 것이었다.53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을 위한
증거 작성과 수집, 그리고 주장의 작성은 국제법상 분쟁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
다. 따라서 지리적 사실, 실제 부족민의 충성심, 부족민의 이익 등과 관련이 거의 없
었다. 아람코의 법무팀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거나 도움이 되는 기록 자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주장을 짜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최대한 노력하여 모종의 분쟁
이슈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들은 결국 법률 용어를 동원해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했지
만 제시한 증거는 완전한 것이 없었고, 취약한 근거를 무수히 노출했다. 모든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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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다는 허위에 기초한 것이었다.54
한편, 쉐이크 자이드는 직관적으로 이 사안이 조약상의 권리나 법률적 주장의 문
제가 아니고 부족민의 충성이나 신의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빈 우타이산(Turki Bin 'Utaishan) 장군이 우리 아부다비 토후국의 영토에서 우
리 국민에게 금전을 건네며 불복종하라고 회유하고 그들이 우리 동맹과 관계를 끊어
야 이익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은 귀하도 알 것입니다.”55 정무 담
당(Political Officer)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아랍 사막 지역 전체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아부다비의
이 권리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영토 분쟁 사안은 이 사
막에 멀리 떨어진 국제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고, 이는 지역 사회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쉐이크 자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리하게 증언한
극소수 변절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족이 아부다비 토후국에 충성하고 있다는 현지
인의 증언을 제출했다. 또한 “우리 아부다비 토후국은 이들 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
며, 행복, 안락함, 신뢰, 근심 추방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56 그는 이
런 비망록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자이드를 아부다비
통치자의 대리인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 충성 서약의 깊이와 확고부동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부족들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국민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에 속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영토 문제는 1930년대에 리야드(Riyadh)에 위치한 왕립 법정(Royal Court)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긴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Abdul Aziz) 국왕이 아람코 소속의 미국 전문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다. 그 사이 1940년대에 이 지역에 대한 알 하사(Hasa)의
위협은 감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금 징수
관들을 여전히 아부다비 토후국 국경 안으로 파견하기도 했고, 중립적인 부족들 사이
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한
편, 알-아인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성공적으로 평화를 실현했음은

1947년 이 지역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조건에서 탐사 업무를 마친 ‘휴전 해안’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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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PDTC) 조사팀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를 벗어난 부족
들, 또는 일반적 도적떼에 의한 어떤 반대나 방해도 없었다.”57 그러나 이 모든 지역
은 아부다비 통치자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휴전 해안’ 석유 개발(PDTC)과 사우디아
라비아의 후원을 받는 아람코에 의해 파견된 석유 탐사팀 사이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예를 들어 1949년 4월 아람코 탐사 팀의 일부가 현지 부족에 의해 방해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에 항의한 일이 발생했다.

1949년 4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지역에서 출생한 부족들은 당연히 사우
디아라비아에 충성해야 하고, “아람코 탐사 팀도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안에서 활동하
고 있었다”58고 주장했다.
이로써 향후 25년 동안 지속된 영토 분쟁이 시작됐고, 이 분쟁은 쉐이크 자이드의
참을성 있는 외교에 의해 차츰 해결될 수 있었다. 우선 1949년에서 1960년대 초반까
지 쉐이크 자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침입으로부터 아부다비 토후국의 전선을 지키
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영토 분쟁은 약 3년 동안의 외교적 교섭을 거쳤다. 그러나

1952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아인 근처에 위치한 무스카트 관할 오아시스 지역
의 한 마을에 하마사흐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에 무스카트의 술탄은 무장한 부족민
을 소집했고, 영국도 쉐이크 자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

(Trucial Oman Scouts)를 알-아인에 파견했다.
하지만 유혈사태를 두려워한 영국은 외교적 압박을 통해 무스카트 술탄 군대의 추
가 행동을 저지했다. 반추해 보면, 무스카트 술탄이 무력으로 그의 마을과 국경 내의
침입자들을 축출하게 두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었다. 만약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 사
안은 단숨에 재발의 위험 없이 해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외무성은 사우디아라비
아 관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길 희망했다. 이에 따라 2년에
걸쳐 무익한 협상이 진행됐고, 이 기간에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 지역에서 각 부족
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쉽지 않은 시련을 극복해야 했다. 현지 부족 충성심의
향배와 전통적 부족 경계는 특정 부족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었다. 이미 일부 부족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어떤 부족의 구성원들이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면 이들은 압둘 아지즈 국왕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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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경우라면 분명 아부다비 토후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사우디
아라비아 땅의 일부이며, 이 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의 신민이라는 주장에 대항하기가 아주 어려웠다.59 회고해 보건대, 만약 사우디아라
비아와의 영토 분쟁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
에 대한 이곳 주요 부족 주민들의 충성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아부다비 토후국은
틀림없이 현재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빈 우타이산 장군은 하마사흐 마을에 주둔하며 자신의
진영에 합류해오는 부족민과 그 가족에게 음식과 금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호의를 접수한 부족민은 결국 전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
요받았다. 한편, 당시 알-아인 지역은 경제적 자원이 충분치 않았고, 쉐이크 자이드는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해 부족민에게 제공할 음식과 금
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충성의 향배를 바꾸기 위해 많은 부족민들에게 사우디아라
비아가 이런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 부족 동맹에 속한
절대 다수 부족민은 여전히 알 나흐얀 가계에 충성했다.
영국 정부가 외교적 수단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시도했던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쉐이크 자이드는 주민들 충성의 향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성공적이었
다. 주민들 충성의 수준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알-아인에서 출생했고, 오아시스
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에 대한 평판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마사흐 마을로부터 진행되는 새로운 분열 책략
은 모두 그에게 보고됐고, 쉐이크 샤크부트를 향한 그의 충성마저 이간시키려는 시도
도 수차례 경험했다. 물론 이 모든 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한편, 영국이 많이 기대했던 외교적 방법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쉐이크 자이드
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던 제네바의 국제재판소(The International Tribunal)는

1955년 10월 4일 결론 없이 해산했다.60 참고로, 하마사흐 마을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 사안에 필사적인 태도로 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측은 심지어 쉐이크 자이드가 아
부다비의 쉐이크 샤크부트를 배신하도록 매수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안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은 무력밖에 없었다. 1955년 10월 26일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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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병력은 영국 공군의 지원과 무스카트 술탄 군대의 지원을 받아 점령당한 하마사
흐 마을을 공략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했다. 이 작전이 끝난 후 이 마을에
서 인도의 루피화,61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범죄 관련 자료,62 무기, 탄약63 등이 가득
한 커다란 창고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실 이 약 2년 3개월 동안 쉐이크 자이드와 주민들은 포위당한 상태였다. 이 동안
하마사흐 마을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지로부터 회유가 끊이지 않았다. 물량 면에서 열
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는 역공에 착수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회
유에 넘어간 부족들에게 아부다비 부족 동맹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했다. 또한 요원을
파견해 하마사흐 마을의 투르키 빈 우타이산 장군의 향후 작전을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쉐이크 자이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지 부족들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 행
위를 막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에 입각해 식량과 금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쉐이크
자이드는 절묘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고, 책략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속
적으로 압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승리를 조금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
째, 이 작전 현장에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한 증인이 함께했다. 둘째는 이 사례에서 쉐
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이 시기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다.64
군사 작전으로만 보면, 이는 작은 충돌에 불과했다. 출동한 군대 규모도 크지 않았
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전의 배후에 깔린 쉐이크 자이드의 셈법,
그리고 그 전략적 성과는 매우 중요했다. 영국 정무 공사가 자신의 개인적 대리인으
로 발탁했고 하마사흐 마을에서 진행된 이 작전의 마지막 장면에 참여했던 헨더슨은

10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할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 사령관은 쉐이크 자
이드와 그의 형 하자(Hazza)였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쌍안경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
찰했고, 호위 병력이 주위에서 이들을 지키고 있었다.”65 헨더슨의 이 분명한 증언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쉐이크 자이드는 그 작전 현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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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투 현장으로 전체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에 국한됐다. 그가 헨더슨과 나눈 모든
대화는 이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작전과 관련한 쉐이크 자이드의 발언과 행
동을 분석해보면 그의 모든 처신은 자신이 설정한 전략적 목표의 테두리 안에 머물
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쉐이크 자이드가 직면한 적은 두 종류였다. 이 둘은 비록 연결되어 있었지만
서로 별개였다. 하나는 경제적 이익과 영토 확장 정책이라는 현대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 통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전통적
이익을 추구하는 바니야스 부족 동맹 밖의 부족들이었다. 이들 부족은 바로 사우디아
라비아가 아부다비 토후국 영토인 이 지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빌미
였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 부족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신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그토록 장기간 계속됐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뚜
렷한 현대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실제에 있어서는 베두인족의 특수성과 많
이 결합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현대적 성격의 분쟁이라기보다 전통
적이고 부족적 특색의 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즉, 쉐이크 자이드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했다. 첫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하고 이 지역을 둘러싼 장기간의 영토 확장 시도를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이르는 방식에 있어 베두인족 특색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했
다. 둘째는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과 부근의 모든 부족들에게 이 지역에 관한 주권
이 아부다비 토후국에 있음을 수용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참고로, 그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시절에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66 또한 이 재조정이 현
실화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에 적극 참여했던 부족들의 일부 지도자는 축출될 수
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전쟁이 개시되면 수 십년에 걸쳐 지속될 피의 원한 관계가 형
성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일종의 난처한 문제에 직면했다. 한편으로 그는 이 사안
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들이 그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명예로운 인물’로 여기도록 직접적 분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
어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을 점령했던 2년 동안 그는 입장이 다른 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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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도 대화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참고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의 군사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향후 함께 일해야 할 가능성
이 있는 누군가와 적대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 발언에도 신중을 기했다. 사우디아라비
아와의 이 영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는 직접적 전투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했다.
쉐이크 자이드의 목적은 이 지역 부족들 사이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의 지위를 그
자신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시절 수준까지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분쟁
에서 한 걸음 떨어진 모습이 전략상 필요했기에 그는 외형상 영국이 하마사흐 지역
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만족했다. 게다가 영국 외
무성이 필요에 따라 아부다비 토후국의 입장을 외면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다. 실
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쉐이크 샤
크부트에게 아부다비 토후국의 일부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라고 압력을 가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67 쉐이크 자이드, 그리고 아부다비 토후
국의 통치 가문 모두 영국의 이런 전략 행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국
외무성은 이 영토 분쟁 해결에 외교적 수단을 시도했던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우타
이산 장군의 불법 행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자 외교적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았다. 하마사흐 마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영국이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베두인족의 눈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층은 서로 원수가 된 것으로 비춰졌다.
이 사례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직관은 실용적인 것이었다. 그는 앞의 제2장에서 기
술했듯 알 쿠바이사트 부족을 바니야스 부족 동맹에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조부 ‘위대
한 통치자 자이드’가 영국을 절묘하게 활용했던 사례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쉐이
크 자이드의 외조부는 알 쿠바이사트 분파에 속했고, 그는 바니야스 부족의 역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알 쿠바이사트 분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떤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이 항상 정치적으로
면밀함을 깨달았다. 우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 영토 분쟁에 대한 자신의 태도
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전반적 계획과 실행 지침을 정했고, 가능하면 헨더슨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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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의 형 쉐이크 하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대화가 끝나자 쉐이크 하자는 나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이 문
제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바니야스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부족과 마을은 이
문제에 직접 연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68 이런 입장은 헨더슨에게 수차례 강
조됐다. 이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가 의도했던 바는 이 오아시스 지역 가운데 그의 통
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는 다른 부족들과 피비린내 풍기는 반목에 연루되길 원치 않는
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직접 연루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뿐이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에서 축출된 이후 쉐이크 자이드는 한때 적대적인 관계
로 돌아섰던 부족들과 다시 동맹을 복원해야 하는 더욱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 만
약 그가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구현될 수 없었다. 따
라서 아직 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무스카트 술탄의 지배에 속한 지
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에 가담했던 부족들의 리더들에게 안전 보장 각서를 발
급했다. 이 덕분에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와 영국 정무 공사 대리인 헨더슨과 만나 대
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영에 가담했던 그들이 무스카트 술
탄의 통치로 복귀할 의사가 없고, 무스카트 술탄의 대리인과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은 조만간 분명해졌다. 이 만남에 쉐이크 자이드의 대변인 자격으로 헨더슨과 함께
참여했던 쉐이크 하자는 아부다비 국경 안에 거주하는 한 그들의 안전을 쉐이크 자
이드가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차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헨더슨에게 부탁했다. 이
로써 그들과의 협상은 다시 진전될 수 있었다. 하루는 그들의 밀사가 찾아와서 헨더
슨과 단독으로 대화하길 희망했다.69 그가 자신의 숙부들은 절대 무스카트 술탄에게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헨더슨은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
다.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됐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헨더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밤이 깊어갈 무렵, 어둠 속에서 전조등을 겨지 않고 낡은 포드 픽업 자동차
가 접근해 왔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 차를 세웠는데, 앞 좌석에 세 명의 쉐이크와
운전기사가 정원을 초과해 승차하고 있었고, 뒤에는 그 일행들이 가득 탑승하고 있
었다.
이들은 천천히 내린 다음 쉐이크 자이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약간 경직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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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걸어갔다. 쉐이크 자이드와 이들은 서로 코를 부비고 나서 부드럽게 인사를 나
눴고, 쉐이크 자이드는 조용한 톤으로 대답했다.70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에 가담했던 쉐이크들이 항복했지만 무스카트 술탄의
군대에 항복하길 거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되는 것에 동의했을 때의 상황이었
다. 이는 쉐이크 자이드가 더 이상의 피흘림을 피하면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성의였다.71 이뿐 아니라 더욱 뜻 깊은 이벤트도 있었다. 헨더슨은 다음과 같
이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 쉐이크들은 몹시 지쳐 보였고 기가 죽은 상태로 서 있었다. (…) 커피가 차례로
건네졌고 그들 뒤에서 새롭게 두 명이 출현하기 전까지 침묵상태가 이어졌다.

이 두 사람은 평범하고 긴 흰색 아랍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검정색 망토를 두
르고 있었다. 하지만 검정색 머리 테두리가 그들의 목에 교수형에 사용하는 밧줄처
럼 걸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흑백 머리 두건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이후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에게 접근하더니 모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 순간 나는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이 하마사흐 마을
에 진주하던 지난 3년 동안 아부다비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그 진영에 가담했던 두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었고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쉐이크 자이드의 반응
을 기다렸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쉐이크 자이드의 앞까지 다가갔고 그의 발
에 키스하려 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 특유의 자연스럽고 기품있는 동작으로 몸을
구부려 어깨를 잡더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에
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그대를 용서했으니, 이제 평화롭게 귀가해도 됩니다”
쉐이크 자이드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이번에는 쉐이크 하자에게 향했다. 그는 기품있고 부드러
운 목소리로 이들에게 말했다. “내 동생 쉐이크 자이드가 하는 말을 들었죠? 이젠
귀가해도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까요.”
그날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하자가 보여준 기품있고 단호한 일 처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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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과 비슷한 전례를 이 책의 앞에서 언급했던 쉐이크 자이드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쿠르 알-우다이드 지역과 관련해 보여준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는 당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영국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한때 이탈했던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분파들을 다시 포용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시기 모두 부족의 단결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1955년과 1879년
의 객관적 상황은 완전히 일치했다.
일단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하는 데 동의했을 때부터 쉐이크 자이드
의 일차적 관심은 더 이상 영토 분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이 영토를 유
지하고 아부다비 부족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앞서 헨더슨이 묘사한 장
면의 상징성은 바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시절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아부다비 부
족동맹체제의 재건이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장기간 계속되던 사우디아라비
아의 내륙 사막 주민에 대한 매수 움직임 가운데 최후의 시도는 이렇게 좌절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영토 분쟁이 해결되자, 이 지역에서 아부다비 부족 동맹의 지
배력을 재건함에 있어 다른 도전은 없었다. 헨더슨이 목격한 그 장면의 중요성은 바
로 여기에 있었고, 그 운명의 날에 현장에 있었던 모든 아랍인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또한 승리의 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관대함은 모두가 느낄 수 있
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에 가담했던 쉐이크들은 무스카트 술탄에게 항복하거나
이 오아시스 지역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즉시 해외로 추방되어 영구히 복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후자를 선택했다.

알-아인을 초월한 공동체 건설
화려한 업적을 남겼고 존경받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정수(精髓)를 대체
로 쉐이크 자이드가 잘 상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여전히 ‘위대한 통치자 자
이드’는 여러 부족민들 사이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쉐이크 자이드
역시 부족민 사이에 널리 알려진 존재였다. 그는 부족민들과 나란히 앉고, 자신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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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리스에 그들을 초대하고, 논쟁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 사이를 중재했다. 단지 바니
야스 부족 동맹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도 그를 찬양했다.73 그는 각 부족
의 리더 개개인을 알고 있었고, 그 수행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 알고 있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오아시스에 왕래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가늠했으며,
자신의 마즐리스 모임에 방문한 손님들과 긴 시간 대화했다. 또한 사막의 전통에 따
라 그는 여행객 모두로부터 늘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했다.74
알-아인의 주민들 사이에 상당한 추종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의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한 충성은 한결같았다. 물론 바니야스 부족 동맹의 전통에 따라
그 역시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반대 의견을 망설임 없이 표현했다. 한편, 쉐이크 샤
크부트 입장에서도 1949년에 자신이 동생 쉐이크 자이드를 그 자리에 현명하게 임명
했다는 명예를 얻게 되어 기뻤다. 단지 3년이 경과했지만 알-아인 지역에서 아부다비
부족 동맹의 지위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비해 무척 신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쉐이크
자이드와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 사이에 의견 차이도 존재했다.75 특히 정부의 수입
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관례에 따라 통치자는 진주 채취 관
련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수취했고, 어로와 같은 기타 다양한 경제 활동
에 대해서도 이익의 일부를 수취하고 있었다.
또한 1930년대부터 외국 석유회사들이 석유 탐사권과 채굴권에 대한 대가로 차츰
많은 금액을 통치자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참고로, 석유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점
에서도 이 금액은 꾸준히 지급됐다.
정부의 이 수입이 주민들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쉐이크 자이드의 주장이
었다. 반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수입을 참혹했던 1930년대의 세계적 불황
기와 같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준비금 형태로 축적해야 한다고 믿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지만, 이는 서로 상이한 두 세대 사이의 관점 불일치를
반영한 것이었다.76 과거 대공황 시기에도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였던 쉐이크 샤
크부트는 외국의 그와 비슷한 연배들처럼 지출에 있어서는 극도로 신중해졌다. 게다
가 그는 전후 회복의 일환으로 이곳 아랍 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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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위험하고 달갑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반면, 쉐이크 자이드는 대공황 시기
에 아직 어린 나이였고, 이 시기에 그도 아부다비의 모든 사람들처럼 궁핍했던 기억
을 가졌지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진보와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쉐이크 자이드를 비방하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77 자신의 부족에게 미칠 영향
력을 두려워하던 적대 세력의 기록을 제외하고 말이다.78 식목, 농경, 교육 장려, 의료
개선, 주택 등 알-아인 지역에서 그가 이룩한 업적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1953년 쉐이크 자이드는 외국 여행 계
획을 세웠다. 이 여행에서, 특히 파리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프랑스의 대규모 공공 의
료 시설들을 목격했고, 향후 아부다비 토후국에 현대적인 의료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79
이 아랍 만에 대한 130년 동안의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 당시까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80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분쟁을 겪은 다음에야 약간의 기여가 시작됐지만, 영국이 간여했
던 기간과 이 지역의 절박한 발전 수요를 고려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국의 이 미미한 자금도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 지역에서 자신의 주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가 영국 정부로부터 깊은 존
중의 대상이었음은 당시의 영국 정무 공사 버나드 부로우스 경(Sir Bernard Burrows)
이 알-아인 지역을 두 번이나 방문했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첫 방문은 사우리아
라비아가 여전히 하마스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고, 두 번째 방문은 이 지역에
서 사우디아라비아 세력을 축출하고 난 이후였다. 영국 정무 공사는 아부다비 토후국
을 방문할 경우 대체로 선박을 타고 도착해 아부다비 지역에서 며칠 머물다 가곤 했
다. 버나드 부로우스 경 이전에 전임 정무 공사들은 누구도 알-아인 지역까지의 이런
힘겨운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다.81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와
중에 쉐이크 자이드를 지원하는 의미를 가진 그의 첫 알-아인 방문은 반갑고 소중한
것이었다. 버나드 부로우스 경 역시 1953년 9월의 이 방문이 가장 의미가 컸던 것으
로 평가했다. 물론 그가 쉐이크 자이드의 따뜻한 손님맞이에 감격해 이렇게 평가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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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82 이로부터 5년 후에 그는 쉐이크 자이드의 초청을 받고 알-아인을 재
차 방문했다. 이번에는 부인도 함께 왔다. 그는 쉐이크 자이드의 안내로 이 지역 오아
시스의 과수원을 방문하고 팔라스 보수 공사 현장도 참관했다. 이 방문에서 그는 사
우디아라비아와 영토 분쟁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이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놀라울 정
도로 발전했음을 여러 방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83
버나드 부로우스 경은 보고서류를 통해서만 접했던 이 지역 변화의 실상을 마침내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다. 한 해 전에 그는 런던의 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의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었다.

정무 담당 비서관이 알아인 지역의 상황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 (…) 쉐이
크 자이드는 알아인 지역에 새롭게 전통시장을 한 곳 개설했다. 약 4개월 전에 그
는 열정적인 기질의 무스카트 출신 교장의 협력으로 무와이키(Muwaiqih) 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설립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다. 현재 이 학교 재학생은 12명에 불
과하지만 체육 이론, 경기, 신체 단련 등 커리큘럼은 신중하게 짜여 있고 순조롭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84

12명에 불과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라는 소소한 문제에도 세심하게 주
의를 기울이는 것, 이는 쉐이크 자이드의 전형적 업무 방식이었다. 그는 설정했던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고, 지원하고,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역
할을 자신이 맡고 있음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아인 주민들에게 행운이었고, 향후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56년 휴전 해안 토후국 연간 보고서(Trucial States Annual Report)에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올해 쉐이크 자이드는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선보였다.”85
이렇게 특별히 의미 있는 한 문장이 포함됐다. 현지에 파견된 영국 관료들은 이런 방
식으로 런던의 상관들에게 쉐이크 자이드가 중요하고 고결한 인물, 즉 위대한 리더임
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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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변화

1950년대에 아부다비 토후국은 아부다비와 알-아인 지역의 주거지 환경과 관련해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다. 헨더슨은 1948년 탐험가 테시거와 함께 아부다비 섬을 처
음 방문했을 때의 인상에 대해 묘사한 적이 있다. 주민들은 바이트 알-샤말리(Bait al

Shamali)라고 부르는 해변의 유일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 자신의 이 방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서거한 이후부터 아부다비의 수출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였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집은 야
자수 가지를 이용해 바라스티(barasti)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이 아부다비
섬의 해안선 길이는 3~4마일 정도였고, 이 가운데 도심이 차지한 면적은 해변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해변의 내륙 방향에 몇 그루씩 대추야자 숲이 소규모로 산
재해 있고,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도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 숲 근처에 대규모 요새가 자리잡고 있었다.1

아부다비 지역의 주거 환경은 그 후 수십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통치자의 거
주 공간은 1949년에 확장됐지만, 사치스럽지 않았고 여전히 간소했다. 영국 정부는

‘휴전 해안 개발청(TSDO)’을 설립하고 변화된 미래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부다
비 섬에 변화의 조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휴전 해안 개발청’의 이 제한된 재원은
알-아인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추진하던 팔라즈(falaj) 프로젝트, 사르자흐 토후국의 학
교 건립, 두바이 지역의 병원 건립 등에 쓰였다.2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아인을 방문했을 때 헨더슨은 쉐이크 자이드가 이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으로 부임한 이후 소명 의식을 갖고 구현한 실질적 편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헨더슨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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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을 내려다볼 수 있게 벽돌로 지어진 집이 보였다. 그리고 길게 늘어
선 나무들이 관개 수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관개 수로의
낡은 구간은 일정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보수됐고, 이 지역의 각 과수원에 매일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교대로 급수하는 시설이었다. 물은 지하수였고 (…) 일부
는 약 7마일 가량 떨어진 제벨 하피트 산자락의 지하에서 이 지역까지 관개한 것이
었다.3

마을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건립됐고 거래가 활발한 시장은 쉐이크
자이드 자신이 알-아인 지역에 세운 것이었다. 이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자유
롭게 거래할 수 있었고,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거래를 흡인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
었다.4 쉐이크 자이드는 상인들이 해변 지역이나 여러 외국과 재화를 편리하게 운송
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신규 도로들을 건설했다.5
쉐이크 자이드 자신의 재원으로 수행된 이런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뚜렷한 성공은
예상하기 어려운 성과를 창출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지 130년이 지난 1954년에야
영국 정부는 뒤늦게 소규모 재원을 이 지역 개발에 안배하기 시작했고, 쉐이크 자이
드의 관개 수로 보수 프로젝트는 그 첫 대상이었다. 영국 외무성에서 재무성으로 보
내지는 서한에 영국 관료 사무엘(A.C.I. Samuel)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첨부했다.

이 관개 수로 보수 프로젝트는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이 지역의 으뜸 대지주는 현 아부다비
통치자의 동생 쉐이크 자이드다. 그는 이 알아인 지역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진영
힘의 중심축으로 기능했고, 이제 우리는 그의 충실함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해야 한
다. 정무 공사에 따르면 그는 “알아인 지역의 과수원에 급수할 시설 프로젝트 진
척에 대한 지원 말고는 영국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6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알-아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아부다비 지역과
대조적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962년 10월 말 아랍 만을 담당
하던 영국의 경제 비서관 트립(J. P. Tripp)은 아부다비 섬을 방문했다.
그는 상인, 그리고 비즈니스맨들과 도심이나 부두에서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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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많은 불만을 듣게 됐다. 이들의 불만은 대체로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투자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떤 대형 외국 기업은 매
달 1,000루피씩 추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트립은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 중이던
쉐이크 자이드를 만났을 때, 상인과 무역업체의 이런 불만을 언급했다.7 곧 이어 트립
은 알-아인 지역을 방문했고, 한산함이 지배하는 아부다비 섬과 크게 대조적으로 이
곳 알-아인 지역에는 북적거림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상당수의 가게를 새로 건립해 상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그
는 페르시아인과 인도인에게 비즈니스에 종사하도록 장려했고, 그 결과 아부다비
섬보다 알아인 지역은 더 상업적 활력이 넘쳤다. 쉐이크 자이드는 오만에서 상당
수의 사람들이 농작물을 팔기 위해 건너왔고 이 때문에 몇 달 전보다 더 북적거리
게 됐다고 내게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 몇 달 사이에 추가로 150개의 펌프가 설치됐다. (…) 쉐이
크 자이드는 자신이 지난 12년 동안 공을 들인 팔라즈 관개 시설의 급수량 증가에
대해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지하 수로를 통해 알아인 지역의 각 마을과
과수원에 공급되고 있는 물의 양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했다. (…) 또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은 고무적이었고, 이는 아부다비 섬에
학교 시설이 부재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7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 약 70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과 운영진은 요르단 출신이었다.8

트립이 보기에 아부다비 섬과 이곳 알-아인 지역은 이처럼 너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부다비 섬은 내부 불만 증가와 함께 빠르게 붕괴하는 사회였고, 외
부 선동가들의 먹이감이 되기 쉬운 상태였다. 반면, 알-아인 지역은 활력에 넘치고 사
람들로 북적대는 행복한 도시였고, 어린이들도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결국 이
처럼 극명한 대조 때문에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는 강력하고 불가피한 변화의 에너지
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발전에 집중하고는 있었지만 알-아인 지역에도 각종 시설은 여전히 부족했
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잘 훈련된 의료진과 효율적인 의료 시설이었다. 언젠가 어린
소녀가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당했지만, 사르자흐 토후국 이외에 가까운 병원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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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쉐이크 자이드는 이 어린 소녀가 사막을 가로질러 사르자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제공했지만 소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9
이후 쉐이크 자이드의 모친 쉐이카 살라마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영국 의사
한 명이 알-아인 지역까지 급히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10 이런 사건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가능한 빨리 알-아인 지역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
하는 계기가 됐다. 1960년에 그는 이 오아시스 지역에 선교사가 운영하는 진료소 개
설을 허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부다비 섬은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가 된 이듬해
인 1967년이 되어서야 병원이 들어설 수 있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이 아랍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의 여파로 새로운 정치적 환
경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곳 아랍 만을 넘어 아랍 세계 전체의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었다. 과거의 낡은 정치 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에 의
해 형성된 것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환경이 급변하고 있었다. 우선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에 의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란 석유 산업에 대한 영국의 권리는 무함마드 모사디크(Muhammad Mossadiq) 박사의
민족주의 정권이 집권하자 간단히 파국을 맞았다. 참고로, 무함마드 모사디크 박사가
이끄는 이 정권은 1951년에서 195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이란을 통치하고 붕괴했
다. 다음으로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에 의해 1805년부터 시작된 이집트 왕정
은 1952년 자말 압델 나세르(Jamal Abdel Nasser)가 이끄는 자유장교단 운동(Free

Officers Movement)에 의해 파룩(Faruq) 국왕이 축출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
후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데 성공했고,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연합군
의 공격에 맞섰다. 이 와중에 나세르 대통령은 빠르게 아랍의 영웅으로 부상했고 이
집트와 시리아를 합친 통일 아랍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이 탄생했다. 이 통일 아
랍공화국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유지됐다. 한편, 1958년에 이라크의 새로운 왕정
은 1921년 연합국 세력에 의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술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종적으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붕괴됐다. 아랍 지역에서 발생한 이 일련의 사건들에는
비록 각 지역적 국가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다. 즉, 이
모든 사례들의 바탕에는 유럽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통한 아랍 사회의 변화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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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목적이 있었다.
카이로에서는 ‘아랍의 목소리(Voice of the Arabs)’라는 새로운 라디오 방송에서 ‘아
랍인들은 모두 형제다.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성급한 메시지
를 송출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랍 만에서 이 이념이 노골화되지는 않았으나 큰 충격
을 줬다. 영국은 이런 정도의 파급에 그친 것을 1950년대 전반까지는 매우 만족스럽
게 여기고 있었지만 1956년부터 나세르주의(Nasserism)가 더욱 맹위를 떨치자 비로소
염려하기 시작했다.11 한편 미국도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사회주의에 경각심을 갖고
서 이란과 아랍 산유국에 대한 구소련의 진출을 막기 위한 동맹 시스템 구축에 힘쓰
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석유 발견 가능성 때문에 이 아랍 만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측면에
서 새롭게 부각되면서 다른 열강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영국은 이 아랍 만에서 유지해온 각종 우선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
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관련 수익을 이 아라비아반도 안에서의 자국
지위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런 취약성을 인식하고 나서 영국은 처
음으로 ‘휴전 해안’ 토후국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12
아부다비 토후국이 상당한 수입원을 가진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보이자, 영국은
이곳 아랍 만의 전통적 정부가 직면할 모종의 위험을 감지했다. 이 지역만의 특수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제도였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 정치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게 적응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영국 관료
들은 믿었다.13 즉, 과거 이 ‘휴전 해안’ 지역의 전통적 정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하던 영국이 이번에는 환경 변화에 맞는 수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노골적
인 이타주의에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다. 이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 지역 주
민들이 혜택을 입겠지만, 핵심 목적은 영국 상품의 신흥시장 가운데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휴전 해안’ 토
후국에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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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거부하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지역 정치의 변화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기폭제들은 주로 경제였다. 석유로 인한
수익이 생기기 전에도 1960년대 아부다비 토후국의 금융 자산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
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40년부터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석유 탐사권의 대가로
매년 10만 루피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14 1950년 겨울에는 미국의 슈피리어 석유회
사(Superior Oil Company)가 일시불 150만 루피를 아부다비 통치자에게 지급했고, 이
후 석유가 발견될 때까지 매년 100만 루피씩을 지급했다.15 따라서 1950년대 초반에
아부다비 통치자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가득했고,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하기 전의 진주 채취 붐이 일던 무렵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겨우 생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거액의 잠재적 부는
부득이 특별한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또한 석유는 실제 채굴되기 훨씬 오
래 전부터 예상되고 있었고, 이 석유 탐사 성공 가능성은 아부다비 토후국과 그 인접
국의 관계를 벌써부터 왜곡시키기 시작했다.16 한편, 1950년대 후반에 마침내 상당량
이 발견되기 전까지 장기간 무위에 그친 탐사 기간에 사람들의 실망도 컸다. 이후 이
지역에서 석유의 첫 대량 발견은 신규 장비를 동원해 탐사했던 다스(Das) 섬이었고,
그 양은 예상보다 많았다.17 이로써 추가될 수익은 이 아랍 만 전체를 광범위하게 발
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할 정도였고, 아부다비 토후국 역시 이 석유 개발로 막대한 부
를 누릴 수 있게 됐다.18 다시 말해 이 석유 개발은 아부다비 토후국은 물론이고 아랍
만 모든 토후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했다.19
그러나 이 석유 개발로 인한 예상 수익은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관점에는 변
화를 주지 못했다. 그는 원래 조심하는 성격이었고, 행운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던 대
공황 시절의 경험 이후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사회
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차츰 당황하고 있었다.20
그의 성격으로 굳어진 보수적 태도와 변화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고 주변 압력이
커지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결정은 점차 방향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석유회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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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는 특히 그랬다. 석유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 쉐이크 샤크부
트는 합리적 태도로 임했고 합의에 이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 그러나 다수의 석유
회사 대표들에 대한 개인적 호감에도 불구하고 석유회사들의 의도에 대한 그의 불신
은 차츰 증가했다. 그는 신문 구독이나 라디오 청취를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했고 매
일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석유회사
들이 영국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영국의
정책과 석유회사들의 이익에 대한 그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석유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길 원했고, 그 소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쉐이크 샤크부트가 그들의 제
안을 무엇이든 수락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21 반면, 쉐이
크 샤크부트는 당시 석유회사들의 제안에 대해 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석유 계
약을 수락하도록 영국 정부에 의해 강요당했던 과거 1930년대 상황의 반복에 불과하
다고 느끼고 있었다.
당시 그는 영국 관료들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때
까지 계약 체결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도 그는 해상 탐사권에 관한 영국의 권고를 거절했고, 중재 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
한편, 이 시기에 특히 영국에서는 완고함과 비타협적인 태도와 관련해 쉐이크 샤
크부트를 비난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완고함에 대한 영국의 이런 비난의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들의 안건을 거부했기 때문인 경
우도 많았다.22 석유회사들의 경우 석유 생산의 한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에 더 관
심이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적
관심이 쏠려 있었다.23
초창기에는 쉐이크 샤크부트 자신이 직접 석유회사들과의 협상을 관장했다.24 이
협상들은 쉐이크 자이드의 조언 없이 추진됐다. 참고로,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 지
역의 그 복잡하고 지속적인 영토 분쟁과 관련해 석유 탐사 문제를 이전에 관장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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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다. 이 석유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
러났다. 이는 쉐이크 자이드가 석유회사나 영국 정부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석유로 인해 생겨난 수익이 아부다비 토후국을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입장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했
다. 반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길
꺼렸고, 영국 또는 석유회사들과의 계약에 신중할 필요를 더 강조했다. 비록 쉐이크
샤크부트의 이런 조심성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런 접근 태도는 당면한 중요
안건을 흐리고 있었다. 만약 쉐이크 샤크부트가 석유 관련 수익을 지급받게 되면 그
에 맞추어 몇 가지 자금 운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쉐이크 자이드는 생각했다. 예
를 들면 이 수익은 해외로 투자될 수도 있었다. 또한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 발전에
투자될 수도 있었다. 그저 쌓아놓기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쉐이크 자이드에게 있어 그 우선 순위는 명확했다. 이
재원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돼야 한
다고 그는 생각했다.

1950년대의 모든 기간을 통해 쉐이크 자이드가 적극적인 인물이란 사실은 사람들
이 점차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비록 그가 알-아인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한 권한을 갖
고 있었지만, 아부다비 토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조언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해외를 순방하는 동안 쉐이크 자이드가 그를 대행하는 경
우는 예외였다.25 1960년 쉐이크 샤크부트가 영국과 유럽 각 도시를 공식 순방하며
여름을 나는 동안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임시 권한 대행으로서 즉시 기회를 놓치
지 않고 각종 도로 건설과 급수 시설 개선 분야와 같은 장기 계획에 착수했던 것도
이런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이런 조치들에는 위험 요인도 있었다. 공공 재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출
하도록 승인한 것이 통치자 임시 권한 대행(Acting Ruler)의 위임 통치 한계를 넘는
행동으로 쉐이크 샤크부트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부다비
의 통치자는 1960년 9월 13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쉐이
크 자이드가 도로 건설에 이처럼 공공 재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어떤 불만도 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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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바람직한 공사를 계속 추진했으나, 대신 다소 소극
적 태도로 임했다.”26라고 익명의 영국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자료에 그 다
음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영국과 유럽에 대한 여름 순방에서 귀국하고 나서 불과 3주도 채 지나기 전에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는 다시 외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쿠웨이트와 영
국을 거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이었다. 이에 대해 그가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함이
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와중에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재정 지출 거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가하는 조짐이 있었다.27

한편,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주도적 일처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해 쉐이크 자이드는 두바이에 주재하는 정무 주재관 크레이그(A.J.M. Craig)에게 통치
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형의 이
번 외국 순방 동안에는 추가로 공공 사업을 벌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어
도 쉐이크 자이드가 보기에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그 어떤 새로운 것에서도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
육, 의료시설, 공공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그에게 몇 번이고 반복 설명해야 했다.
(…) 때로는 쉐이크 샤크부트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격노에 직면할 것을 감수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쉐이크 자이드 자신이 직접 그를 강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런 아이디어에 호감을 갖게 되
면 왜 더 일찍 자신에게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28

이처럼 쉐이크 샤크부트가 쉐이크 자이드가 시작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역행하
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와 관련해 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대신에 쉐이크 샤크부트는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를
빈번히 방해하는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29 쉐이크 샤크부트가 어떤 지출도
꺼려하고 있고 열정이나 관심이 없는 프로젝트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에게 불만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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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해준 쉐이크 칼리드 빈 술탄(Shaikh Khalid Bin Sultan)과도 대화를 나눴음을
크레이그는 기록에 추가했다.30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공식 석상에서 발전을 재가(裁可)하지 않겠다고 공공연
하게 발언하진 않았지만, ‘7개 토후국 위원회(Trucial States Council)’와 같은 모임을
포함한 여러 자리에서 광범위한 발전의 혜택에 자주 의문을 표시했음을 역사상의 여
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일반론 수준에서 변화를 장려했지만 결국 그
추진 과정에서 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그는 자신의 점
증하는 재원으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할 것처럼 외국 기업이 믿게 만들고는 제안서를
받는 수준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무위로 돌렸다.31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는 영국 정
무 주재관이나 정무 공사에게 교사, 재판관, 전문 기술자, 고위 경찰관, 그리고 심지
어 유럽 출신의 전문 비서 등을 초빙하겠노라 동의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거나 무력하게 만들었다.32

변화의 시대에 쉐이크 자이드의 역할
이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아부다비 토후국에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중심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쉐이크 샤크부트의 소극주의와 쉐
이크 자이드의 실천주의였다. 1920년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쉐이크 샤크부트는 정의로운 인물이었고, 집권 초반기에 과거 정치적 악습을 일소했
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야기한 영토 분쟁과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여기에는 뚜렷한 해결책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
운 도전들은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엉켜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영토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부다비 토후국 통
치자가 주민들을 각종 재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외양은 바뀌었으나 이
책의 제1장에서 상세하게 다룬 그 충성과의 교환이라는 부족 전통과 그 본질에 있어
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런 상관성을 바로 감지했지만 쉐이크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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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부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쉐이크 샤크부트와 쉐이크 자이드가 함께 아부다비 섬에 거주했다면 두 인물
사이의 차이는 분쟁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
했기에 소극주의와 실천주의라는 차이점이 장기간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었
다. 그러나 비록 점증하는 이들 사이의 정치적 틈이 가려져 있었지만, 언젠가는 표면
으로 드러날 저류(底流)가 형성되고 있었다. 알-아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쉐이크 자
이드는 좌절된 개혁과 지체된 발전이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에 미칠 충격을 차츰 우
려했다. 예를 들면 내륙 지역인 알-아인에서 그가 수행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통치와
아부다비의 영향력이 훨씬 약했던 리와 지역의 상황은 뚜렷하게 대비됐다. 1952년
사르자흐 토후국에 주재하던 영국 정무 주재관 마틴 벅마스터(Martin Buckmaster)가
정보 수집을 위해 리와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알-아인 지역을 들렀을 때, 그가 쉐
이크 자이드의 형 쉐이크 하자가 “매우 박식한” 것에 놀랐다는 것과, 쉐이크 자이드
가 “자신의 가계에서 비중있는 인물 누구도 리와 지역을 앞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
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고백했다”는 것을 기록했다.33
쉐이크 자이드가 전권을 행사하던 알-아인 지역의 알 나흐얀 가계의 영향력과 비
교하면 리와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아마드 빈 파드힐(Ahmad Bin Fadhil)의 권위는 그
가 맡은 바 임무를 최대한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조를 이룬
다. 이처럼 리와 지역과 아부다비 토후국 내륙 지역에서 아부다비의 영향력이 축소된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 책의 제3장에서 언급된 허가받지 않은 탐사팀의 침입은
아부다비 토후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당시 벅마스터는 아부다비
토후국 영토 내에서 아람코 석유회사 탐사대의 불법 탐사를 보여주는 바퀴 자국을
발견했고 이를 중대한 침입으로 간주했다.34 동일한 사실을 과거 헨더슨이 기록했듯
이 1948년 이후 아람코는 아부다비 토후국 국경 안으로의 침략을 의미하는 탐사대
파견을 시작하고 있었다. 벅마스터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국경 근처
에서 일단의 탐사대를 발견했는데 당시 그들의 리더는 길을 잃은 것처럼 둘러댔다.35
쉐이크 자이드는 만약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신이 알-아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부다비 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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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권은 차츰 소멸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즉, 쉐이크 샤크부트가 부족들의 물질
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들의 아부다비 토후국을 향한 지지도 차츰 감소하고
있었고, 쉐이크 자이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주민들을
지원하지 않자 아부다비 토후국은 차츰 붕괴되고 있었다.
이웃 베두인족에 의한 약탈도 문제였지만, 서양 석유 탐사대의 계속된 침입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알-아인 지역에서의 대리 통치 경험을 가진 쉐이크 자이
드가 보기에 아비다비 토후국의 강력한 힘은 주민들의 충성에 기인하고 있었다. 또
한 그는 주민들이 통치자로부터 충성의 대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가 보기에 주민들의 충성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쉐이크 자
이드 자신이 보유한 재원은 알-아인 지역의 주민들을 무리하게 지원하느라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리와나 아부다비 토후국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량
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일찍부터 국가의 재원을 주민들에게 혜
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지출하려 노력했다.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의 경우, 이타심을
예리한 정치적 총명함과 잘 조화시키고 있었다. 아부다비 부족 동맹의 전통적 정치
시스템은 통치자와 주민 사이의 상호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만약 이 본질적 균
형이 유지되지 못하여 아부다비 토후국이 입게 될 충격은 재난적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이 되자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의 가장 큰 위험은 주민들이
반항적으로 되어간다는 점이었다.36 이 아랍 만의 다른 토후국 주민들이 아부다비 토
후국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스스로
도 극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는 통치자 샤크부트는 국가 재원을 사회의 기초적 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려 하지 않았다.37 이처럼 아부다비 부족 사회는 분열적 성향이 재연됐
고, 주민들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타국 통치자 진영에 합류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최전선인 알-아인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측의 식량과 금전 지원 전술에
맞서 지키려 힘썼던 단결이 오히려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
다.38 주민들의 이런 분열 성향은 리와와 쉐이크 자이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39 이처럼 아부다비 토후국은 불안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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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치닫고 있었다.40 주민들의 기대와 국가의 실제 지원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
준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통치 가계 내부의 주요 인물들, 영국의 자문관들, 그
리고 심지어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에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까지 포함한
주요 인사들 모두 발전을 위해 정치권력층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아부다비 토후국 정치 구조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은 이미 엿
보이고 있었다. 또한 아부다비 토후국 안에 집단 책임제의 분위기도 출현하고 있었
다. 석유회사와의 첫 합의 문서에 통치자 샤크부트 혼자만 사인했지만, 1950년에 체
결된 합의 문서에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하자아 빈 술탄(Hazza'a bin Sultan), 칼
레드 빈 술탄(Khaled bin Sultan), 자이드 빈 술탄(Za'id bin Sultan)으로 구성된 ‘3인 위
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사인했다.41 이는 아부다비 토후국 권력 구조 내부의 잠재적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였고,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일부 권한
을 위임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이미 원
칙으로 제시한 이런 양보의 이행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그의 형제들에 의한 국정 참여는 꾸준히 확대됐다.42
그의 형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952년에 새로 설립된 ‘7개 토후국 위원회’에
대표단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이 지역 토후국 통치
자 사이에 직접적 접촉 창구가 부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
다. ‘7개 토후국 위원회’의 창설로 통치자들은 형식적 환대와 외교적 프로토콜의 딱
딱한 한계를 벗어나 서로 회동하여 대화할 포럼이 생겼다.43 향후 몇 년 동안 이 ‘7개
토후국 위원회’는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가 되기 이전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치
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7개 토후국 위원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영국 정부에게는 단지 통치자 개개인
과 협의하는 틀만 존재했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토론을 위한 포럼이 정치적으로 유
익하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또한 이 자문위원회는 과거 개인적 협상 시스템보다 확
실히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었다.44 뿐만 아니라 영국은 ‘제국주의’라는 비난에 대
해 갈수록 민감해졌고, 이 남부 아랍 만에서 아랍연맹(Arab League)에 대한 관심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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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45 이 ‘7개 토후국 위원회’라는 매개를 통해 공통의 정
책 방향이 개발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 위원회는 사르자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주재
관(Political Officer)이 토후국 통치자들의 집단적 의견을 모색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록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
만 첫 토의에서 다음에 개최될 회의의 진행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됐다.46 1952년 3월
에 토론된 진주 양식, 메뚜기 퇴치, 두바이의 ‘휴전 해안 병원’ 등과 같은 첫 이슈는
모든 토후국의 관심사였다.47
초창기에 이 위원회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48 쉐이크 하자와 쉐이
크 자이드는 1953년 4월 25일 이 위원회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이 토론
에 참여한 기록은 없다. 1954년 7월 5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참석
은 회의의 분위기 변화에 기여했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처음으로 시도됐다. 당시
이 위원회는 주재관 공관 응접실에서 개최됐고, 이번에는 즉석 사교장 분위기로 바뀌
었다.49 영국의 정무 주재관 피리에 고든(Pirie Gordon)의 기록에 따르면, 통치자 쉐이
크 샤크부트가 있는 공식 자리에서 관례에 따라 발언이 금지되던 쉐이크 자이드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 위원회의 의사 진행과 결정에 성심 성의
껏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했다”50.
또한 이 위원회를 통해 젊고 보다 활기찬 멤버들 사이에는 새롭게 의기투합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을 위해 무대 뒤에서 강한
톤으로 발언하는 동안 쉐이크 라시드 역시 두바이 토후국을 위해 소중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리에 고든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랍 세
계의 예법에서 부친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제넘게 나서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음에도
쉐이크 라시드는 위원회의 토론 과정에 아주 활발하게 참여했고 고령의 두바이 통치
자가 향후 이 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51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의 오랜 협력 관계는 이 위원회를 통해 발전한 것
이었고, 이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 새로 부임한 정
무 주재관 트립(J.P. Tripp)은 1955년 8월 대리 정무 공사 골트(C.A. Gault)에게 “쉐이
크 라시드, 쉐이크 하자, 쉐이크 자이드, 이 세 인물은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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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라는 내용의 서면 보고를 했다. 이 위원회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 지역의 통치자
본인들도 ‘7개 토후국 위원회’를 통한 모임이 중립 지대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다. 당시의 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이 지역 통치자들이 서로 회동하지 않는다면 해묵은 원한을 극복할 수 없게 된
다. 이 위원회는 그들에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만나는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그들의 친분은 강화됐다.”53
쉐이크 자이드는 이 위원회에 규칙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이 지역의 통치자들을 다
루는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가 그들의 후계자 또는 여러 아들
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진 것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비록 당시 그가 통치자가 아닌
알-아인의 통치자 대리인 신분이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공식 직함이었고 가끔 보건이
나 도로와 관련한 주제에 있어서는 토론 과정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54
이 위원회의 목표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적극적 지지 덕분에 이후 쉐이크 샤크
부트 자신의 이 위원회에 대한 기여도 적극성을 띠게 됐다. 1953년 11월 17일에 개최
된 이 회의에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향후 석유 관련 수익의 4퍼센트를 전체 휴
전 해안 토후국을 위해 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이런 제안은 쉐이크 자이드의
꾸준하고 설득력 있는 노력의 결과였다.55

쉐이크 자이드의 도전
이처럼 비록 ‘7개 토후국 위원회’가 쉐이크 자이드에게 가치있는 포럼이었지만 아
부다비 토후국의 발전과 진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아
부다비 토후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진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대규모 재원 배
정을 계속해서 반대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초반부터 그와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쉐이크 자이드는 차츰 훈육을 통한 효율성이라는 모델을 생
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냄에 있어 좋은 수사나 거드름을 피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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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자신의 의사를 직설적 화법으로 전달했다. 쉐이크 자이드를 만나 본 모든 사
람들은 그의 지성과 정치적 통찰력의 진가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책무를 성
실하게 수행했고,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마무리했다. 많은 경우에 그가 형 쉐이크 샤
크부트에 대해 격분을 금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무 주재관 보우스테
드(Hugh Boustead) 대령과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솔직한 개인적 대화에서 그는 자신
의 어려움을 토로했다.56 보우스테드는 정무 공사 루스(William Luce) 경에게 서면으
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1962년 11월 5일 밤 나와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해 계속 비난했다. 이런 공공연한 비난은 전에는 좀처
럼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재임하는 자문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아부타디 토후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쉐이크 샤크부
트의 곁에 조력자들도 붙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57 또한 그는 자신의 형이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고, 실행에 착수할 생각이 없으면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쉐이크 샤크부트가 국경 분쟁지 가운데 하나인 하룰(Halul) 때문에
화난 상태라고 말했지만 아부다비 통치자는 행정 기관에서 개발에 대해 의논하지
못하도록 이를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58 (…) 나는 형인 쉐이크 샤크부트
에게 실제 산유국이 되면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주민들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
으나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다.59

보우스테드는 쉐이크 자이드가 이처럼 공공연히 통치자를 비난한 것으로 보아 무
슨 일인가가 발생했다고 느꼈다.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급격한 황폐
화가 그 직접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 지역에서
빈곤에 처한 주민들과 매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당시의 궁핍 상황에 대해 누구보
다 먼저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이토록 통탄할 상황은 도저히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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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유감스러운 현실은 분명 그의 자비심뿐만 아니
라 평등 개념에도 맞지 않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의 외국 기업을 밖으로 내몰 뿐인 그런 정책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비즈니스에 미칠 당연한 위험에 대해서도 역시 파악하고 있었
다.60 당시 투자와 혁신은 아부다비 토후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61 하지만 공
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 투자를 결정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쉐이크 자이드는 더 많은 자금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금고에 쌓여가고, 더 많은 외국 기업이 그 자금을 겨냥해 각종 제안을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형 쉐이크 샤크부트는 더욱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
었다.

1962년 4월 보우스테드는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의 현지 관료인 살림 알리 무사
(Salim Ali Musa)와 나눈 솔직한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전날 자신을 궁으로 불러 쉐이크 자이드가
단지 돈을 타내기 위해 아부다비 섬에 들른 것을 알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
해 말했다고 오늘 아침에 내게 전했다. 또한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뿐만
아니라 통치 가계의 다른 인물들도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 차라리 그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국가를 운영하도록 권력을 넘길 계획이라고도
발언했다고 했다.
이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실제로 명확하게 그에게 정권을 넘기겠다는 의미로 말
한 것이지만 그 자신은 “쉐이크 샤크부트의 이런 제안이 전혀 진심이 아니고 그저
술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절했다”고 내게 전했다.

이어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자신뿐 아니라 통치 가계의 다른 인
물 누구도 그 돈이나 권력을 넘겨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당신이 통치하는
동안은 온통 혼돈이 지배했고, 언제나 당신은 그 누구의 조언도 수용하지 않기 때
문에 모든 것을 당신이 관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고 내게 전했다.
만약 쉐이크 샤크부트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유일한
선택은 다른 토후국들처럼 국가를 경영할 적절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라고 쉐이
크 자이드는 내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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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는 계속해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이
나 진보와 관련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통치 가계의 그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은 혼돈 상태로 남아 있다고 내게 말했다. 또한 쉐이크 샤크부트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발전을 위해 어
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
했다.62

쉐이크 자이드는 알리 무사에게 이 대화 내용을 영국 정무 주재관에게 전달해 달
라고 부탁했고,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알-아인으로 떠
나버렸다.
이 무렵부터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의 권력 균형은 변화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
드의 인기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를 한참 추월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있어 그
는 알-아인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 침략으로부터 결연한 의지로 맞서 아부
다비 토후국을 지켜낸 영웅이었다.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에 전화도 없고, 라디오 송
신기도 거의 없었지만 사막의 전통인 입소문은 매우 빨랐다. 아부다비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 누구나 알-아인 오아시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였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성공과 연계된 많은 경제적,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던 영국 정부는 하마사흐 마을의 사우디아라비아 세력 축출을 위한
무력 개입 이후 쉐이크 자이드를 아부다비 토후국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 여
겼다. 하지만 1947년 이전의 영국 관료들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각종 사안에 고압적
인 태도로 간여하길 좋아했음에 반해, 그 이후 새롭게 부임한 관료들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편이었다. 이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주도권을 따
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떠맡게 될까 우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쉐이크 샤크부트의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계획하진 않고 있었다. 아부다비 토후국 정치 변화의 불가피성 여부는 오롯이
쉐이크 자이드 혼자 결정해야 할 몫이었고, 그가 가끔 잘못된 정치에 간섭하길 꺼릴
때면 영국측은 좌절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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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를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은 영국 외
무성의 각종 자료에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62년 4월 17일 영국 정무 공사가 런던의
외무성에 보낸 장문의 서한에서는 이런 시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서한에서
정무 공사는 쉐이크 자이드와 알리 무사의의 만남에 대해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논
평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새로운 시대의 아부다비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들을
갖춘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 덕분에 우리는 행운이다. 그는 자신의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있다. 그는 친화력 있고, 외향적 성격이고, 두려
움 없고, 숨김없이 말하고, 관대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 애쓴다. 간단히 말
해 그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형과는 다른 인물이다. 내 말은 그가 고분고
분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베두인족의 자부심과 독립심으로 충
만하고, 분명 우리 영국이나 다른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주민의 이익을 원하고 있고, 아부다비 토후국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 통치자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을 그
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을 위해 영국 또는 다
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쉐이크 자이드가 통
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경찰을 포함해 통치 가계 인물들과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 모
두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63

이로부터 약 1개월 후인 1962년 5월에 극심한 압력, 그리고 어쩌면 몇 가지 입수
된 정보에 영향을 받아 쉐이크 샤트부트는 적정 예산 책정과 개발 계획 같은 요구들
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런 양보를 한 뒤 곧 그는 딴청을 부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
면 교육과 관련해 그가 수단에서 교사를 초빙하기로 동의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
단 정부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의안에 결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보우스테드
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와 최악의 면담을 끝낸 후, 밤에 쉐이크 자이드를 방문
했다.

나는 쉐이크 자이드와 밤에 한 시간 정도 만났다. 그리고 수단 정부가 상당히 양
보하여,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 합의안에 사인했던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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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는 반드시 그 교사들을 초빙해야 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
했다.64

이로부터 2주 후에 쉐이크 샤크부트는 다시 양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 즈음에 통치자와 그 형제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쉐이크 자이
드에게 들은 정보를 보우스테드는 훗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이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
크 칼리드가 국가를 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
에 성심껏 임했다고 말한 다음, 자신의 동생들은 알아인에서 인생을 즐기기만 했
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기만 했으며 이로 인해 자기 혼자 힘들게 각종 사안을 처
리해야 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허락했다면 자신들은 그를 도와 국정에 임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 또한 그는 샤크부트에게 “만약 당신
이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영국 정무 주재관과
그의 비서관, 그리고 아부다비 토후국에 봉사하기 위해 선발된 여러 공직자들로부
터 조언을 구하지만 말고 이들의 조언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자신과 쉐이프 칼리드를 기용했고 책임을 부여했다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
트를 도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쉐이크 자이드는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쉐이크 자이드는 만약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물러나길 원한다면 자신들이 막을 능
력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 지역에서 전통
시장, 관개시설, 농업 개량조치 등에 재원을 써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공격했
다.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자 만약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신이 알아인 지역에서 했
던 일 처리 가운데 주민들의 이익에 반했던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하면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겠다고 맞섰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어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국가 예산의 일부를 정식으로 배정하고, 그 돈을 전담 부서에 넘긴 다음, 적절한
재정 지침에 따라 지출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만약 정부 예산을 따로 배정하면 주민들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바람
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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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는 이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고, 외국에서는 국가
의 수입과 예산은 보통 공개되고 공식 문서로 발표되고 있고, 이는 정상적인 관행
이라고 답했다.65

변화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자 쉐이크 샤크부트 역시 자신을 비난하는 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국 매체는 점차 아부다비 토후국의
새로운 석유 자산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66 그를 모욕하려는 선동이 아니라고 아무
리 설명해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이런 완고함과 의지력은 그의 특징이었다. 분명,

1930년대 이래로 영국 관료들은 쉐이크 샤크부트의 이런 완고한 침착성을 계속 상대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영국과 일치단결하는 정책과 그의
상냥한 태도에 매료됐다. 쉐이크 샤크부트 입장에서도 영국이 직접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처신했다. 그 동안 아부다비 토후국은 평화로
웠고, 그는 통치 가계에 의해 선출됐고 모든 주민이 인정한 정통성을 인정받는 통치
자였다. 따라서 통치자를 교체하는 문제는 통치 가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마침내 보우스테드는 아부다비의 수석 정무 주재관으로 임명됐고, 쉐이크 자
이드는 예전보다 고위 관료를 통해 영국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
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뿐 아니라 쉐이크 칼리드, 쉐이크 하자, 그리고 통치 가계 구
성원과 주민들 모두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보우스테드나 다른
영국 관료들과 토론에 임했을 때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권력을 승계받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본인과 국가를 위해 모두가 바라는 그 정책을
시행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노력은 성공적이었고, 영
국 정부는 그의 희망대로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영국의 이
런 지지의 실제 결과는 쉐이크 자이드의 희망과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

1962년의 첫 석유 개발에서 1966년의 권력 승계까지 기간에 그가 기대한 것보다
는 훨씬 느린 속도였지만 쉐이크 자이드가 구상한 발전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그는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 또한 그는 아랍 만의 이웃 토후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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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들과 그들의 후계자와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아랍국들로부터 ‘휴전 해안’ 토후
국들을 착취한다는 비난에 자극받은 영국 관료들은 마침내 이 지역에 약간의 투자를
결심했고, 이곳 통치자들에게도 투자를 촉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도 불
구하고 쉐이크 자이드는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형이 통치자였기에 장유유서의
미덕에 따라 공식 석상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계속 복종하는 모
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28년의 형제간 맹세를 항상 잊지 않았고, 국가 권력을 넘겨받
아 대중적 열망을 실현하라고 자주 요구받았지만 모친 앞에서 행한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는 휴면 상태에 빠져 들고 있었다. 쉐이크 샤
크부트가 퇴임하려는 듯이 보였으나 다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자,
절실히 요구되는 개발의 추진을 그가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현대화 변천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었다.67
쉐이크 자이드 자신은 이 변천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될 것인지
명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대체로 영국 정부를 통해
진행됐고 그 대상도 주로 영국 기업들이었지만,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은 사실상 프랑
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등의 기업 인사들로 차츰 북적이고 있었다.68
더구나 아부다비 토후국의 대규모 석유 매장량이 확실해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흐란(Dhahran)에 주재하는 미국 총영사 호너

(John Evarts Horner)가 작성했고 ‘아랍 만에서의 영국 제국주의의 위장된 얼굴(The
Illusory Face of British Inperialism in the ‘Arabian’ Gulf)’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회람된
기밀 문건은 이 이슈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뤘다. 이 문건에서 그는 영국의 감독권을
배제한 아랍 만을 상정하고, 그 경우라면 미국의 지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질문했
다. 이 문건에서 그는 “요약하자면 이 지역을 더 이상 작은 어촌들로 구성된 토후국
들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석유가 풍부한 지역으로 인식해야 한다”69, 이렇게
결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1964년 4월에 미국 총영사관의 한 팀이 랜드로버를 타고 다
흐란을 출발해 ‘휴전 해안’ 토후국 전체를 여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
은 알-아인에도 들렀고, 이 지역 모든 토후국의 통치자를 개인적으로 예방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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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 영토 안에서 미국 외교관들과 접촉했던 첫
경험일 것이다.
이로부터 다흐란에 주재하는 관료들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미국 관료들도 아부다
비 토후국과 이 아랍 만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
다.70 이들은 영국 외무성이 배포하는 브리핑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재하는 미국
자신의 영사관 직원들이나 미국 군함을 타고 이 지역을 방문한 사령관들이 직접 수
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정황에 대해 점차 정통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영국은 ‘휴전 해안’ 토후국에 영사관을 개설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에 분명하게 반
대했고,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병사의 숫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
다. 영국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우선적 외국 접촉 창구인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에서도 확고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특히 수에즈 운하 사건
이후부터 남부 아랍 만에서의 독립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 영국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
하게 일을 추진해야만 했다. 이는 1964년 이전까지 호너 총영사가 문건 작성이나 이
지역 방문을 자제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미국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미래가 쉐이크 자이드에게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내부와 외부로부터 쉐이크 자이드에게 가해지고 있던 압력은 상상하
기 어려울 정도였다. 쉐이크 자이드의 두 형 쉐이크 칼리드와 쉐이크 하자는 통치자
와 더 심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쉐이크 자이드가 이들 사이
를 중재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알-아인 지역 주민들과 다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부다비 도심 주민들의 극심한 가난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비록 그
가 통치자의 일부 권력을 위임받으라는 영국 정부의 제안에는 분별 있게 반응했지만,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자리의 승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신중함, 명예,
타당한 조심성 등이 그를 제지하고 있었다. 그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의 통치 스타일
을 싫어했고, 매우 솔직하게 자주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멀게는 그가 어린 시
절에 처음 경험했던 아부다비 토후국의 정변들, 그리고 가깝게는 최근 이웃 토후국에
서 발생했던 사례들처럼 관례를 무시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그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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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다. 게다가 과거 모친 앞에서 형을 지지하겠다는 맹세를 했었고, 이는 가볍
게 깨뜨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4년 동안 쉐이크 자이드는 한편으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내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과 관
련한 자신의 구상을 현실에서 추진해 나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이 통치자를 방문하기에 앞서 그와 의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는 만약 그가 어떤 발전 프로젝트에 대
해 인지하게 되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유보하는 경우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조
금이라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샤크부트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각도에서 바라보
는 것은 잘못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에서
역동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가 통치자 지위를 넘보려는 야심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기껏해야 그는 자신의 큰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현
대화를 추진하길 원하고 있었다. 1962년 이후 만약 쉐이크 자이드가 원했다면 언제
라도 통치자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만약 그렇게 통치자가 됐다고 해도 다른 형제
들과 통치 가계,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71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샤크부트 사이
에 깊은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었다. 둘은 전통적 사막 생활, 매사냥, 사냥, 시(詩), 현
장 토론 등에 대한 선호와 같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둘 모두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치 않았고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않았으며, 각자 의식 안에 본능적인 상호 신뢰가 있
었다. 또한 쉐이크 샤크부트가 다른 형제들과 공유하지 않던 특별한 유대 관계도 있
었다. 영국 경찰 총경 에지 대령은 1962년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통치 가계의 남
성 구성원 가운데 쉐이크 자이드를 제외하고 다른 그 누구도 쉐이크 샤크부트가 거
주하는 동안에 동일한 궁전에서의 숙박이 금지됐다. 쉐이크 자이드는 궁전 안의 어떤
방에서도 숙박할 수 있었다72.” 이처럼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를 깊이 신
뢰했다.
이런 깊은 관계였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유형이었다. 하나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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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쉐이크 자이드의 낙관주의였다. 그는 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고, 과
거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임을 믿었다. 반면, 쉐이크 샤크부트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익숙했던 과거 시절이 끝나가고 있음을 한탄했다.73 회고적 분석이긴 하지
만 둘의 이런 차이만을 가지고도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쉐이크 자이드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쉐이크 샤크부트가 태도를 바꾸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그러나 이 길은 점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마음 속으
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이 되자 쉐이크 자이드도 형 쉐이크 샤크부트에
게 양위하라고 설득하고 주민들과 조국의 이익을 위해 아부다비 토후국의 지위를 자
신이 승계한다고 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시나리오를 깊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다.

위기에 빠진 국가
아부다비 토후국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이런 무작위 상태에서 야기되
는 위험이 커져갔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잠재적 부와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사이의
괴리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아랍 지역과 국제적 매체들의 주장에 대처하기가 갈수
록 힘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국정 마비 상태는 관습적으로 통치자 교체를 담당해온
통치 가계의 결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 모종의 변화가 정당
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통적으로 알 나흐얀 가계는 자신의 구성원 가운데 새로운 통
치자를 선출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었다.74 이와 관련한 역사적 선례는 무수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퇴임한 통치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지난 1928년 가계 구성원 사
이에 합의가 있었고, 이는 관계자 사이에 흔들림 없이 준수되고 있었다. 마침내 1966
년 여름 쉐이크 샤크부트가 반드시 퇴임해야 한다는 결정이 통치 가계에서 분명하게
제기됐다. 그를 승계할 인물로는 대체로 쉐이크 자이드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유일한 반대는 쉐이크 자이드였고,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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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였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를 돕겠다고 맹세했
고, 그 맹세를 거의 40년 동안 지켜왔다. 반면, 변화를 향한 그의 열망은 널리 알려졌
고 존중받고 있었다. 결국 이는 개인적 열망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전통적 딜레마였
다.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열망은 자신이 언제나 사랑했던 사막 생활에서 멀지 않
은 알-아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시범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에 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그에
게 큰 유혹이 아니었고, 그 자신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을 선언한 적이 없었다. 여
름의 결정이 있은 후 수 개월 동안 그를 압박한 것은 단지 개인적 입장에 관계없이
만약 추천되면 통치자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이 책임의식뿐이
었다.
당시 영국 정부가 막후에서 쉐이크 샤크부트의 통치자 지위를 쉐이크 자이드로 교
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기록 가운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기록보관소의 각종 문서와 기록들은 반대 증거를 보
여주고 있다.75 영국이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해 느낀 불만은 오직 정치적 분야에 한
정됐다. 개인적으로 영국 관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존경했다. 심지어 이들은
영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신과 국가의 권리를 고집스럽게 방어하는 쉐이크 샤크부트
를 찬양하기도 했다.76
그러나 쉐이크 샤크부트가 마지못해 개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부다비 토후국에 부
담이 되고 국제경제 사회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의 신용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에 영국
역시 차츰 신경이 쓰였다. 당연히 영국은 현대화된 국제사회의 방식에 기민하게 반응
하는 통치자를 선호했지만, 영국 자문관들에게 고분고분한 아부다비의 통치자를 기
대하는 관념 자체가 무리였다.
영국의 그 어떤 자료에서도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그가
믿은 경우를 제외하고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의 요구에 따랐다는 증가는 찾을 수 없
다.77 통치자가 되기 전의 쉐이크 자이드에 대한 보고서는 많지만, 그가 특별히 고분
고분한 인물이라는 기록은 없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회의 진보에 대한 그의 실천, 또
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그 주민들에 대한 그의 정치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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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료들은 쉐이크 자이드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편이었고 쉐이크 자이드도 그들을
신뢰했기에 이 보고서들은 상호 신뢰를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영국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 교체를 환영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1966년 쉐
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지위를 승계했을 때 대중적 환영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의 여
지가 없다.78
마침내 쉐이크 자이드가 신의 뜻과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것임을 통치 가계 내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쉐이크 자이드
가 이미 물러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를 최대한 존경할 것이고, 그에게 상당한 금
전 지원을 하고, 그의 재산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그가 쉐이크 샤크부트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형제의 정은 여
전했기 때문이다.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에서 형을 대신해 통치자가 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분명 통치 가계 내부와 외부의 다수는 쉐이크 샤크부트
가 과거 1954년과 1962년에 넌지시 떠본 것처럼 스스로 통치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고 선언하고, 이어 자연스러운 승계를 그가 수용하는 형식이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
나 실제 승계 과정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다. 따라서 마침내 통치 가계에서는 통
치자를 교체하는 전통적 역할을 떠맡아야 했고, 이는 무엇보다 국가의 번영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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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환호를 받은 신임 통치자

현대 사회에서 알 나흐얀 가계의 쉐이크 자이드처럼 마지못해 최고 권력에 오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깊은 책임감, 그리고 통치 가계의 절대적인 요구가
합쳐져 그는 통치자 자리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
의 승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었고, 아부
다비 토후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통치자 교체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10년 이상 걸
린 승계 과정이기도 했다.

1954년 쉐이크 샤크부트의 첫 거짓 양위 의사 발표 이전부터도 통치 가계와 아부
다비 토후국 주민 모두 쉐이크 자이드의 지도자 자질이 향후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1 몽상가이자 실용주의자로서 그
는 주요 이슈를 설득할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이뤄냈다. 과거 그가 알아인 지역의 모든 주요 가문들에게 일반 주민들을 위해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용
수권 박탈을 납득하게 만들었을 때 그의 설득 능력은 충분히 알려지게 됐다. 영국 관
료들은 효율적이고 단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인물인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다.2 쉐이
크 샤크부트의 다른 형제들도 비록 그가 막내지만 외교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그는 영국 정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세력으로 부
상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할 이상적인 아부다비 토후국 대화 창구였다.
쉐이크 샤크부트의 첫 거짓 양위 의사 발표 당시 쉐이크 자이드는 30대였다. 그 시
기를 기점으로 통치 가계의 결정과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실제로 양
위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차 커가고 있었다.
그리고 쉐이크 자이드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정수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운
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통치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쉐이크 자이드는 개인적으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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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기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치자의 체면을 해치는 처신은
삼갔다. 목격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형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행가 오웬은 두 형제가 함께 있던 장면 하나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쉐
이크 샤크부트의 캐딜락 자동차에 함께 타고 알-아인 지역으로 힘든 여행길을 마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회고하는 기록을 남겼다. 참고로, 1950년대였고, 아
직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딜락은 사막에서 그다지 이상적인 자동차가 아
니었다. 여행 도중에 이 자동차가 갑자기 누군가 매복한 장소처럼 여겨지는 곳을 향
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두 대의 랜드로버에 나눠 탑승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시 차
에서 내리더니 따라왔고 통치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발견하자 공중으로 권총을 발사
하며 통치자를 호위했다. 이들은 바로 쉐이크 자이드의 수하였고, 그도 일행들과 함
께 있었다. 그는 큰 키에 건강한 체격, 그리고 큰 얼굴과 강한 시선을 가진 인물이었
다. 이 장면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그 통치자 호위 병력의 호의와 충성을 현장에서 지
휘하고 있음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함께한 자리에서 쉐이
크 자이드는 실제 막내 동생처럼 굴었고, 거기에는 친근감과 존경심이 함께 했다.

(…) 자신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웬은 이렇게 회고했다.3 이어 사냥 파티에서 오웬은 두 형
제를 더 가깝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형 앞에서 언제나 전형적인 막내 동생처럼 행동했다. 의존적이
거나 아부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에서 윗사람에 대한 경의를 소홀히 하는 법이 없
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됐고,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중요한 인
물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며칠에 걸쳐 특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24
시간 모두 나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관찰한 것보다 풍부하게 두 형제가 함께 있는
장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4

이처럼 외견상 드러나는 지위와 예법은 아주 중요했고, 쉐이크 자이드는 사회 행
동 규범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었다. 통치 가계 내부에서는 그가 자신의 불만을 드
러내기도 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형에게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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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예와 존경에 관한 기본 관행은 지켜져야 했다.
이 지역의 전통적 아랍 가계 내부에서, 그리고 특히 통치 가계 내부에서 통치자는
모든 연하 구성원에게 있어 권위의 화신으로 남아 있었다. 19세기에 이들의 조상 쉐
이크 샤크부트 빈 디얍이 그랬듯이 과거 통치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명예
로운 지위를 유지했고 경의의 대상이었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장남 쉐이크 칼
리파 빈 자이드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통치자가 되길 원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통치 가계 내부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
가계의 장로로서 존경을 받았다.
부족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인 비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나 전통에 대한 심
각한 파괴라는 그 잠재적 의미 때문에 통치자 교체는 가볍게 진행될 성질이 아니었
다. 토후국 정부의 본질적 성격은 완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갈등과 분열을
피하는 것이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쉐이크 샤크부트가 명예로운 지위를 유지하
면서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맞이한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을 경영하기에 더 적
합한 자신의 동생과 신세대 조력자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었다. 1952년과 1962년
에 쉐이크 샤크부트가 슬쩍 양위 가능성을 거론했을 때, 쉐이크 자이드는 국가 전체
의 이익을 위해 현대화를 수용하라고 그에게 권했었다. 이후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
의 통치 스타일이 갈수록 정치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동안에도 쉐이크 자이드의 그
에 대한 개인적 지지는 한결같았다.5 또한 과거 1954년에 쉐이크 샤크부트가 처음으
로 자신에게 양위를 제안했을 때 그가 계속 통치자로 남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도 다
름 아닌 쉐이크 자이드였다. 이에 대해 바레인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공사 버로우스

(Sir Bernard Burrows)는 다음과 같이 런던에 보고했다. “형제간 대화에서 쉐이크 샤크
부트가 양위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6

쉐이크 자이드의 딜레마
쉐이크 샤크부트가 가끔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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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쉐이크 자이드는 1966년 8월 6일 아부다비 통치자
지위를 수락하기까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시켜 보려 10년 이상의 세월
을 소모한 셈이었다.
왜 쉐이크 자이드로의 통치자 지위 양위가 조금 더 일찍이 아닌 굳이 이 시점에
진행됐을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7 다른 많은 권력 이동처럼 부분적 개량
의 시간이 필요했고, 쉐이크 자이드의 꾸준한 촉구와 방향 제시를 바탕으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마지못해 제한된 범위에서 변화와 개혁의 필요를 수용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통치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거짓 의사를 재차 내비친 1962년부터 4년
동안 다수 개발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사실 그가 거의 집무를 방치
했던 시기에도 많은 개발 계획들이 시작되기는 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각종 아
디디어에 대해서 대부분 선선히 응했고 관련 회사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적극적인 자
세로 토로했지만, 결국 해당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까지 통치자 자신 때문에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따라서 많은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시 정지 상태에 있었다. 예를 들어 아부다
비 토후국에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계약 당사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한 발전소도 있었다.8 이런 경향은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
고,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은 많은 정지 상태의 프로젝트를 정치적 난국에 대한 무
언의 증거로 인식했다. 알-아인 지역에서 아부다비 지역까지 관개 수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사전 설계와 조사 작업을 수행할 자문단을 고용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
아서 거의 실패 단계에 처해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 가장 심각한 이슈는 아부다비 토후국 자체 군대에 대한 통치자
의 우유부단한 태도였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병력과 장비를 갖춘 아부다비 토후국의 자체 군대 보
유가 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그는 처음에 이 군대에 대해 단지 형식적
필요 수준에서 구상했었다. 영국 정부도 초기에는 마지못해 검토했으나9 점차 이 제
안의 장점을 인식했다.10 따라서 양국간 상시적 용역의 일환으로 이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영국 관료를 파견하고 장비도 공급하기로 통치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전담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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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 장비를 주문하는 등, 이 계획이 진전되기 시작하자 통치자 쉐이크 자이
드는 무수히 많은 조건과 반대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합의 초반에 영국 정부가
해당 관료와 고급 장교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상반된 증거들에도 불
구하고 자신이 합의안을 확인한 시점에 대해 영국과 매우 다른 주장을 했다.11 이 무
렵까지만 해도 영국과 쉐이크 자이드는 여러 상반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쉐이크 샤크
부트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꾸만 기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자,
사람들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일단 적극 수용했다가 각종 계획과 실행을 결국은 가로막는 쉐이크 샤크부트
의 이 새로운 태도보다 완고하게 개혁 자체를 거부하던 과거 태도가 차라리 덜 문제
를 일으켰다.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비중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와 중요한 비즈
니스 계약을 채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었고, 통치자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아부
다비 토후국의 비즈니스 관련 이미지와 발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집무 태도는 현지의 영국 관료들에게도 부담을 줬다. 왜냐하면 런던의 상관들에
게 이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었고, 따라서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의 이런 빈번한
입장 변화에 대해 수시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혁과 개발에 깊게 관여된 쉐이
크 자이드와 그 주변 인물들 입장에서도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일관성 없는 결
정과 행동은 변화를 위한 사회적 동력을 손상시키고 전체 현대화 계획까지도 위태롭
게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12
쉐이크 자이드는 사회적 복지, 경제적 발전, 그리고 지역적 단결이라는 세 가지 분
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리 통치하던 알-아인 지역 주민
들이 잠시 향유한 적이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 정도를 아부다비 토후국 주
민 전체도 누려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사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알-아인 지
역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위임 통치에 관해 오랫동안 간섭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수도 아부다비 섬에 거주하는 대신 생활하기에 더 편한
알-아인의 오아시스 지역에서 장기 체류하기 시작했다. 이곳 오아시스 지역에서도 그
는 기술 진보와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스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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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계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대적 의술의 혜택에 대해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개발에 필요한 결정은 채택할 뜻이 없어 보였다.
이처럼 통치자가 수도 아부다비를 장기간 비우게 되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그가 알-아인 지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부다비 지역의 활력은 더 줄어
들었다. 아부다비 토후국과 관련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치자의 결정이
더 긴요해진 시기에 행해진 이와 같은 오아시스 지역 장기 체류로 인해 때로는 의사
결정의 진공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내륙의 오아시스 지역에 머
무는 동안 수도 아부다비에서 자신을 대행할 인물을 선정하지도 않았고, 알-아인 지
역에 체류하는 자신에게 송달되는 정부 문서들에 대해 어떤 구체적 지시도 하지 않
았다.
이처럼 그와 접촉이 어려워지자 수도 아부다비의 통치자 집무실에는 회신 없는 서
한들과 검토되지 않은 각종 자료, 계획, 제안이 그대로 쌓여가고 있었다. 통치자가 부
재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은 힘들었던 것이다.14
앞 장에서 개략적으로 다룬 것처럼 개발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관심은 보다 넓
은 범위의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 지역의 다른 토후국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것은 그가 보기에 시간이 갈수
록 큰 타격이 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의 진정한 역할은 아
부다비 토후국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남부 아랍 만 전체의 효율적 리더십을 보여주
는 것이었다.15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단결이라는 상호 유기적인 두 개의 이슈
가 쉐이크 자이드의 마음에 비중 있게 자리잡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로 그는 디테
일한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다른 토후국과 아부다비 토후국의 관계를 강화
해 왔다. 다른 업무가 일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쉐이크 자이드는 ‘7개 토후국 위원회’
에 규칙적으로 참석했고 때로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대
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어떤 경우에 그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를 수행하여 참석했
고, 다른 토후국 통치자나 그들의 후계자와 막후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토론에 참여
했다. 이 시기 동안 그의 이와 같은 인내력 있는 활동의 바탕에 자리한 원칙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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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이 지역의 미래가 각 토후국이 전체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
하되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스스로 통치자 자리를 승계하
기 이전에도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개방적이고 인내력 있는 성품을 바탕으로 각
토후국 사이의 역사적, 전통적 반목에 천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16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장기간에 걸쳐 이 남부 걸프지역에 있어서의 통일과 협력
이 자신의 목표임을 시사했고, 이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다. 또한 그는 아부다비 토후
국이 실제 영토 크기, 인구, 경제력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
을 맡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물론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점증하는 부와 혜택이 전
체 이익을 위해 북부 토후국들에도 일부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굳게 믿
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7개 토후국 위원회’라는 대화의 장이 이 단결 아이디어
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단일 여권제도, 노동자 보
조금 문제, 통일된 교통신호 체계 등 각 토후국 국경을 초월하는 의제가 다루어지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그는 ‘7개 토후국 위원회’에 금융적 기여를 하라고 쉐이크 샤크
부트에게 압력을 가했고, 이 위원회를 잘 가동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영
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반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원치 않는 각종 변화
를 여러 형태로 방해하고 있었다.17
바로 걸프지역 단결의 가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1965년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
지역 토후국 사이의 각종 협상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는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18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과 관련한 이 중요
하고 민감한 시기에 ‘7개 토후국 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토의에 불참하는 것은 자국
의 미래 번영과 관련해서도 큰 위협이 될 터였다. 게다가 쉐이크 샤크부트의 이런 선
언은 영국이 ‘7개 토후국 위원회’의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한 매우 중대한
시점에 나왔다. 새로운 의장은 토후국 통치자 간 투표로 선정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후 ‘휴전 해안 개발 사무소(Trucial States Development Office)’가 설립되고, 1965년
의 ‘7개 토후국 위원회’ 토의를 거쳐 아부다비 통치자가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을 가
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의장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중히 거
절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휴전 해안 개발 사무소에 고작 2만 5,000루피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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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만을 계획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그에 비해 10배를 지원하려 계획하고 있
었고19, 심지어 아랍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큰 금액을 약속했다. 영국 정무 공
사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주도적 역할과 향후 석유 관련 수익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
의 발전을 위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150만 루피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
하고 있었다.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는 개인적으로 아부다비 토후국의 분담금 증액
을 꺼렸다.20 결국 그는 자신의 분담금을 7만 5,000 루피로 재조정했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영국 정부와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21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쉐이크 자이드는 ‘7개 토후국 위원회’와 휴전 해안 개발
사무소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의 지위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물
론 영국은 그들만의 의제가 따로 있었다. 영국은 만약 아랍연맹이 약속대로 이 ‘휴전
해안’ 토후국들의 발전에 금융적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갖고 있던 자국의 지
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22 한편, 쉐이크 자이드는 이
위협을 과거 이 지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확장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각도
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23 이런 서로 상이한 정치적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쉐
이크 자이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는 관점이 일치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여전히 내켜하지 않기 때문에 아부다비 토후국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추가적 금융적 지원을 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었다. 만약 아부다비 토후국이 휴전 해
안 개발 사무소 토의에서 탈퇴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두바이 토후국과 사르자흐 토후국에는 당시까지 아부다비 토후국이 갖
지 못했던 상업과 교육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
비 토후국 없이도 이 지역의 협력적 발전은 계속 추진 가능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경
우 아부다비 토후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는 큰 손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부다비 토후국 군대에 대한 이슈도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였다. 쉐이크 자이드
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자신과 미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혜롭게 인식하고 있었다.24 1955년의 하마사흐 마을 탈환 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
는 잘 훈련되고 좋은 지휘관을 가진 소규모 정예군의 위력을 목격한 바 있었다.25 따
라서 그 역시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를 높이 평가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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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직이고 오직 런던의 명령만 수행하는 군대였다. 즉,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
자의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은 불가능했다. 1965년 11월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향후 아부다비 토후국 군대를 조직, 훈련, 명령할
영국군 장교들을 초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아부다비의 정무 주재관 램(A. T.

Lamb)에게 말했다.26 램은 동일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명민하게도 아부다비 토후국 방어뿐 아니라 아부다비 토후국으로 흘러들어 올 부를
수호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갖기 위해서도 자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즉, 쉐이크 자이드는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자 (…) 정부 조직의
필수적인 한 분야로 이 군대를 보고 있었다.”27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자리를 승계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군
대의 역할에 대한 이런 관점은 그의 사고의 범위와 명민함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 과정에서 군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었기에 터키와 이란에서 군이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이라크 변혁 과정에서 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또한 비록
영국의 고위급 장교들과 능숙한 교관들을 초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부다비 토후
국 통치자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 아래 이 자체 군대가 위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 자체 군대의 잠재적 역
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참고로, 1965년 말에 이미 쉐이크 자이드는 이에 대해
아주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자체 군대 창설과 관련한 혼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 ‘7개
토후국 위원회’에서의 아부다비 토후국 역할에 대한 우유부단함과 같은 모든 문제는
바로 쉐이크 샤크부트의 변덕스러운 결정이 야기한 결과였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많은 것들의 실제 추진 여부를 모
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1966년 한 해가 밝았다. 1966년 1월 1일 정무 공사 램은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만약 1966년에 쉐이크 샤크
부트가 지난 1965년 말에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황은 아주 심각해
질 것이다.”28 동원 가능한 수단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모든 관계자들이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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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정책을 변화하도록 권유할 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29
마침내 아부다비 토후국의 상황이 아주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팽배했
다. 다만 1966년 봄으로 예정된 요르단 방문 과정에서 쉐이크 샤크부트가 개발의 장
점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에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쉐이크 샤크뷰트의
후세인 요르단 국왕 국빈 방문을 영국도 적극 지원했다. 영국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
다. 램은 암만(Amman)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그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로 하여금 아부다비 토후국, 그 자신, 그리고 영국
의 광범위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석유 관련 수입의 일부를 지출하게 하는 것입니
다. 참고로, 그의 올해 석유 관련 수입은 2500만 루피에 달할 것으로 저는 짐작하
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그는 발전의 길로 들어서려는 마지막 과정에서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다시 네 번째의 중요한 시기
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의 궁전 겸 집무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두 또는 선창,
도로 시스템, 국제공항, 아부다비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 아부다비 섬과 알아인 지역의 발전소 계획 등과 같은 아부다비 토후국 발전의 첫 단계를 위한 각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요르단 발전상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30

요르단을 방문하는 동안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왕처럼 대접을 받았고 이에 대
한 보답으로 그는 빈민 구제를 위한 20만 루피, 각종 프로젝트를 위한 50만 루피와
같은 통 큰 선물을 요르단에 제공했다. 4월 28일 그의 귀국길에 램은 외국에서의 큰
씀씀이가 국내 주민들을 위한 지출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
다.31 마침 요르단에 대한 이러한 그의 선물 제공은 경찰과 신설 아부다비 토후국 방
어군 급여를 몇 개월째 체불하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에 쉐이크 샤크부트의 요르단 방문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았다. 그는 요르단의 발전상을 참고해 아부다비 토후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길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을 져버렸다. 그는 모든 발전 관련 이슈에 여전히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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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걸프지역의 다른 토후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이었다. 반면, 이런 모든
이슈들은 쉐이크 자이드의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았고, 이제 두 인물의 관점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행동을 위한 결심
1966년 4월 하순 쉐이크 자이드는 한 아들의 치료를 위해 가족과 함께 영국을 여행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램은 그 여행 기간에 한 영국 외무성 고위 관료가 숙소로 그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에 머무는 기간에 램 자신도
영국에 출장할 계획이었고 그는 1966년 7월 초반으로 예정된 쉐이크 자이드의 영국
도착에 앞서 외무성에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의 안건을 보고하겠다고 제안했다.32
쉐이크 자이드의 영국 방문에 추가된 이런 새로운 면모의 배경에는 1966년 5월 중
순 즈음에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벌어진 모종의 실질적인 충돌이 자리하고 있었다. 5월

21일에 램은 영국 정무 공사 루스 경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5월 17일 밤에 자이드는 나에게 자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밤 통치
자 쉐이크 샤크부트와 쉐이크 칼리드 사이에 한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마치 미리
공모한 것처럼 모함메드 빈 칼리파흐(Mohammed bin Khalifah)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 쉐이크 칼리드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석유 관련 수입의 20%, 또
는 25%를 통치 가계를 위한 정당한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와 모함메드 빈 칼리파흐에게 칼리드의 의견에 동의하느
냐고 질문했고,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세 인물이 그에게 맞서기 위해 작당을
했다고 비난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자신들은 그에게 맞서기
위해 작당하지 않았고, (…) 모두 형제들인데 (…) 만약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 통치
가계와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는 분열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쉐이크 자이드의
이 발언을 듣고 나서야 쉐이크 샤크부트는 조금 진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
상 대화가 없었고 분위기가 정상을 되찾자 형제들은 다른 화제를 놓고 대화를 이
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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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칼리드를 이처럼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맞서는
자세를 취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 쉐이크 샤크부트가 외교적 수
단으로 요르단에 건넨 적지 않은 규모의 선물이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를 위한 인색
한 그의 지출 규모와 너무 다른 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앞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처럼, 네 형제가 동맹을 맺은 것처럼 입장을 취한 것
역시 내가 보기에 통치 가계 내부에 쉐이크 샤크부트의 행동이 통치 가계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일 것이다.33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에게 그를 신설된
재무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두 통의 서한을 보냈다. 참고로, 재무부의 수장은 오토
만(Ottoman Bank)은행과 동방은행(Eastern Bank)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
었다. 이로 인해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자를 대신해 수표에 사인하고 금융 거래를 결
재할 권한을 갖게 됐다. 램은 이렇게 보고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를 쉐이크 샤크부트가 통치 가계의 소망에 굴복한다는 신호
로 여겼기에 이 서한들을 나에게 보여주며 기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 자신이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서는 지출을 원할 때마다
통치자를 알현하고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
이라는 나의 말에 동의했다. (…) 쉐이크 자이드는 행정과 금융 문제에 대한 만족
스러운 답을 통치자로부터 들을 때까지 수도 아부다비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말
했다.34

쉐이크 자이드는 영국 방문 길에 오르기 전에 형제들과 통치 가계의 다른 구성원
들과 분명하게 대화를 나눴다.35 예산, 합리적 금융 구조, 발전 관련 계획들, 이런 사
안들은 지난 1962년에 이미 약속됐지만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4년 동안이나 계
속 꾸물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참고해야 했기 때문이다.36 알-아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국정, 그리고 심지어 통치자 개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
오고 있었다. 이어 쉐이크 자이드는 영국에 도착하자 램과 한 영국 외무성 고위 관료
와 개인적 미팅을 가졌다.37 이 미팅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 가계 내부에서 통치
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음을 분명히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측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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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치 가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만약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영국 정
부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38
미팅 자리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통치 가계에서 공식적이며 단결
되고 구속력 있는 결정에 도달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를 현지 영국 관료들에게 전달
했음을 영국측에 말했다.39
이어 1966년 7월 말에 쉐이크 자이드는 귀국했고, 영국 정부는 알 나흐얀 통치 가
계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가계 구성원들에게 전달했다.
통치자 지위를 승계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쉐이크 자이드는 램에게 통치 가계에서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압력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
했다. 다음에 인용된 기록은 쉐이크 자이드가 알 나흐얀 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극
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치자 교체 행동에 나서기를 꺼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이 최후의 압력 가운데 하나는 우선 금년 초여름 통치 가계 내부의 심각한 말다
툼이었다. 이는 쉐이크 자이드, 쉐이크 칼리드, 쉐이크 무함마드 빈 칼리파흐, 이
세 인물이 쉐이크 샤크부트로 하여금 특히 재정과 행정 부분에서 보다 건설적인 정
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려다가 실패해서 생긴 에피소드였다. 참고로 이 세 인물은
통치 가계 내부의 주요 인물들이었다. 둘째 압력은, 쉐이크 자이드가 1966년 6월
에서 7월에 걸쳐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영국측이 비밀리에 안배한 미팅을 통해 외
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아부다비 토후국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었다. 셋째 압력은,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형
쉐이크 샤크부트는 재정과 행정 분야의 개혁 추진을 거부했던 것이었다. 넷째 압력
은, 그가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알-아인 지역에서 그를 기다리는 부족
리더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를 제거
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40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는 통치 가계 내의 만장일치와 권유 때문
에 쉐이크 샤크부트의 통치자 지위를 부득이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에서 귀국한 후의 며칠, 즉 통치 가계는 자신들의 공식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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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도출한 다음이었고, 램은 본국 출장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통치
자 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대리 정무 공사 발포아 폴(Glen Balfour-Paul)은 ‘휴
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의 사령관 드 부츠(De Butts) 대령과 함께 1966년 8월 6
일 오전에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당일 11시

15분에 발포아-폴과 드 부츠 대령은 공동으로 통치자 알현을 청했다.41

이 알현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참여자 그 누구도 상세한 기록을 남
기지 않았다. 다만 여러 사람의 파편적 후일담을 종합하면 사실에 근접한 것을 재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42 당일 이 두 방문자는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그가 명예
롭게 물러나는 것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국익에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쉐이크 샤크부
트는 이에 반대했고 쉐이크 자이드와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쉐이
크 자이드와 쉐이크 샤크부트는 거의 한 시간 가량 통화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
크 샤크부트 자신이 자주 하야하길 원한다고 말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즉, 지금이 바
로 그가 말하던 명예롭게 통치자 자리에서 물러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의 통화가 끝
날 무렵 쉐이크 자이드는 떠나는 방식과 관련한 쉐이크 샤크부트의 요구사항을 기꺼
이 수용했다. 쉐이크 샤크부트 자신이 수차례 통치자라는 지위, 그리고 그 지위 때문
에 받게 되는 재정과 발전에 관한 요구들이 지겹다고 말했기 때문에 쉐이크 자이드
는 이 승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형에게도 득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뿐만 아니
라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과 전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쉐이크 자이드의 통치자
지위 승계에 관해 분명한 대중적 지지가 있었다.
한편, 과거 자신의 형 쉐이크 샤크부트를 향한 쉐이크 자이드의 애정과 충성은 이
제 그의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변했다. 쉐이트 자이드는 훗날 모리스(Claud

Morris)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의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단지 건강하게 지내
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곤경을 이용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까지 만들고자 했다.”43 물론 이는 당시 쉐이크 샤크부트가 심각한 신변상의 위
험에 노출됐음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쉐이크 자이드
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그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는 부족민들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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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형과 그
재산을 보호하려는 행동에 착수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만 쉐이크 샤크
부트를 명예롭게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쉐이크 자이드 역시
과거 모친 앞에서 했던 맹세를 깨뜨리지 않았다고 자위할 수 있었다.
이제 쉐이크 샤크부트와 쉐이크 자이드 사이의 흔들림 없는 신뢰는 분명히 확인됐
다. 결국 쉐이크 샤크부트는 즉시 아부다비 토후국을 떠나는 것에 동의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머물던 궁전의 조력자들은 모두 해산됐고, 궁전을 경비하던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병력도 철수했다. 통치자 전용차가 도착했고 쉐이크 샤크부트는 전용
차에 올라 그에게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도열한 병사들 앞을 느린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도심 외곽의 작은 공항에는 영국 공군 펨브루크(Pembroke)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
었고, 오후 2시 50분이 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통치했고, 38년 동안 평화를
유지시켰던 아부다비 토후국을 떠났다. 그를 태운 비행기는 바레인에 도착했고, 아부
다비 토후국 통치 가계와 친분이 깊은 아미르인 쉐이크 이사 빈 살만(Isa Bin Salman)
이 그를 영접했다. 또한 종국적인 쉐이크 샤크부트의 아부다비 토후국 귀국과 관련해
서도, 쉐이크 자이드는 약속을 지켰다. 즉, 자신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등 일련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 쉐이크 샤크부트는 귀국할 수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영국,
레바논, 이란 등의 체류를 거쳐 마침내 고국과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알-아인 지역의 거주지에 머물렀고, 통치 가계의 명예로운 구성원으
로 존경받으며 일생을 마쳤다.
이 권력 이동에 대해 사람들은 혁명 대신 점진적 변화라는 타당한 이름을 부여했
다. 이 지역의 권력 승계 과정의 역사에서 이렇게 사려 깊고 기품 있게 진행된 경우
는 거의 없었다. 이 점진적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부다
비 토후국을 사리에 맞게 통치할 능력이 있고 이웃과 협력할 의지를 가진 누군가를
절실하게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 도래했던 것이다.44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에서 이 순
간은 이 지역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부다비 토후국 발전을 지지할 수 있
는 정부의 탄생, 이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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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를 받은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이처럼 1966년 8월 6일 쉐이크 자이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운명이라고 여긴 임
무를 수행했다.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깜짝 놀랐
다. 하지만 수도 아부다비 지역 도처에서 들려오는 보고들을 접하고는 쉐이크 자이
드가 차분하고 성공적으로 통치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주민들은 알 수 있었다.45 주민
들의 의식 속에서 그는 인생의 장년기였고 지성적이며 다수의 존경을 받으며, 엄청
난 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그 재산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기로 결심한 인물
이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통치자 지위 승계는 램이 다음과 같이 명민하게 평가했듯이 아부
다비 토후국 외부 사람들에게도 희망으로 다가왔다.

(…) 어쩌면 아부다비 토후국은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하기에 연못처럼 좁은 곳이
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통치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선언한 정책을 통해 걸프지
역 각 토후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힘을 동원해 이 지역 모
두의 우애와 협력을 장려할 것임을 그는 밝혔다.
그는 이를 실현함에 있어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가 걸맞는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 ‘휴전 해안’ 토
후국 사이의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좋은 일이다. (…) 과거 아부다비
토후국은 ‘7개 토후국 위원회’에서 거의 역할을 떠맡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요 역
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46

사람들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곧장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경제적, 사
회적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초기에 사람들이 별로 예상
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일을 추진했다. 이는 실제 중요성뿐 아니라 무척 상징적인 것
이었다.
통치자로서 그의 첫 시책은 아부다비 토후국과 카타르 토후국 사이의 여러 세대에
걸친 노골적인 적대감을 종식하는 것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타르 통치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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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비 토후국을 방문했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자신도 카타르 수도 도하(Doha)를
답방했다. 이로써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미래 비전 안에 양국 사이의 무익한 적대
감은 설 자리가 없으며 양국간 국경 분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보
여줬다. 한편, 동시에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의 치하에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귀국
을 허용했고,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도록
우애의 손을 내밀었다.47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행한 두 번째 시책은 다소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전역에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우표 발행과 관련한 법령을 공
포했다.48 그는 이 시책을 긴급한 업무로 여겼고, 새로운 우표의 첫 판을 생산하라고
책임자들에게 재촉했다. 이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는 주민들에게 새롭고 역동적인 정
부가 아부다비 토후국을 통치하며 그 미래는 밝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49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시대는 다른 의미에서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영국과
우애를 강화했다. 그러나 램이 공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와 같은 긴장을 수반
한 것이었다.

비록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완곡하게 단 한 번 그 문
제를 언급했지만, 그는 영국이 이곳 걸프지역에서 계속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
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명민하게 국제정세를 주시하고 있었다. (…) 그는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때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대한 그 역할을 하
길 원하고 있다.50

이제 확실히 정치적 명민함과 20년 이상 연마된 정치적 수완과 미래에 대한 명확
한 비전을 가진 통치자가 아부다비 토후국에 등장한 것이다. 램과 쉐이크 자이드는
공통적으로 미래가 어제와 분명히 다르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부다
비 토후국이 전환점을 지난 것이다. 또한 두 인물 모두 이 걸프지역에 새로운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곳 걸프지역에서 영국의 힘은 기울고 있었
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향후 정치 환경적 변수와 크게 상관없이 모두가 기대하
는 이 지역의 미래 리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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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 건설

1966년 8월 6일 통치자 자리를 승계한 당일부터 쉐이크 자이드가 맞닥뜨린 곤경
은 변화와 진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과도한 열망에서 기인한 것
이었다.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을 환영한 아부다비 토후국의 열망은 꾸밈이 없는 것이
었지만 이런 주민들의 환영으로 잠시 들떠 있던 그의 마음은 앞에 놓인 책임감을 각
성하면서 곧 가라앉았다.1 과거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며 통치자에 올랐던 쉐이크
샤크부트는 아부다비 토후국에 거의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지속시켰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게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주
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그리고 이 지역의
단결 강화에 정책의 중점을 놓았다. 그가 영국인 방문객 다니엘(John Daniels)에게 했
던 “나는 보통 5년 소요되는 발전을 1년 안에 달성하고 싶다”라는 언급에도 당시 그
의 심정이 드러난다.2 그러나 신임 통치자로서 그는 이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각종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는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에는 직접적으
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통치하던 1965년에서 1966년 상반기 사이에 수립된 각종 계
획들은 도로망, 발전소, 대형 병원, 그리고 기타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 등 긴요한 것
들을 모두 망라했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전임 통치자의 리더십 결여 때문에 실제
진척이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상황을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바꿔나갔다.
새로운 정책들이 수립됐고, 각종 프로젝트는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추진됐다. 이
와 관련해 그는 발전이 적절한 예산, 행정, 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늘 주
장했다.
이처럼 빠른 발전 속도는 영국 관료들의 입장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
다. 즉, 전임 통치자 시절에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발전을 방치하는 것에 불만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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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제는 동시다발적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3 하지만 영국
관료들은 전체 아부다비 토후국을 장악하고 있고 비범한 목표를 설정한 결단력 있는
통치자를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관료들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전혀 새롭고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에 대해서도 주
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램은 아부다비 토후국과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 관한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쉐이크 자이드에 관한 우리 영국의 정책을 판단할 때 언제나 다음 몇 가지 요소
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그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첫째, 그는 새 시대의 인물이고 세상을 지금
상태 그대로 파악하지 과거 상태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는 영국과 시대에 부합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고, 우리 영국도 이곳 아랍 만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일치한다. (…) 둘째, 우리는 아부다비 토후국을 움 알 카
이와인(Umm al Qaiwain)과 같은 7개 토후국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관행을 극
복해야 한다. (…) 우리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영토와 경제력에 있어 다른 6개 토후
국을 합한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쉐이크 자이드는 이미 아
부다비 토후국 발전과 관련한 우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우리 영국의 재정적, 통상적 이익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적정 속도가 유지되며 성공적인 아부다비 토후국
의 발전은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영국의 정치적 이해와 일치한다. 아부다비 토후국
이 아랍권 가운데 이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은 우리
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곳 아랍 만에서 우리 영국의 특별한 지위가 상실되는
그 미래까지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도 일치한다.4

램의 이 정치적 분석 자료는 과거 영국 관료들의 분석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분석 자료는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하는 아부다비 토후국은 이 7개 토후국
가운데 램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본래 어울리는 자리’, 즉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영국과 아부다비 토후국의 ‘시
대에 부합하는 관계’는 램도 암시했듯이, 영국이 과거 토론들의 제한되고 소소한 이슈
들에서 탈피해 비중 있고 복잡한 이슈를 적극 다루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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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료들 가운데 램은 쉐이크 자이드와 가깝게 접촉했고, 쉐이크 자이드가 가
진 정치적 사고와 변화에 대한 헌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램은 아부다비 토
후국의 신임 통치자가 이 지역의 잠재적 리더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집권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램의 인식은 런던의 외무성을 포함한 영국 관료들과 공유되지 못했
다. 즉, 이들은 이 신임 통치자가 “오일 머니에 자극받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과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런 빠른 발전이 인접
토후국을 앞지르고 이 지역의 협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5 이 때문에 영
국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발전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다고 반대했고, 그 구체적
실행과 비용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했다. 또한 영국은 발전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계
속 주장했다.6 한편, 영국 정부 자체가 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영국 관료들은 아부다비 토후국과 같이 낙후된 구조는 이처럼 빠른 발전의 부작용을
견뎌내기 어렵고 경제 전문 용어로 ‘경기 과열(overheat)’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가정
에만 집착했다.
발전과 성장의 신속함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계속 추진했다. 주민들이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당시 재원과 지위를 감안하면,
비용, 구체적 관리, 그리고 지역 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영국의 결론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반면, 영국 관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자신들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첫째 요소는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특성이었
는데, 합의에 바탕한 발전을 향한 그의 열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신임 통치자
로 취임하고 불과 몇 달도 안 된 시점부터 이웃 토후국 통치자들에게 강요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결심은 이미 잘 확인되고 있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수년 후에 실현된 신생 UAE 건국과 관련해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
이기도 했다. 영국 관료들이 놓친 둘째 요소는 정치적 측면이었다. 아부다비 토후국
에 대한 영국의 분석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당했지만, 이들의 사고는 그가 가장 중
시했던 정치적 측면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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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지에 의해 신속하게 발전한 하나의 모델로 이 지역 전체에 제시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영국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빠른 발전이 가능함을 제시하여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이 이 지역 전체의 모델로 만들려는 그의 정치적 셈법을 고려하지 않
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쉐이크 자이드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했다.
아부다비 토후국에 주재하는 정무 공사였기에 램은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런던의 영국 관료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수년에 걸
쳐 이들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과 개혁에 관한 약속들을 접했지만 그 어느 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통치를
조력할 전문 관료 시스템도 없는 상태였기에 그 약속의 실현가능성을 불신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비록 이 지역의 사회적 진보의 혜택과 필요에 대해 수년 동안 주장해
왔지만, 영국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한 발전을 희망하고 있었다. 따
라서 영국 관료들은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일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영국이
주도하는 ‘휴전 해안 개발청’을 통한 발전을 선호했다.7
아부다비 토후국 발전 계획에 대한 이런 영국의 입장은 전임 통치자 쉐이크 샤크
부트 시절 이 지역 영국 관료들의 경험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과거 쉐이크 샤
크부트는 웅장한 계획을 세웠다가 계약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물론 쉐이
크 샤크부트 입장에서도 중도에 지연 또는 철회된 각종 발전 프로젝트에 관여된 영
국 기업들에 공사 대가 지불을 거절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말이다.8
한편, 영국 관료들도 이제는 신임 통치자를 맞이한 상황에서 여전히 발전 일정이 속
도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국익에 위배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편으로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다른 한편으로 아부다비 토후국에 진출한 영국 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
다는 책임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했다. 이 두 이해관계는 서로 항상 일치하
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무 공사 역시 아부다비 토후국의 변화를 위해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력이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동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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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인프라 건설에는 일종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당시 사우
디아라비아는 여러 토후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쉐이크 자이드도 그
영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이곳 남부 아랍
만 지역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변수를 내외에 과시했다.10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금 예산의 전부를 이 ‘휴전 해안’
토후국 전체에 투자함으로써 그는 이 7개 토후국 사이의 협력이 가져올 현실적 이득
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정치적 측면에 대해 바레인과 같은 곳에서 상주하며 아부다
비 토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물며 바레인보다 더 멀리 위치하는 런던 외무성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11
이와 관련하여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미 발전에 착수했기
에 영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상태 지속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더욱 곤란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는 그와 램 사이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국과의 관계 재설
정의 모델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두 모델 어느 것도 이곳

‘휴전 해안’ 7개 토후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했지만 이들 7개 토후국에는 자생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구조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런 전통적 정치 조직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강점과 탄력성을 갖고 있음을 확신했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방치하고 있
을 경우 향후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견지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에 자생적 발전이라는 가시화
된 경제적 변화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아부다비 토후국이 내뿜는 이런 새로운 기운을 감
지하고 있었다. 그가 신임 통치자로 즉위할 당시 미국은 아부다비에 영사관을 개설하
지 못한 상태였다. 영국이 미국의 영사 파견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남부 아랍 만의 발전 양상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최대한 많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미국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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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각종 보고서들은 그들의 관심과 시각이 동맹국인 영국과 상이함을 보여준다.

1966년 다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는 워싱턴의 국무성에 아부다비 토후국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문의 비밀 비망록을 보냈다.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발전과 관련한 여러 계약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 창설에 착수했다. (…) 올 8월 초에 쉐이크 샤크부트로부터 통치자 지위
를 승계한 이후 그는 한참 낙후된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제적 발전에 집중할 수 밖
에 없었지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도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시스템을 승계했기에 그는 거의 대부분의 알 나흐얀 가계 인사
들을 수장으로 앉힌 새로운 정부의 핵심 조직 창설에 관한 공식 법령을 즉시 반포
할 수 있었다.12

아부다비 토후국의 변화: 통치자의 추진 일정표
집권 초기에는 실행 규모가 배정된 예산과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67년 예
산 초안에서 정부 수입은 4,700만 디나르(dinar)였다. 물론 이처럼 예산 초안을 정식으
로 수립한 것 자체도 대단한 혁신이었다. 이 가운데 3,500만 디나르는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배정됐다. 입안된 전체 개발 계획은 총 3,925만 디나르였고, 여기에
는 400만 디나르의 하수 처리 시설, 300만 디나르의 병원 및 의료 시설, 300만 디나
르의 부두 기초 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 부두가 완성되면 아부다비 섬에 대형 선박이
처음으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또한 주택 건설에 375만 디나르가
배정됐고, 교육 관련 첫 프로젝트에 50만 디나르가 배정됐다.13 경제의 빠른 발전을
평가하는 지표는 많지만 시중의 통화량이 경제 활성화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
표일 것이다.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로 즉위하기 직전인 1966년 6월 아부다비 토후
국은 바레인의 디나르를 화폐 단위로 채택했다.14 1966년 아부다비 토후국에 240만
디나르의 통화량이 유통되고 있었다.15 이어 1967년의 통화량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540만 디나르였다. 하지만 UAE 건국으로 새로운 화폐 제도가 채택되기 전 마지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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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짜리 회계연도인 1970년의 이 통화량은 1,360만 디나르에 달했다.16

1968년 3월 20일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 전략을 상세히 기술한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확실히 이 발표는 UAE 건국뿐 아니라 1971년 바레인
에서 영국이 철수함에 따라 촉발된 정치적 변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다. 또한 이
발표는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의 성공적인 빠른 성장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서 학습한 것이었다. 하지만 1968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실용적 성격과 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1967년
예산 초안에 포함된 일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했다. 당초 1967년 그 예
산 초안은 쉐이크 자이드의 통치자 승계 이전에 수립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쉐이크 샤크부트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보류 상태로 남아 있던 각종 프
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1967년 예산 초안에는 수년 동안 정체된 발전 속
도를 만회하기 위한 긴급한 수정이 반영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5개
년 계획’은 보다 침착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5개년 계획’에는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예산과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 1,240만 디나르를 배정했고, 아부다비 토후국 전
역에 걸쳐 초,중등 교육 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가진 산업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추가
로 280만 디나르를 배정했다. 병원과 약국 시스템 건립에는 650만 디나르를 배정했
다. 또한 1,340만 디나르는 농업 발전에 배정했는데 이는 주로 수도 아부다비와 알아인 지역의 물에 대한 사실상의 초과 수요 상태가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관개 시설 증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은 사막이라는 이 지역의 현지 조건에 맞는
새로운 곡식과 가축 유전자 개발에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관련 프로젝트에 입각해
각종 농업조사센터가 설립됐고 수년에 걸쳐 중요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요인도 많은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도움을 줬다. 예를 들면 1969년부터 수
도 아부다비에 여러 중앙시장이 최초로 개설됐다. 과거 알-아인 지역에서 시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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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중앙시장의 200여개에 달하는 아웃
렛 매장에 모두 토큰(token) 방식의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무료로 임대했다. 이런 시장
개설은 상품의 표준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건립에 유리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공급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었다. 이는 청결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함께 과거 많은 도시에서 발견되던 식품 또는 식수 관련 질병의 대부분을 예
방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시장 개설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중시하는 분야인 농
산품의 생산을 촉진했다. 시장 덕분에 물류비용이 낮아졌고, 농산품 생산자들은 이전
보다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 덕분에 가게 주인들은
적은 투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17
이 모든 정책들의 목표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아부다비 토후국을 신속하게 발전시
키고 현대적 발전 경제로 이행시키는 데 있었다.18 이 목표는 야심찬 것이었으나 전
체적으로 보면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19 이 계획은 주로 사회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도로망, 교각, 주택, 도시 기반 시설,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에 1,960만
디나르 넘게 배정되어 있었다. 산업발전 계획 가운데는 이 ‘5개년 계획’의 최대 단일
항목인 석유 산업의 산출 증대, 그리고 이 막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많았다. 또한 ‘5개년 계획’은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실제로 생산 가능한 상품의 수입대체를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하나 포함하고
있었다.20
이 ‘5개년 계획’은 외국 자문회사에 의해 수행된 각종 세부 연구와 조사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만, 이들의 임무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 의해 지속 발전을 위해 필수
적인 조건들에 한정됐다. 분석과 계획에 관한 통치자의 강조가 낳은 즉각적 결과물
은 그가 통치자로서 착수한 아부다비 토후국의 광범위한 변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
을 위해 1968년 후반에 설립된 ‘계획 위원회(Council of Planning)’였다. 아부다비 토
후국에 처음으로 총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야심찬 시도를 반영한
이 ‘계획 위원회’는 1969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
다. 이어 그 ‘계획 위원회’ 산하에 행정과 재정의 세밀한 부분을 전담하는 다양한 위
원회들을 포함한 다수의 실무 위원회가 설치됐다. 조만간 이들 실무 위원회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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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망라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자신도 시간
이 나거나 기회가 닿으면 ‘계획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전반적으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전문가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였다. 수도 아
부다비에서 영국 은행이나 다른 대형 영국 건설 회사와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해 그는
이들의 자문에 자신들의 이익도 끼어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개발과 관련
해 자신이 통치자로서 착수한 프로젝트의 크기를 감안하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
다는 냉정한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에 바탕해 그는 충성의 대상이 분산
되기 어렵도록 자신의 전용 자문단을 채용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램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국가 통치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튼튼한 기초의 필요에 대해 확신했음은 램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 아부다비 토후국의 성공적 발전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재정, 행정, 경
제, 상업, 사회, 공학 등 분야에 다진 튼튼한 기초 덕분에 가능했다. 그는 사용할
재원이 있었고 공학 기술은 구매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야의 기초는 취약하거나 거
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통치자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
신중한 사전 연구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21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전략 안에는 기회뿐 아니라 위험도 내포되어 있음
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아부다비 토후국에 자문 인력과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됐고 이들은 모두 개발 프로젝트에 종사했다.
따라서 비록 빠른 발전이 시급했지만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정부
자금이 민간 경제에 투입되자 재화에 비해 통화량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내부에도 위험 요인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친
자연환경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한 엄청난 경제적 풍요가 주민들
을 나약하게 변화시킬 위험이었다. 하지만 쉐이크 자이드 자신이 빠른 경제성장의 문
제점에 관한 각종 모델을 갖고 있었고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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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전 프로그램이 각자 삶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재능을 끌어올리
면 이들도 빠른 성장의 압력과 함정에 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다. 따라
서 그는 재원을 넉넉하고 분별 있게 배정했다.
새로운 행정조직 및 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여부는 상당 부분 쉐이
크 자이드의 부단한 점검과 개인적 감독 능력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주 건설 현장
또는 새로운 개발 지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매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
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즉각 현장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와 난관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그는 모범적 근로자를 칭찬하기도 했고, 재능 있고 헌신적으
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상했다. 과거 알-아인 지역에서 그가 관개
시스템 재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이제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
로서 그는 책상 위의 2차 보고서에 의존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의 판단을 선호
했다.
이러한 현장 시찰 일정에서 그는 자신을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 건설에 참여한
일꾼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사전 예고 없는 현장 방문
은 이를 보도할 매체나 홍보수단을 갖추기 훨씬 이전부터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하나
의 전설이 됐다.22
그 변화의 규모나 속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모함메드 알 파힘(Mohammed Al

Fahim)이라는 한 젊은 아부다비 시민은 과거 1964년에 영국으로 떠났다가 1967년에
귀국하면서 자신의 목격담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도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공항에서 내려 자동차로 시내에 들어오면서
떠나 있던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떠날 당시 잠에
빠져 있던 어촌 마을이던 곳이 분주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트럭, 불도저, 자
동차, 그리고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고, 도로망 건설부터 케이블 설치까지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었다. 수도 아부다비는 바쁘고 활기가 넘쳤다. (…) 이후 5년이 지
나자 아부다비의 변신은 빛의 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믿기 어려운 속도가 일
부 분야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느린 발전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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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만회했고, 18세기 수준에서 20세기 수준으로 단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또
한 우리는 불과 수년 사이에 ‘제로 기술’ 환경에서 ‘첨단 기술’ 환경으로 건너왔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 및 교통의 발전에 수십 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를 완성했다.23

이런 신속한 성공의 바탕에는 근면함이 있었다. 비록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고 새
로운 환경에서 일했던 경험도 없었지만 수도 아부다비의 많은 시민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발전을 향한 이런 헌신에 있어 주민들의 모델은 바로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였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근면하게 솔선수범하지 않거나 자신이 임
명한 다른 공직자보다 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
은 흔들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아부다비 토후국의 주민과 공직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 외국 정부마저도 궁극
적으로 자신의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기관의 필요성
쉐이크 자이드는 과거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에 자신의 정치적 직관
력, 그리고 각종 이슈와 발전 과제의 정점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일관된 의지 덕택
에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통치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국내외의 모든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열심히 수집했다. 모든 회의, 마즐리스 모임, 신문, 방송에
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예멘에서 발생한 내전의 결과로 아덴에서 영국이 철수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목격했고, 더 인접한 지역 사례로는 오만에서 주기적으로 벌
어지는 각종 분쟁도 예의 주시했다.
알-아인 시절의 경험에서 그는 통치와 관련된 모든 판단과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터득했다. 따라서 그는 주민들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를
늘 정치적, 외교적 틀 안에서 함께 사고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의 자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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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분명 그는
통치자 지위를 계승하기 전부터 아부다비 토후국이 ‘휴전 해안’ 7개 토후국 사이에서
단결의 추진력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통치자로 즉위한 이후 그
가 행한 많은 결정들이 1966년 이전의 발언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각종 아이
디어와 계획은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부터 연마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각종 정책을 확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국 관계자들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일관된 방향성에 크게 주
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전체적 의도를 아무도 간파하지 못했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그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의 일관된 전략의 일부임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1966
년 8월부터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취한 여러 조치들을 그가 구상하고 마침내 현실
에 구현했던 새로운 정책의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통치자로서 그가 선택
한 모든 정책들은 굳건한 도덕적 기초를 갖고 있었고, 하나의 뚜렷한 정치적 비전에
입각한 것이었다.24
한편, 이런 배경과 달리 그의 집권 첫 두 해의 정책들에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다.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은 본질상 정치적인 것이었다. 빠른 발전이 아부다비 토후
국에 주는 혜택은 당시 영국이 강조하는 각종 위험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예측했던 것이다. 또한 남부 아랍 만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보며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의 정치 구조를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국
내외 사람들의 신뢰 획득에 있어 핵심임을 인식했다.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썰물처럼 이탈하는 것을 그는
이미 목격한 적이 있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추세를 반전시키고 아부다비
토후국을 알 나흐얀 통치 가계에서 등을 돌린 주민들이 다시 복귀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25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부다비 부족 동맹
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함이었고, 다
른 일부는 신임 통치자를 맞이한 아부다비 토후국이 제공하는 각종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알 나흐얀 통치 가계 구성원들을 밀접하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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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결합시킬 필요를 인식했다. 과거 형 쉐이크 샤크부트는 통치 가계 내부의
평화를 거의 40년 동안이나 유지했다.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 가계를 효
율적인 정부 기구로 만들어 이 평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통치 가계 내부의
일부 구성원들은 당연히 새로운 정권을 다른 구성원보다 더 강하게 지지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통치자는 통치 가계의 모든 구성
원을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따라서 그가 창설한 행정 및
정부 기구에서 통치 가계의 구성원, 그리고 집권 중인 알 나흐얀 가계와 밀접하게 연
결된 다른 인물들이 주요 지위를 맡았다.26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정책을 덜 신뢰
하는 일부 부족 수장들은 이런 새로운 권력 운용방식에 참여하여 자신들 고유의 권
한이 모호해지는 것을 싫어했다.27 그들이 보기에 이 방식은 과거 쉐이크 샤크부트
시절의 그것과 너무 상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의회 제도에서처럼 내각 회의에
서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일부가 소외당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신중하게 조율
될 수 있었다.28 또한 이처럼 주요 직책에 임명됐기에 각 부처의 수장들은 새로운 통
치자에게 자연스럽게 충성과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처럼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에
서 대단한 권위를 누리던 통치 가계의 젊은 인물들은 이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
의해 중책과 권위가 함께 부여된 지위에 임명되어 공적인 명예까지 함께 획득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각자 부서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는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다.
한편,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측근 자문단 조직을 위해 재능 있고 고등교
육을 마친 젊은 세대를 초빙했다. 이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마드 칼리파
알 수와이디(Ahmad Khalifa Al Suwaidi)였는데, 그는 카이로 대학의 학부에서 경제학
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의 공식 직함은 토후국 재판소의 수장이었고, 곧 발전 관련
거시정책과 국제관계까지 망라하는 지위로까지 승진했다. 아마드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오른팔로서 그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았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쉐이크 자이드에게는 앞서 소개한 아마드처럼 아부다비 토후국 경제 발전의 핵심
분야에 믿고 의지할만한 공직자가 두 명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마나 사이드 알 오타
이바(Mana Saeed Al Otaiba)와 무함마드 하브러스 알 수와이디(Muhammad Ha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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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Suwaidi)였고, 두 사람 모두 바그다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마나는 아부다
비 토후국,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경제 동력이자 핵심인 석유산업 발전을 감독했고,
무함마드는 재무부를 관장했다. 이 신세대 참모들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 긴밀히
연락을 유지했고, 매일처럼 대화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이들과는 이처럼 각 부처
장관들보다 더 빈번하게 만났고, 딱딱한 의전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이처럼 복
잡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덕분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해당 부서 수장보다 빨리 인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정치 및 경제 행정 조직이 확충됨에 따라 쉐이크 자이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진행된 변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이 이를 두고 친
족 등용 또는 정실 인사라고 비판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 의해 선발된 인물들
이 공식 직함을 가졌기에 아부다비 토후국의 주민들은 한눈에 리더들의 성실한 임무
수행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치 가계의 주요 인사들도 한 걸음 떨어져 관망하
지 않고 쉐이크 자이드가 이끄는 개혁 성향의 정부에 직접 참여했다.29 통치자 쉐이
크 자이드는 정부 조직 창설, 예산 편성, 그리고 이 지역에서 최초였던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여 권위적 통치가 아닌 현대적 통치자로 거듭나고자 했다. 한편 쉐이크
자이드는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는 방식, 또는 집행 권력을 자신의 측근이 감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세밀한 정황을 파악했고
직접 감독을 해나갔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우선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모함메드 알 파임은 자신과 그의 형제가 어떻게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의 부친은 두 아들을 영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었지만 항공료와 학비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우연히 이때 마침 쉐이크 자이드가 수도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었고 나의 부친은
그에게 이 곤란한 사정을 말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즉시 만약 나의 부친이 학비와
다른 경비를 부담한다면 자신은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국 정무 주재관은 유학에 필요한 수속에 동의해 줬다. 부친, 쉐이크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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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영국 정무 주재관, 이 세 사람의 협력 덕분에 우리 형제는 이 환상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30

이는 비록 개인적 자선 행위였으나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쉐이크 자이드 발전관
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리 힘들지 않게 이들의 전체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두 학생의 가족이 금전적 방식이나 노동
을 통해 전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들에게 자립적 정신
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훗날 UAE 각 토후국의 교육 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쉐이
크 자이드는 외국 유명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을 지급했다.
이후 수년 동안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게 많은 자선
활동을 펼쳤지만 그 목적은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사막의
주민들도 텐트나 바라스티 움막이 아닌 급수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춘 견고하고 튼튼
하게 지어진 주택에서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자신들이 경험했
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기
록했다

금전적 보조금은 물론이고 쉐이크 자이드는 모든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게
세 가지 용도의 토지를 제공했다. 또한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부 주민에게
는 네 가지 용도의 토지를 제공했다. 하나는 주거용 부지였고, 다른 하나는 시내
중심의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용 빌딩 부지였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작업장이나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장용 부지였다. 또한 리와 지역, 그리고 기타 외진 마
을의 거주민들에게는 이 세 가지 용도의 토지 이외에 농장 부지를 제공했다. 또
한 이들에게는 기계, 펌프, 관개 시스템 등 경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제공됐고,
심지어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턴트, 엔지니어 등도 배
치했다.31

알 나흐얀 통치 가계의 젊은 인물들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공직을 개방한 것
과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게 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것 사이에서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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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쉐이크 자이드 자신의 이런 관대함에 상응하
는 근면한 노력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입장에서 보면, 이는 관용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고도의 정
치적 지혜를 발휘한 정책이었다. 즉, 이를 통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을 쏟
고 새로운 시스템의 결실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지도력은 모든 발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다. 주민들은 그가 마치 각 가정에 생활 개선과 경제적 발전을 상기시키는 능력을 가
진 인물처럼 느꼈다.32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마즐리스 모임 때나 주민들을
방문할 때 그들에게 비즈니스나 가족들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작황, 나무의 성장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하곤 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질문은 개인적이고 다정한 것이
었지만 그 질문에는 교훈이 포함됐다.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모든 주민들이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을 비즈니스나 상업 활동뿐 아니라 건설적인 습관 형성에도 쓰길
희망했다. 아부다비 부족 동맹 사회는 가족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였기에 통치자 쉐이
크 자이드는 새로운 국가의 힘은 건강한 어린이들을 통해 생겨날 것으로 믿었다. 이
어린이들이 향후 어른이 되면 각자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33 이
와 같은 그의 비전은 몇 년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꾸준히 계속됐다. 1966년 이후부터
그는 자신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당시 많은
참모들이 단기적 시각에 빠져 있었기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부득이 이처럼 의연
한 자세로 보다 장기적 미래에 생각을 집중했다. 다시 말해 그는 매일 장기적 목적을
이룰 수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외부 환경의 변화, 영국의 철수 결정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어느
시점에 아부다비 토후국, 그리고 이 지역 토후국과 영국과의 조약 관계가 종결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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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현재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계기로 변화의 조짐이 커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우선 영국 관료들은 이
런 변화가 조만간 진행될 것임을 그가 통치자 지위를 승계한 얼마 후에 암시했다.34
다음으로 1964년부터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권은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 전임 통치
자 쉐이크 샤크부트가 경험한 보수당 정권과는 매우 달랐다.35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제국주의적’ 태도가 많지 않았고, 영국 정부는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회생에 재정을 주로 투입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정식 정책으로 처음 토의되기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영국의 철수 분위
기는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변화 자체는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영국 경제가 악화됐고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 때문에 다른
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노동당 정권은 과거 국방예산 지출에
계속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었기에 그 예산 감축의 첫 표적이 됐다. 1966년 2월 22일
발표된 영국 국방 백서는 ‘수에즈 운하 동부 지역’에서 영국 기지를 철수하면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만의 기지들은 유지
돼야 하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처 10개월도 안된 시점이던 1967년 5월 영국의 이 계획은 아랍
만에서도 군대를 철수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됐다.36 공식 발표가 임박한 1968년 1월

16일 영국 정부는 이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1971년 말까지 이 아랍 만 토후국들과 맺
은 기존 모든 조약에서 손을 떼고 그동안 부담한 각종 책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는 의사를 통보했다.37
영국의 이런 결정은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선린 관계에 있던 동맹국에
게 이렇게 갑자기 예의 없이 대한 경우는 당시 영국 정치사에 거의 유례가 없었다.
과도기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 지역 통치자들의 제안을 영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
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퇴짜를 놓았다.38 과거 영국 정부는 항상 이 지역의 특수한 정
치 현실을 감안할 때, 영국 군대의 장기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었다. 비록 당
시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은 자체 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보적 단계였다. 만약 영국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이 지역 토후국의 부담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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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조정이 마련되면 자체 군대가 강화되는 동안 이 지역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영국 정책에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노동당 인사들은 아랍 만과의 과거 관계 단절을 영국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마지막 절연의 상징으로 여겨 더욱 환영했다. 뿐만 아니라 마침 영국 정부가 과거 식
민지였던 로디지아(Rhodesia)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난관에 연루되어 있었고, 영국 내
부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었기에 이 군대 철수 결정을 국민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
았다.
그러나 이 지역 토후국 통치자들 입장에서 점증하는 부와 이 아랍 만의 전략적 중
요성을 감안할 때 영국과의 방위조약 폐기는 시기상조였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
다. 다만 당시 야당이던 보수당이 아랍 만에서 영국은 역사적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 내부에서 조만간 예정된 총선의 결과
정권이 바뀌면 잠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1970년 6월 보수당 정권이
다시 들어섰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내건 선거 공약을 팽개치고 과거 노동당 정권의
결정을 뒤집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아랍 만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
했다.39 다시 말해 영국 정치체제 안의 두 거대 정당 모두 이곳 아랍 만 사람들과의
군사적 방어 약속을 파기하기로 선택했다. 이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적 혼동과 착각과
보수당의 예기치 못한 정책적 후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비록 영국의 철수 자체는 갑작스러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시점은 적절했다. 아
부다비 토후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 각 토후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직시할 수 있었다.
특히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완수할 재원과 정치적 의
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 열의가 식고 방해가 된 쪽은
오히려 영국 정부였다. 영국 외무성 내부에서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듯 이젠 영국이
이 지역을 떠날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영국이 철수하고 나자 많은 정치적 이슈가 숙제로 남았다. 우
선 이 지역 내부의 문제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우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
르, 그리고 심각하진 않았지만 오만과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 지역의 실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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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하나였던 이란만이 진정으로 영국의 철수를 환영했다. 남부 아랍 만의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이런 팽창주의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이런 세력 균
형 변화의 와중에 이 지역을 주도할 세력으로 자신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을 선택했다. 그러나 영국군 철수 이후 이 지역의 안정이 오직 사우디아라비와 이란
의 선의에 달려 있다는 이 발상을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현실적으로나 이성적으
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영국 철수의 궁극적 과정은 대부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영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휴전 해안’ 7개 토후국과의 모든 의무 관계
를 끊길 원했고, 과거 영국이 아프리카와 서부 인도에서 했던 것처럼 이들을 하나의
연방으로 묶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런 견지에서 영국은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휴전
해안’ 7개 토후국 모두를 포함한 남부 아랍 만 모든 토후국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
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아랍 각국은 처한 조건이 각자 너무 천차만별이고, 7개 토후
국의 이해관계 역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방 창설에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영국도 예상하고 있었다. 분명 불과 몇 년 전 영국 관료들은 이 지역에 정치적 경제
적 하부구조가 없기에 통일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40 하지만 7개 토후국
가운데 가장 큰 토후국의 통치자이자 이 지역의 통일에 매진하는 리더라는 새로운
변수가 1960년대 말에 등장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부다비 토후국의 신임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였다.
다른 토후국 가운데 일부에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우월적
지위와 날로 커가는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속국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
도 사실이었다. 또한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결
심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라며 의심하고 있었다. 이후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동등한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 두 의혹은 해소됐다. 사실 아랍 각국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하나의 틀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예전부터 뚜렷했다. 이 책의 제5장에서 다룬 것처
럼 그는 카타르와 조기에 화해하여 과거 갈등 관계를 해소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오만
과 관계에 있어서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무스카트의 술탄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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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대해 공연한 의구심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 무스카트에 주
재하는 영국 총영사 카덴(D.C. Carde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술
탄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치
자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메시지가 향후 양국의 우호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41
현지 영국 관료들은 아주 일찍부터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과거 오랫동안 잘 가
동되지 않거나 닫혀 있던 대화 통로를 여는 외교적 수완이 있음을 인식했다. 1966년

11월 영국 정무 공사 크로포드(Stewart Crawford) 경은 램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
냈다. “내가 말했듯 바레인 통치 가계와 카타르 통치 가계 사이에 여전히 약간의 오
해가 남아 있다. 나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모두의 협력을 위해 그들의 오해를 해
소할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42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접근법은 정면돌파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외국과의 외교
관계는 여전히 영국 정부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과거 형 쉐이크 샤크
부트가 통치하던 시절에 풀 수 없었거나 영국의 협상 전략으로 풀 수 없었던 외교 관
계를 개인적 접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한 예로 그는 살랄라흐

(Salalah)에 은둔하고 있는 무스카트와 오만의 술탄을 만날 수 있길 몹시 원했다. 이와
관련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만약 빨리 만날 수 있다면 회동 장소는 중요하지 않
다고 말하기도 했다.43 또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Faisal) 국왕과 일찍 회동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44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노력들은 관계 강화
와 남은 앙금 해소를 위해 이 지역 리더들과 개인적 소통 통로를 마련하려는 그의 소
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아랍 만에서 너무나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
의 이런 전략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한편, 두바이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주재관 발
포아 폴(Balfour-Paul)이 잘 관찰했듯이,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는 함께 판단
하고 실천한 오랜 경험들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맺어져 있었고, 만약 두 사람이 결심
하면 이 지역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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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심화, 그리고 연방의 길
이미 아랍 만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영국 정부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
게 이곳 아랍 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했다. 영국 보호 최종 단계 4년의 첫 해
라는 제하의 1968년 영국 정무 주재관 연례 보고서에서 트레드웰(C.J. Treadwell)은
다음과 같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를 그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부다비 토후국의 정세를 회고하는 것은 통치자 쉐이크 자
이드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놀라운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아부
다비 토후국은 이 지역에서 명예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상당 부분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의 공로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부다비 토후국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의 후보가 될 것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날씨가 쌀쌀했던 지난 1월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조만간 자신의 두 발로 자립해야 할 과제에 힘을 쏟았고,
(…) 영국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 철수가 지연될 것이라는 허
황된 꿈을 꾸지 않았다. 아래 가정은 조금 아카데믹한 것이지만 기록해 둘 만한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만약 영국이 1971년 이후까지 이 지역의 보호를 계속하
겠다고 어떤 제안을 했다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아마 강하게 거절했을 것이라
는 역사적 가정 말이다. 비록 그가 영국의 철수 결정을 환영하진 않았지만 그는 주
사위가 이미 던져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해 내내 그의 두뇌는 향후 영
국 철수 이후에도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여 아부다비 토후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
한 수단을 모색하느라 쉴 틈이 없었을 것이다. (…) 또한 그는 자신의 리더십과 넉
넉한 재원을 바탕으로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46

영국 관료들도 처음에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잠재적인 경
제,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이 역
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
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 해안’ 토후국을 벗어난 인접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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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너무 확연했지만, 이 지역의 각 토후국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중점 의제를 갖고 있
다고 쉐이크 자이드는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르자흐 토후국의 경
우, 자국 국경 안에 영국 공군 기지가 위치했기에 수익을 누리고 있었고, 병원과 학교
시설을 이미 갖춘 상태였다. 또한 두바이 토후국의 경우, 쉐이크 라시드의 탁월한 리
더십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를 구현한 상태였다. 비록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이 지역의 각국 통치자들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좋은 개인적 관계
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그는 개인적 차원의 입장 공유와 국가 차원의 공유는 다르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석유 발견이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이 지역의 국경
확정 문제에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아주 많이 부각됐고, 각 토후국의 특정 이해와 이
지역 전체의 보편적 요구를 잘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대단한 수완이 요구됐다.
한편, 아부다비 토후국 신임 통치자가 자국 이익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
어나 이 지역의 전체적 이익의 견지에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곧 확연히
드러났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자신도 아부다비 토후국의 정책은 이 지역 9개 토후
국의 우애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고 향후에도 이를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랍 지역 통치자의 일원으로서 인접 아랍국에 대한 이해와 경
험이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47 또한 그는 자신이 개인적 외교에
힘을 쏟고 있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인맥을 당시 다소 기계적으로 딱딱한 틀에
서 다뤄지던 문제들의 해결에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했다. 통치
자 쉐이크 자이드는 대화에 임했을 때 비록 온화했으나 내용을 숨기거나 에둘러 말
하지 않았다.48
그가 직면한 가장 민감한 이슈는 두바이 토후국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와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의 개인적 우애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놓고 연마되고 도전을 받았다.49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지도자 사이의 은근한 상호 이
해 덕분에 자칫하면 큰 문제로 번질 양국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쉐이
크 자이드가 통치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양국간 영토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
다. 이는 전임 통치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양국간 장기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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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두 통치자는 진정한 협상의 정신에 바탕해 이 문제를 해결했
고, 그 방식은 두 인물의 고매함의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 이슈는 석유 채굴권이었다. 석유 개발은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채굴은 이 지역 내륙과 해안 여러 곳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
의 국경 인근에서 석유 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놓고 양국 사이에 쉐이크 샤크
부트 통치 시절의 마지막 며칠까지도 상당한 반감이 조성되어 있었다.50 하지만 통치
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
의 첫 일주일 집무를 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아부다비 토후국 신임 통치
자에게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쉐이크 샤크
부트의 마지막 통치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양국간 국경확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그에게 질문했다.” 신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를 쉐이크 라시드와 개
인적으로 대화할 것이며 “형제답고 이웃다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한 “만약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주고받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51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램에게 강조한 것은 그는 어떤 결과든 수용할 준비가 되
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쉐이크 라시드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그 어떤 방안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신뢰하고 있으며 그 자신만큼
이나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쉐이크 라시드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성적
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기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
의 대화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램은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치 가계 구성원들로부터 이 영토 문제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고 램에게 말했다.52
또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두바이 토후국과의 이 영토 분쟁의 해결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이익임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는 적은 땅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두바이 토후국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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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동의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1968년 2월 18일 양국이 일정
형태의 통일을 이루는 데 두 통치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 사례에서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전향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줬
다. 그는 통합을 특별히 강조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그는 조용한 말투
를 사용했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듣는 이들은 그 의미와 의도에 대해 의문이 없
었다. 두바이의 영국 정무 주재관 로버츠(D.A.Roberts)는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와 두바이 토후국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의 첫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두 통치자의 대화를 포함해 내가 접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쉐이크 자
이드의 이번 방문은 두 토후국 관계 강화에 일정 기간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휴
전 해안’ 토후국 자체로 운영하기에 사실상 경제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해안’ 교사 양성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이 두 통치자는 함께 동의했다. 또한
이들은 이 지역 내부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
로 당장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해 이들은 적어도 다음 토의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했다.53

이 두 통치자 모두 통일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오랜 경쟁관계가 쉽게 극복
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은 서로 매우 상이한 국가
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추구하기보다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로 결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과정은 동일한 방식이 아니었다.54 통치
자 쉐이크 라시드의 접근법은 다소 경제적인 방식이었고, 이는 두바이 토후국을 활력
에 넘치는 상품교역센터로 성장시킨 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한편,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통일에 대한 접근법은 거대한 비전과 독특한 외교적 안목을
가진 방식이었고, 이는 그가 알-아인 지역에서 민감한 이슈를 수년 동안 다루면서 다
듬어진 것이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의 오랜 통치기에 부득이 인내력을 배
웠고, 자신의 매력과 인격 이외에는 지지자들에게 그 무엇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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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성 관계를 구축했다. 그를 다룬 모든 자료에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개방적
자질이 언급된다. 그러나 이런 투명함 안에는 각종 이슈나 사람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의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55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보다 개인이 중시되는 이 지역의 풍토에서 누군가에 대한 평
판이나 명예 의식은 정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윤활유였다. 믿지 못할 친구보다 명예
를 중시하는 적이 훨씬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정치
또는 다른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이미 구축한 신뢰 관계나 명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없었다.56 또한 그는 탁월한 외교적, 정치적 명민함을 바탕으로 신뢰나 명
예의 유대 관계가 없는 이들과도 정치적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곤 했다. 그로 인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성실한 인물이고 그의 약속은 곧 보증수표라고 널리 사람들
에게 알려졌다. 또한 그는 과거 분쟁 지역에 평화를 구현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인
식됐다.

19세기 후반 이래로 역사를 절대 의지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대
세지만, 가까운 일부 역사적 사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개인의 역할도 부정할 수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57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만약 여전히 쉐이크 샤크부트가 아
부다비 토후국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연방이 아부
다비 토후국의 주도로 출현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라는 존재는
이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대립보다 화해를 중시
하는 협상가였다. 그는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에서 벗
어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 목표에 초점을 맞췄고, 그 궁극적 목표가 주는 큰 이익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양보할 지혜가 있었다. 한편, 아부다비 토후국의 점증하는 석유
관련 수입은 결과적으로 그의 장기적 목표를 지탱해주는 경제적 재원으로 작용했다.
이 지역이 하나의 연방으로 나아가는 3년 동안,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일차적
관심사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역량 강화와 인프라 건설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드리워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부다비 토후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더욱 시급해졌다. 만약 통일을 향한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독자적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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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결국 그는 한편으로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을 다져나가고,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이 지역 통일을 위해 섬세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했다. 통치자 쉐이크 자
이드의 큰 목표는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진보, 그리고 이 지역의 통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가지 목표의 달성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한 예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신설 연방국 영토의 일부에 대
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새로 창설될 연방도 이 지역 두 대형 토후국이
연출하는 정치적 틀 안에서 존립이 가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 지역의 강
대국이었고, 만약 이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신생 연방국
이 이들의 국익에 예속됨을 의미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어떤 조건에서도 이런
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신생 연방국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경제적․정치적으로
안전하고 가능한 침략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졌다. 물론 그는 신생 연방국의 진정한 안전은 다른 국가들과 우애, 상호이익의 증
진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그가 이런 우애와 협력을 강하게
소망하고 있었지만 아부다비 토후국이나 신생 연방국에 대한 그 어떤 외부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그는 확실하게 득실을 분석했고, 국가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았다.58 이런 분석과정에서 그는 유엔과 자신의 자문단의 역할
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일단 독립성을 갖추면 신생연방도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고, 비록 유엔이 군대를 보유하진 않지만 도덕적 버팀벽이 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훗날 그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낭독했다. “유엔헌장과 바람직한 국제 윤리에
기초해 국가 간 협력과 우애를 강화하고, 인류의 혜택을 위해 평화와 정의 확립에 매
진한다.”59
미뤄지던 신생 연방국 관련 협상이 1968년에 시작됐을 당시, 통치자 쉐이크 자이
드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일단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신생 연방국에 참여한
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한 다음에 각 토후국들끼리 여러 차례 다각도의 외교적 협상
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쉐이크 자이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겠다는 점만 강
조하며 각 토후국이 참여 방식을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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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한 대로 이 협상은 중단됐고, 개인적․정치적 경쟁자에 발목이 잡혀 연방국
창설이라는 아이디어마저 위기를 맞고 논의 재개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이처럼 모두가 바닥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되고 나서야 쉐이크 자이드는 아
랍에미리트 연방 건국을 위한 자신의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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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가의 탄생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자 지위 승계를 자신이 구상하던 원칙들을 현실 정책에 반영
하고 이 지역의 통일이라는 비전을 구현할 기회로 판단했다. 그에게 있어 통치자 지
위는 경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토대였기 때문이다.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아부다비 토후국에 변화의 바람이 실제로
불기 시작하고 발전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의 통일과 통합을 실현하고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추진한 발전의 혜택을 주변 토
후국 모두에게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큰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편리성의 차원을 초월해 높은 도덕적 의미까지 내포
한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보기에 통일은 인간 존재의 완전성과 완성에 있어 기
초가 되는 철학적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부풀리고 결집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정치적 분열 타파,
그리고 가난, 질병, 교육으로부터 소외 등 인간 진보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
는 것을 공리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불화와 분열은 사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분열된 토후국에 머무르는 기존 형식에 비해 새로이 통일된
연방국을 통해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통일을 언
급하는 경우라면 언제나 이 큰 비전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1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 통일된 하나의 주권국이자 독립국의 자격이 부여된 UAE 건국은 더 큰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그에게 있어 UAE 연방국은 이처럼 단지 정치적 원칙들뿐 아니
라 강한 도덕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 아랍 만 내부의 통합 및 협력 강화와
전체 아랍 세계와의 관계 강화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통일의 중요성을 그가 최초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친의 마즐
리스 모임에서였다. 당시 비록 각자 특별한 이슈와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지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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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족민을 보면서 그는 통일의 중요성을 처음
발견했다. 어린 시절의 이 이미지는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인생을 관통하는 핵
심 교훈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땅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의 핏줄이고
동일한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수천 년 살아온 대지도
늘 하나였다.”2 수년 후 그는 자신의 기본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곳 아랍 만의
통일을 쉐이크 자이드는 아랍 사회 전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구상
했던 것이다.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 오래 전에 빛이 바랜 이슈와 분쟁, 그리고 최근
의 원한 관계 등에서 기인한 뿌리 깊은 반목으로 갈라진 이 아랍 만의 부족들 사이에
통일이 성공한다면, 아랍의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
다. 즉, 그는 만약 이 아랍 만 주민들이 통합의 토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랍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가능하리라고 기대했다.
인도주의적 동기, 그리고 그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영감을 준 독실
한 무슬림 신앙심 덕분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의 진보에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우리 삶의 일체는
전지전능하신 알라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찬양할지어다. 신은 모든 일을 주재하고
또한 인도한다. (…) 우리는 그 신을 믿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신의 은
총이다.”3 또한 그는 통일이 진보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했다. 따라서
이곳 아랍 만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그가 품은 큰 구상의 일부였고, 자신을 이
과정에 쓰이는 미천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통치자 쉐이크 자이
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 알라신이 리더의 자질을 가진 인물의 탄생을 원했다면, 신은 마음에 드는
국가에 그를 보냈을 것이다. 신은 이 리더가 자신의 국가를 바른 길로 이끌고 (…)
신은 그 인물이 여러 국가들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그 리더가 공동
의 이익을 위해 각국을 단결시키고, 삶의 수준을 높이도록 인도할 것이다.4

비록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에게 통일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너무 소중했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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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시켜야 할 목표였지만, 그 현실적 추진과정에 간단치 않은 난관들이 버티고 있음
이 곧 밝혀졌다.
그는 남(南)예멘에서 영국 주도로 창설된 연방이 직면한 난관과 바람직하지 않은
해체 조짐에 주목했다.5 그는 성공적이고 지속적이며 영국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
이 아닌 진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이 주민들을 위해 이 아랍 만에 실현되길
원했다. 항상 현실주의자였던 그는 영국 보호국에서 독립국으로 이행하는 과정 자체
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영국 관료들이 모든 방식의 통일이
그 원형 보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6 심
지어 그는 영국 관료들의 이런 의구심에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여겼다.7 예를 들
어 과거 ‘7개 토후국 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각 토후국 간 분열적 경향 때
문에 이 지역의 취약한 미래 연방 국가 내부에서 결국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었다. 즉, 그는 각 토후국 통치자들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상호 협력의 이익조차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진행된 연방국 창설과 관련한 대부분의 움직임은 그의 이런 우려와
일치했다. 통일 개념 자체에 있어서도 각 토후국 통치자들은 무엇보다 자국 주민들의
직접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
다비 토후국의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단결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집중했다.
이는 향후 통일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다.8
실제로 UAE 건국과정은 무척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 이란, 사우디아라
비아, 그리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를 제외한 남부 아랍 만의 각 토후국 등 이 연방
창설 과정의 참여자 대부분은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3년간 진행
된 연방 창설 협상과정에서 실패가 성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미 1968년

4월 헨더슨과의 장시간 대화에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계획의 초안을 밝혔는데,
이후 1971년에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UAE 연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신
생 연방국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강한 목표가 필요하고 각 토후국의 지분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아부다비 토후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으므로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은 연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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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국 안에 설치되길 희망했다. 또한 각 토후국은 국방부와 외교부를 빼고는 모든
내정에 대한 자치권을 갖길 원하고 있었다.
결국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출현한 적합한 인물임
이 밝혀졌다. 그는 비전, 역량, 에너지뿐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참을성 있게 완
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통일 관련 협상에서 그는 양보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고 다른 경우와는 다르
게 적대적인 세력과 화해하는 능력도 보여줬다. 그가 보여준 이 복합적 리더십은 가
까운 세계사의 건국과정에서 전례가 없던 소중한 유산이었다.

연방의 길로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던 1968년 1월 중순부터 새로운
정치 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됐다. 영국의 철수는 분명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
지역의 각 통치자들은 신속하게 자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에 집중하
기 시작했다.9 한 세기 이상 이 지역에서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각 토후국은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 과거 영국 군대가 인근의 보다
야심적인 국가들에 맞서 방어기능을 수행하고 잠재적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로 대표되는 이 지역 강대국들의 권모술수가 영국의 과
거 역할을 넘겨받기 위해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이처럼 핵심적인 정책을 영국의

1971년 최종 철수 시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1968년 당시의 과제였고, 이 아랍
만 토후국들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의 주권국으로서의 UAE 건국, 그리고 바레인, 카타르의 독립은
당연한 정치적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각에서 볼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정 가능성 때문에 쉐이크
자이드가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전과 외교를 잘 조화시키
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높이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신생 연방국에 참여한 토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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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만이 궁극적으로 신생 연방국의 성
패를 결정할 몇 가지 요소의 복잡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10
통일 과정의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최종 UAE의 뼈대가 될 수 있는 합의가 통치
자 쉐이크 자이드와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 사이에서 달성된 것이었다. 1968년 2월 18
일에 이 두 통치자는 양국 통일에 합의했고, 이는 양자간 통일 합의로는 최초였다.
두 통치자가 통일 진행과정과 그 가능한 이익에 대해 다른 토후국들에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이 이 양자간 합의를 추진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11 이
양자간 합의에는 외교, 국방, 치안, 의료, 교육, 국적 등에 대한 공통 접근을 통해 하
나의 연방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2 또한 이 합의가 단순한 자료에 불과
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날 이들은 양국간 해상 경계선에도 추가로
합의했는데, 이는 두바이 토후국에 매장된 석유 자원의 잠재적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또한 아부다비 토후국이 자발적으로 두바이 토후국에 동의한 것
이었으므로 양국간 오랜 분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알
려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두 통치자 간 유대는 ‘7개 토후국 위원회’ 대표 신분으로 처음 함께 일하던 시절부
터 맺어진 것이었고, 양국간 상호 이해는 상대방의 진정한 자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에 바탕하고 있었다. 이들 안에 내재하는 신뢰는 UAE 건국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변
함없었다. 주 쿠웨이트 미국 대사 스톨츠퍼스(William Stoltzfus)는 1972년 6월 4일 쉐
이크 라시드를 만났을 때, 신생 연방국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대
해 쉐이크 라시드는 신생 연방국이 아직 미숙한 상태지만 발전이 기대될 뿐만 아니
라 실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바람직한 의도를 갖고 있고
지성적이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깨끗한’ 인물이다.”13 윌리암 대사는 당시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다. 여기서 쉐이크 라시드가 말하는 깨끗함에는 신뢰 가능성, 공정함,
성실함, 듬직함, 진실됨, 확실성, 신용, 신빙성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쉐이크 자이드
도 당연히 쉐이크 라시드를 똑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
듯이 두 통치자 모두 강한 스타일의 인물이었기에 모든 이슈마다 의견이 일치한 것
은 아니었다. 그래도 두 통치자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룰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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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 깊은 감각을 가졌고,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
했다. 이런 통치자 간 합의에 기반해 두 토후국은 양국 간 통일에 합의했던 것이다.
아부다비-두바이 통일 합의과정에서 나타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접근 방식을
보면 그가 향후 이 지역 정치적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협상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
었다. 수차례에 걸쳐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대담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양국의 통일 선언과 국경 관련 이슈의 해결이라는 이 두 가지
성과의 중요성을 이 지역 리더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양국간 통일 합의는 큰 과제의 해결을 위해 그 일부분을 먼저 해결한
첫 실천적 행보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두 토후국을 초월해 인근 토후국까지 포함하는
연방 창설의 길을 향한 선의의 결정이었다.14 이 지역 정치구조 안에서 통일을 향한
대중적 의지와 염원은 강렬했지만, 이 지역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15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새로운 연방 창설과정에서 통일을 향한 대중적 의
지와 염원이 결국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16
당초부터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 사이의 이 선도적 통일 합의는 그 책
임과 혜택을 다른 토후국까지 확장할 개방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가 남은 5개 토후국 통치자들의 참여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두 토후국의 참여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만약 다른 토후
국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토후국의 연방체제는 그대로 존속했을 것이다. 한
편, 바레인과 카타르 역시 이 확장된 연방 창설 논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 연방 확장
구상안이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폭 넓은 지지를 획득했고, 1968년 2월 27일 두
바이 토후국에서 9개 토후국이 모여 새로운 연방 창설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
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의 발효 시기는 1968년 3월 30일부터였다.
이 두바이 합의는 나중에 확인됐듯 통일을 위한 실질적 의제가 아닌 낙관주의적
열망을 담은 것이었다.17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열망 때문에 각 참가국은 이미

1968년 2월 27일에 분명하게 드러난 국가 간 기본적 쟁점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
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합의는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진정한 합의 내용
을 담아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원칙에 있어 합의를 이룬 것은 비교적 정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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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왜냐하면 1968년 봄 당시에 이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아
랍 만의 통치자들이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의 광범위한 주도권에 긍정적으
로 반응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각국의 이익은 달랐으나 이 연방 창설을 위한 합의는 아랍 세계에서 광범위
한 환영을 받았다.18 또한 영국과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무척 환영했다. 예상대로 이
란은 이 연방 창설에 대해 전면적 반대를 표명했다.
영국 철수 결정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이 지역의 각종 과제들은
겉으로만 보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당시 합의와 실제 정치 역학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험들을 통해 그는 너무 빠른 합의를 신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
을 배운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이미 두바이 토후국과 주요 합의를 마친 상
황이었기에 이 남부 아랍 만의 신생 연방 창설의 최종 합의를 위해서라면 구체적 세
부사항과 관련한 각 토후국 통치자들의 문제제기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사실 9개 토후국 모두가 참여하는 연방 창설 구상은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었다.
영국은 이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 이후 모든 책임 문제에서 깔끔하게 손을 뺄 수 있
었기에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었지만19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에 너무도 많은 이해
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존 듀크 안토니(John Duke Anthony)는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968년 이후 바레인과 카타르까지 포함한 이곳 남부 아랍 만 9개 토후국이 연
방 창설 협상이 개시됐을 때,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연방 정부와 통치자 사이의
권한조정 문제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연방 운영방식이었는데, 이 문제를 둘러싼
각 토후국 통치자들의 입장 대립은 신설 연방에 대한 완전히 상이한 견해에서 일정
정도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각 부족 및 가계의 해묵은 적대
관계의 산물이기도 했다.20

사실상 주요 문제는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기인했다. 이 두 토후국은 다른 7개 토
후국과는 정치적 주요 관심사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한 예로 바레인이 제기한 비례
대표 방식은 약소 토후국에 대한 지배를 낳을 위험이 있었다.21 또한 카타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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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두바이 연방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참여하기로 자리를 예약해둔 상
태였고, 확대 신설될 연방에 대해서도 다른 구상을 제안했다.22 즉, 아부다비 토후국
과 두바이 토후국 간 합의가 도출되고 일주일 후, 카타르 토후국은 ‘5개 약소 토후국’
이 UACE라는 명칭으로 단일 연방을 먼저 구성하고 이후 확대 신설될 연방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했다. 당연히 사르자흐, 아즈만, 라스알 카이마흐, 움
알 카이와인, 푸자이라흐, 이 5개 토후국 통치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연방
의 통치자로 승격되고 나머지 네 명의 통치자들은 강등될 가능성이 있는 카타르의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분명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이 계획을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
았고, 이어지는 토의과정에서 카타르는 계속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여기고 합
의를 촉구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미 2월에는 아부다비-두바이 양국간 연방 창설이 합의됐고, 이어 1968년 5월 25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첫 모임을 앞두고 카타르는 주요 의제와 관련해 많은 제안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잠정 헌장으로서의 아부다비-두바이 연방 헌장이 중요한 사전
단계 추진이라는 목표에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생 연방 헌장이 최종 사인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23 하지만 공통의 목표
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심각한 분열은 이미 뚜렷해졌고, 조만간 카타르의 각종
제안에 대해 다른 토후국이 단결해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뜻밖에 바레인이 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었다.24 이런 상황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의 입장은 빠른 속도로 자
국의 입장을 구축하는 토후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25
물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도 협의가 진행 중인 ‘9개 토후국 연방’에 존재하는 갈
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연방이 가진 효용을 믿고 있었기에 계속 통일을 추진해 나갔
다. 헨더슨은 이 5월 모임에 대해 핵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참여자는 쉐이크 자이드뿐이었고, 그가 담장을 훼손하기보다 수리하기 위해 힘썼다
고 기록했다.26 또한 아부다비의 영국 정무 주재관 트레드웰은 1969년 11월에 개최된

‘최고 위원회(Supreme Council)’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해산하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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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시키기 위
해 개인적 역량을 쏟고 있었다. 그는 바레인을 배제하고 8개 토후국만 연방 창설에
합의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레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제
동을 걸었고 이로써 두바이 토후국과 유지해오던 평화는 상당히 후퇴했고 자신이
양보해서 가능했던 양국간 국경 합의의 열매도 포기해야 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8개 토후국의 주장들에 맞서 9개 토후국이 모두 참여하는 연방을 계속 옹호
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어쩌면 의장으로서 그가 어젠다의 모든 쟁점이 합의되
길 원했을 수 있다. (…) 구상된 신설 연방 참여국에서 배제되는 토후국이 없어야
외부 세계의 신뢰를 얻기가 쉽다는 점도 작용했을지 모르겠다. (…) 그의 타고난
위트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각 토후국의
우호적 회합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도 될 것이다.27

하지만 사실상 이 지역 모든 토후국이 참여하는 방식의 연방은 1971년 12월로 정
해진 영국의 철수 시점까지 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를 창설해야 한다는 과제
에 일종의 장애물이었다.
치안과 국방 관련 이슈는 연방 협상에 참여한 9개 토후국 모두의 최고 관심사였고,
이 이슈가 모두의 유일한 공통 관심 영역이었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일단 철수하고 나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대립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단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28 1968년
에서 1971년 사이의 연방 창설 논의과정에서 이 안전 문제는 가장 우선적 관심사였
다. 바레인은 비록 가끔 다른 토후국들과 목표와 요구가 일치했지만, 동시에 자국만
의 힘, 규모, 그리고 상대적 세련됨 등을 신설 연방 이후에도 인정받고자 했다. 또한
바레인은 북부 토후국의 일부 도서뿐 아니라 바레인의 모든 부속 도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국 영토라는 이란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바레인을 신생 연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이웃 강대국
이란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란 변수뿐 아니라 바
레인과 카타르는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 두 토후국의 오랜 국
경 분쟁과 경제적 경쟁의식은 9개 토후국 연방이라는 틀 안에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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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는 아마 당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헌신했
던 유일한 통치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첫 심각한 도전에 꺾이고 마는 약한 결합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을 원했다. 또한 9개 토후국 모두 참여하는 연방의
창설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약소 토후국에 대한 카타르의 부적절
한 요구는 그 통치자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다.30 또한 비록 이론적으로 바레인
의 힘과 비중이 신생 연방의 자산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인구 규모나 교육과 행정
분야에 축적된 전문 지식이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다. 좋은 자질을 갖
춘 바레인 사람들은 빠르게 행정 조직이나 관료 시스템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
게 되면 당연히 현지 주민은 불만을 갖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 만약 바레인이
고급 수준의 전문 지식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신생 연방 내부에서 너무 현저하게
앞서 나가면 신생 연방은 결국 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부다비 토후국을 포함한 ‘휴전 해안’ 7개 토후국은 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자신들로 국한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들 토후국의 통치
자들은 ‘7개 토후국 위원회’에서 거의 20년 동안 협력해왔고, 이들 사이에는 이미 일
정 수준의 상호 이해가 형성되어 있었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두바이와 단독 연방국 협의라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뢰 구축과 상호 이익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압력에 구애받지 말라고 아
부다비 토후국 대표단에게 강조했고, 다른 토후국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다.

난국 해결방안으로 떠오른 ‘7개 토후국’ 연방
비록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1968년 봄에서 1971년 봄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적
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는 시기가 무르익길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1969년 11월 9개 토후국 연방을 위한 협상은 확실한 난국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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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70년 6월에 합의 도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추가적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1970년 6월 13일에 바레인 협상 대표는 공식 각서
를 제출했다. 이 각서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연방국임을 선언할 아무런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아랍 토후국 통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며 2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 (…) 특히 우
리 아랍 만 각국을 중심으로 아랍 각국은 모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
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 통일 국가 수립을 포함한 어떤 근본적 결정을 내리
기 시작해야 한다.31

한편, 카타르 협상 대표는 바레인 협상 대표가 자국의 각종 행동을 전체 합의 지연
의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여기고 격렬한 톤으로 응수했다.32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
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9개 토후국 연방의 어려움은 매달 증가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파이살 국왕의 주(駐) 쿠웨이트 특별 대사 나와프 빈 압둘 아지즈(Nawwaf

Bin Abdul Aziz) 왕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9개 토후국 연방 관련 협상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
아는 ‘7개 토후국’ 연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9개 토후국이 참여하는 연방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33
영국 철수가 목전에 닥친 1971년 1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중량급
대표단이 다시 모든 토후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통치자들과 회동했다. 통치자 쉐이
크 자이드는 1971년 1월 18일 이들과 회동을 마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부다비 토후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
하고, UAE 창설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들의 노력은 건전한 토대를
가진 연방 창설을 위한 그간 아부다비 토후국의 당연한 노력,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34
여전히 어떤 연방 쪽으로든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었기에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토대’가 ‘7개 토후국’ 연방의 의미인지 아니면 9개 토후국 연방의 의미인지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971년 3월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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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다시 증가했다. 왜냐하면 철수 문제와 관련해 거의 9개월 동안이나 오리무중이
던 영국의 정책 방향이 외무장관 홈(Alec Douglas Home) 경이 하원에서 과거 노동당
의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날 발언하면서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35 이에 따라 1971년

12월 영국군이 철수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 ‘방어 조약’ 대신 영국과의 관계는 ‘우호
조약’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한 외무장관 홈 경은 일부 책임을
오직 정식으로 창설된 연방 정부에게만 승계시키겠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그리고 일
부 모호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영국과의 이 우호 조약도 신생 연방이 수립돼야
만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
불과 철수 8개월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외무장관 홈 경이 이 선언을 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 지역 연방 창설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영국 정무 공사 루
스 경이 다시 모든 통치자들을 방문했고 연방 창설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군의 철수가
예정대로 1971년 12월 31일에 완료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971년 6월 초에 진
행된 이 마지막 방문 시점까지도 바레인과 카타르가 자국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었기
에 9개 토후국이 모두 참여하는 연방 창설 전망은 거의 불가능했다. 1971년 8월 14일
바레인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했고, 9월 1일에 카타르가 뒤를 이었다. 따라
서 만약 연방 개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은 7개 토후국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했다.
지난 3년간 연방 창설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각종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모여 대화하는 회의 기간들을 따로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토론의 결과
들은 다시 각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했고, 각국 협상 대표들은 전권을 갖지 못했다.
통치자 대리인급(級) 토의도 진행됐고, 여기서는 조금 실질적 대화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토후국 통치자들도 때론 ‘7개 토후국 위원회’ 모임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 형
식으로 직접 회동하여 이 연방 창설 문제를 논의했고, 이 결과는 권위를 가질 수 있
었다. 그러나 통일 논의를 진전시킨 실제 계기들은 서신이나 직접 회동 방식의 통치
자 간 개인적 협상에서 나왔다.
이 ‘7개 토후국’ 연방의 핵심은 1968년 2월 18일에 도출되어 통일 논의를 촉발시
켰던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합의였다.36 하지만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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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 두 인물 모두 ‘7개 토후국’ 연방 협상이라고 해서 더 쉽거
나 오랜 적대 관계가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 예로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은 여전히 해묵은 적대 관계가 쉽게 극복될 수 없었고 서로 매우 다른
사회였다. 또한 북부 토후국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남부 토후국과 다른 방식
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 모두 통일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시했으나, 각자 서로 다른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는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관리에 힘입어 전통적으
로 두바이 토후국의 강점이 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었다.37 한편,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늘 보다 큰 틀의 정치적, 인도적 이익을 중시
하며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이는 전략적 비전에 확고하게 바탕하고 있었다.
물론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 역시 그의 목표를 이룰 수완을 갖춘 인물이었다. 리더, 외
교관, 협상가로서 그는 정치적 통찰력과 연방 창설에 필요한 논의 재개 능력과 인내
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두 통치자는 각국의 협소한 관심사를 추구하기보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웃 토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
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영국 철수를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
었고, 이에 따라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나 아부다비 토후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과거 2년 이상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늘 화해를 주선하거나 협의의 파국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1968년 역사학자
허드-베이(Frauke Heard-Bay)는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
확하게 포착했다.

아부다비 토후국은 통일 협상이 천천히 진행되길 원했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적응할 시간, 그리고 협상의 각 단계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일정
한 시간을 갖길 원했다. 한편, 아부다비 토후국은 협상 단계에서 구체적 정부기구
설립을 다루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왜냐하면 일단 형식을 갖추게 되
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대표단은 당연히 전문가의 초안에 기초하고 각 토후국 사이의 비공식 토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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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타당성 있는 헌법을 가진 정상적인 연방 창설에 집중하길 원했다. 따라서
이 과도적 시기에 연방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집중
하지 않았다.38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에 어느 시점이든 만약 쉐이크 자이드가 연방 창설과 관
련해 분명하게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상당한 의사 결정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는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에 의해 논의 중인 신생 연방의 의장으로 만장일
치로 선출됐다. 또한 아부다비는 향후 탄생할 신생 연방의 수도로 미리 내정됐다. 통
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지원과 선의가 없다면 이 지역에 어떤 형태의 연방 창설도 성
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국이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
로 결정하길 용인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처신했다. 또한 그는 아부다비 토후
국과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다른 유대관계도 많은 바레인의 연방 합류를 여전히
일정 정도 원했지만, 바레인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람들은 창설 중인 연방의 의장으로서 또는 아부다비 토
후국이 신생 연방에 제공하게 될 경제적 기여의 힘이든 그가 통일 논의과정에 쉽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조금 특이하게 여기고 있었
다. 마치 그가 이 지역에서 그 어떤 형식으로 연방이 최종 결정되든 이를 토후국 간
협력의 출발 정도일 뿐 궁극적 목표로 여기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이런 태도
로 인해 사람들은 ‘9개 토후국’의 길인가 또는 ‘7개 토후국’ 연방의 길인가의 선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쉐이크 자이드는 보다 큰
틀의 협력을 실제 10년 후의 ‘아랍 만안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창설의
경우처럼 그 다음 단계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39
분명히 그는 끊임없이 지연되고 신랄한 논쟁이 오가는 연방 협상을 지켜보고 나
서 과거 ‘휴전 해안’ 토후국만의 연방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길이라고 여겼을 가능성
이 있다. 즉, 그는 9개 토후국 연방 토의과정에서 ‘7개 토후국’ 연방 정도가 가장 가
능한 연방 형식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그는 9개 토후국 모두가 참여하는 연
방 창설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단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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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카타르와 바레인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자 그는 참여국 숫자는 줄었지
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 ‘7개 토후국’ 연방 창설을 위해 전력투구하기
시작했다.
이 ‘7개 토후국’ 연방 방안 선택도 그의 정치적 안목과 관계가 없지 않았다. 만약
참여국이 줄어든 연방이라면 아부다비 토후국의 역할이 당연히 그만큼 확대될 것이
기 때문이었다.

1971년 중반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7개 토후국’ 연방 창설 책임이 일단 그에게
부여되자 이 지역의 통일 움직임은 아주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쉐이크 자이
드는 안정은 인위적 동맹 시스템이 아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사회적, 정치적 단
위에서 가능하다고 믿었다.40 이 방안 자체가 당시까지의 연방 논의를 초월하는 중요
한 진전이었고, 뿐만 아니라 ‘9개 토후국’ 연방 구상에 비해 쉽게 이해되는 이 새로운
연방에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에 더욱
주목해볼 가치가 있었다. 그가 참여국 가운데 가장 부유한 토후국의 통치자라는 요인
보다 연방 창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와 명예를 인정받는
리더였다는 요인 때문에 이 7개국의 연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

9개 토후국 모두 참여하는 연방의 불가능성이 최종 확인되자 그는 ‘7개 토후국’
연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실질적인 연방 창설의 진전을 위
해 아부다비에서 함께 토의하자며 ‘7개 토후국’ 통치자들을 초청했다. 이어 1971년

6월 28일과 29일에 그는 두바이, 사르자, 라스 알 카이마흐의 통치자들과 각종 형식
의 회동을 마쳤다. 어떤 의미에서 이 회동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참가자
들이 ‘휴전 해안 개발청’이 더 광범위한 기능을 맡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수준에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즉, 이 회동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다른 통치자들의 연
방 구상이 그저 연락 사무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그가 이해하고
있던 완전한 통일 개념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형식이었다.41 또한 그는 논의과정에
서 연방 창설의 촉박한 일정에 무심한 이들의 태도를 확인하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
었다. 심지어 1971년 7월 10일에 소집된 ‘7개 토후국 위원회’와 같은 정식 모임에서
도 다수 토후국은 여전히 사실상 각자 독립성이 유지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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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게도 ‘7개 토후국’ 연방이라는 의제는 어젠다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영국 철수 후
에 이 지역이 직면할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가를 건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마치 쉐이크 자이드 혼자 인식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
었다. 비록 대부분은 실망스러웠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이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영국
철수 이전까지 실질적인 연방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각 토후국 상호간에 메워야 할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회동이 끝날 때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만의 중요한 수순을 하나씩
진행했다. 우선 7월 1일에 그는 연방 창설과 관계없이 아부다비 토후국 헌법 개정을
선포하고 나섰다.42 다른 6개 토후국이 이미 제시된 통일의 틀에 합류하든 그렇지 않
든 아부다비 토후국은 자신만의 제2의 건국의 길을 추진하겠다는 함의가 이 헌법 개
정에 담겨 있다는 것은 비록 그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었
다. 사실상 이 헌법 개정 움직임은 몇 달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포
시기가 다른 통치자들과의 회동 직후였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새로
들어선 내각이 1971년 8월 8일에 처음 발표한 정책은 초기 자본금 5,000만 디나르
규모의 ‘아랍 경제발전을 위한 아부다비 기금(Abu Dhabi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의 설립이었다.43 만약 아부다비 토후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연방 창설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쉐이크 자이드가 은연중에 드러
내고자 했던 의도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통일보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독립적 건국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부분 결론없는 토론에 그친 ‘7개 토후국 위원회’의 3일간의 회동을 마
친 7월 13일에 그는 처음으로 각국 통치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44 즉, 그는

6개 토후국의 통치자들에게 통일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쉐이크 자이드의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제시한 통일 조건을 수용
하고 아부다비 토후국이 제공하는 완벽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면 아부다비 토후국의 ‘7개 토후국’ 통일 논의에서 탈퇴해버리는 상황에 처할 것인가
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 결국 6개 토후국 통치자들은 모두 통일을 선택했
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과 이름이 동일한 조부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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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치자 자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지역의 운명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리드해
나갔다.

7월 초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은 통일에 있어 실질적 프
로그램을 가진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의 결심의 증거였다.45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아 아부다비 토후국, 두바이 토후국, 그리고 사르자흐 토후국이 함께 통일을 진전시
킬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46 이렇게 되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통일 관련 세부 항목들이 토의를 거쳐 투표에 붙여졌다. 아부
다비는 신설 연방의 수도로 내정됐고, 향후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국경
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UAE 임시 헌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최
고 위원회(Supreme Council)’의 결정은 전체 5표 가운데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
후국의 각 1표 포함을 전제로 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기로 명시했다.”47
즉, 소수는 앞 문장에서 기술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했다. 또한 임시 헌법은 전
체 40명으로 구성된 ‘국가 자문 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uncil)’ 신설과, 아부다
비, 두바이 토후국 각 8명, 사르자흐,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 각 6명, 아즈만, 움 알
카이와인, 푸자이라흐(Fujairah) 토후국 각 4명, 이와 같은 그 구성원 숫자 배정을 명
기했다. 이후 내부 토의를 거쳐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은 이 숫자 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고 잠시 연방 틀 밖에 머무는 방식을 선택했다.48
이에 따라 1971년 6월 18일에 남은 6개 토후국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당일 이들 6명의 통치자 각자는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다. 이 ‘공동 합의문’에
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랍인들의 소망을 담아 아부다비, 두바이, 사르자흐, 아즈만, 움 알 카이와인,
푸자이라흐, 이렇게 6개 토후국은 UAE라는 이름의 연방 창설을 결의했다. 오늘
우리는 UAE 임시 헌법에 사인을 마쳤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위대한 아랍인들에
게 전하면서 우리가 창설하기로 한 연방이, 당면한 조건 때문에, 잠시 참여를 보류
한 이웃 토후국 주민들까지도 포함할 연방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알라신께 기도하
는 바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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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를 거의 배제했고, 다만 주민
들의 진정한 열망을 반영한 신생 연방의 목표와 실체를 문장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
다고 참가자들에게 사려 깊게 제안했다. 따라서 통치자들의 합의를 거친 이 임시 헌
법에는 연방의 사회적, 경제적 기초에 초점을 맞춘 각종 내용이 특이하게 명시됐고,
이 이슈들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오랜 관심도 동시에 반영됐다.
사실상 당시의 발전 수준은 각 토후국마다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헌법에 건강, 교
육, 사회 복지와 같은 이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임시 헌법 13조에
는 연방 정부와 각 토후국이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와 관련한 각자 임무 완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는 향후 UAE 국내에서 연방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 책임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50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야의 혜택이 UAE 내부의 부유하고 발전된 핵심 토후국의 주
민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또한 임시 헌법은 “가족이 사회의
기초”라고 선언했다. 가족은 도덕, 종교, 윤리, 애국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가족이라는 틀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타락을 방지해야 했다.51 이는 공허
한 약속이 아니었고 쉐이크 자이드는 가족들이 이 주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각종 자원 제공을 헌법에 보장했다.52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적 복지는 임시 헌법의 중요한 일부였고,
통일에 관해 쉐이크 자이드가 품고 있던 개인적 비전의 구체화이기도 했다. 이에 대
해 UAE의 임시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사회는 어린이와 모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소수, 그리고 질병, 선천적 무능
력, 고령, 비자발적 실업 등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립이 불가능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단지 이들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도 사회는 이 약자들
을 지원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53

또한 임시 헌법에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다음처럼
담겨 있었다. “교육은 사회 진보의 기본적 요소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UAE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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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54
이들 각 조항은 쉐이크 자이드가 국가 복지의 근간으로 여긴 각종 원칙들을 구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가 주민 각자의 자립심에 기초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수년간
에 걸쳐 다듬어진 그의 실용 철학의 전부였다. 또한 23조에는 각 토후국의 천연자원
과 부는 각 토후국의 공유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UAE 모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쉐
이크 자이드의 관심을 반영해 아부다비 토후국의 부는 UAE 모든 주민의 이익을 위
해 쓰이도록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아부다비 토후국은 UAE 내부 약소 토후국의 진
보를 견인할 수 있었다.55
또한 헌법은 쉐이크 자이드의 정치적 사상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구
현하고 있었다. 첫째, 그는 교육받지 못하고 궁핍한 국가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으로는 통일 관련 사상인데, 그는 일찍이 알-아인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부터
이 통일을 추구해왔다.56 아랍인들이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자신이 인간 사회의
중심 요소로 여기는 가족이라는 끈으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지역 토후
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협상과 조화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아랍 전체의 하나의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쉐이크 자이드는 갖고 있었다.57 1981년의 GCC 창
설과 같이 후속적으로 그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통일이 그가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단 하나의 원칙이었고 일생동안 꾸준히 추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8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답하면서 쉐이크 자이드는 8월 18일의 통
일 합의 도출이 각 토후국을 안정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고비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까지 합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소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일 달성 소식을 접한 각 토
후국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58 물론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축소하여 발언하는 특유의 겸
손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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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건국 선언
1971년 12월 2일 두바이의 알-자마이라(al Jamayra) 궁전에는 새로운 깃발 하나가
처음으로 게양됐다. 이 깃발에 칠해진 빨강, 초록, 백색, 흑색 이 네 색체는 전통적으
로 UAE 창설에 참여한 각 토후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이 이 신설 7개국 연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종적으로

1971년 12월 2일 6개 토후국만으로 UAE가 건국됐다. 비록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
의 불참이 아쉬웠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6개 토후국의 강한 의
지와 공통의 목표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이들 6개 토후국은 상호 방위와 상호 이익
을 위해 통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이 깃발 아래 집결한 이웃 토후국 통치자들과 협력하여
창설한 신생 연방의 탁월함은 바로 그가 숭고한 도덕에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향한
기본적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했다는 것이었다.59

3년 동안의 망설임, 그리고 정치적 구상의 재조정까지 거쳐야 했던 복잡한 국가
창설 과정이 불과 4개월 동안에 완성됐다. 비록 1971년 7월 18일에 통일을 위한 확고
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한 1971년 12월까지 신설 연
방을 건국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았다. 결국 신생 연방의 모든 분야가 구비되진 않은
상태였지만 1971년 12월 2일 UAE ‘최고 위원회’ 첫 회의가 열었다. 이 회의에서 통
치자들은 쉐이크 자이드를 초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쉐이크 라시드를 초대 부통령으
로 선출했다. 이는 비록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모색 단
계에서부터 통일 구상의 초석을 놓았던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결속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정이었다. 임시 헌법 49조는 신생 연방의 모든 주요 발전이 아부
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주요 합의 사항임을 명시했다.60 연방 창설 초창기부
터 두 통치자는 함께 협력했기에 연방의 기초적 이슈들에 모호한 구석이 없었다. 만
약 두 토후국이 계속 밀접하게 협력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통일 과정은 결실을 거두
지 못했을 것이다.

UAE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서 이 두 통치자의 파트너십은 신생 연방 창설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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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든 기초였다.61 통일에 대한 합의 도출에서 신생 연방 선언에 이르는 4개월 동
안 쉐이크 자이드는 개인적으로 신생 연방의 인프라 구축을 강하게 추진했다. 우선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모든 자원, 설비, 기술적 경험 등이 신생 연방이 독자적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곧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포했다.62 아부다비 토후국의 ‘국가 자문 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된 1971년

11월 30일이 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자
신이 강조했던 신생 연방의 행정적, 조직적 틀이 마련됐다는 중요한 진전에 대해 공
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과거 ‘휴전 해안’으로 알려진 이 지역 주민들의 통일은 운
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각 토후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아랍 주민들에게
중요한 과제였다고 그는 말했다.63
쉐이크 자이드는 이 4개월 이외에 향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에 감당해야 할 막
중한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9개 토후국 연방의 길이었다면 바레인
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 인력과 행정 인력이 신설 연방에도 충분히 활용되면서 도움
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바레인이 배제된 연방을 창설했기에 신생국은 간부 공무원을
훈련하고 교육할 동안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전
문 핵심인력 부족 현상은 뚜렷했다. 예를 들어 UAE가 건국되면 외국과 유엔에 대표
를 파견해야 했다. 1971년 11월에 40명이 선발됐고 아부다비 토후국 대통령 실장 아
흐매드 칼리파 알 수와이디(Ahmad Khalifa Al Suwaidi)의 지도하에 향후 대사와 고위
외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은 훈련됐다.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과 3명의 공직자만으로 신생 연방의 외교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 UAE 공무원은 4,000명에 못 미쳤다. 하지만 1976년 그 숫자는 24,000명으
로 증가했다.64 정부 모든 부문에 우수한 공무원이 필요했기에 새로운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주민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추진됐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가시화된 시점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1966년에 자신이 아부
다비 토후국의 통치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추진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커다란 이익을
선사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신생 연방이 존속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했다. 그는 또한 연방에 참여한 토후국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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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65 이에 대해 그는 갈등 요인을 부각시키지 않고 연방의 실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을 ‘임시’ 상태로 두는 선택과 수도를

‘임시’로 아부다비에 두는 선택, 그리고 부차적인 권력을 특별히 연방 정부로 옮기지
않고 각 토후국에 여전히 남겨두는 방식에 만족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당시까지 공통점이 많지 않은 토후국 연방이 시간이 지나면 차츰
변할 것이고, 향후 더욱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발전이 연방에 의한 것이든 각 토후국에 의한 것이든 개의치 않았다.
사실 주요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1971년 연방이 창설될 당
시 각 토후국 주민들은 전통적 방식의 정부 구조에 익숙했고 전문적 공무원 조직을
갖춘 정부라는 개념을 생소하게 여겼다. 심지어 자신들을 여전히 독립 토후국 주민들
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백년 동안 유지되던 이 사고 방식을 바꾸고 정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것은 복잡한 과제였다.66 주민들 사이에 국민 의식과 정부의 가
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방 정부가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켜 줘
야 국민들은 연방 정부를 효율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어떤 부
분에서 빠른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연방 정부는 분명한 지지와 흔들림 없는 신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연
방 정부에 대한 초대 대통령의 공개적 옹호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건국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던 4개월 동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통
치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연방 정부를 홍보하는 메시지 전달에 썼다. 또
한 연방의 초대 대통령 쉐이크 자이드는 신설 연방의 발전상이 기존 토후국 정부의
전통적 일선 행정조직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신중했다. 또
한 이들은 신설 연방의 행정 시스템 내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기도 했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정책의 목적은 오랜 현지 구조와 개인적 지배를 새로운 국가 기구와 잘 융합시
키기 위함이었다.
신설 연방이 이처럼 진전을 보이자 마지막 토후국도 복귀했다. 라스 알 카이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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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국의 통치자는 연방 밖에 머물며 독립적 신분으로 다른 토후국의 지원을 향유하
길 희망했던 결정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리에 어긋남을 깨달았다. 1972년 2월 10일
에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은 있는 그대로의 임시 헌법을 수용하고 UAE에 가입했
다. 이로써 7개 토후국 모두 참여하는 연방을 희망했던 쉐이크 자이드의 소망은 결실
을 맺었다. 1971년 12월 2일 건국 이후에도 그는 연방 밖에 머물겠다는 라스 알 카이
마흐 토후국의 선택을 허용했고, 합류하라는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
스 알 카이마흐가 UAE에 합류하자 그는 이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최고 위
원회는 그의 제안에 따라 만장일치로 라스 알 카이마흐를 연방 가입을 승인했고, 이
로써 UAE는 완전한 형태가 갖춰졌다.
쉐이크 자이드의 솔선수범에 힘입어 피터슨(J.E.Peterson)이 1988년 저서에서 표현
했던 “아랍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통일”이 실현됐다.67 이에 대해 피터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랍의 다른 모든 통일 시도들은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UAE의 통일 구
상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들과 달랐다. UAE의 성공적 건국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은 통일
에 참여한 토후국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유사성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곤 했
다. (…) 그러나 자주 간과되고 있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선택한 연방이라는 형식
이야말로 건국 후 처음 15년 동안 통일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했다.68

전국적으로 그해 12월 2일을 UAE 건국절로 기념했지만, 1972년 2월 10일도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왜냐하면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진
화의 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초대 대통령 쉐이크 자이드의 핵심 원칙을 실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쉐이크 자이드가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인내,
헌신, 비전, 신념 등이 아랍 세계 다른 지역과는 다른 UAE라는 국가의 창설을 가능
하게 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건국 세대 이후에도 계속 UAE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어느 한 곳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훗날 다른 통치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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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각 단계마다 우리는 어떤
성취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
들이 바라는 상태를 위해 계속 전진하거나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는 지금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69

1971년 12월 2일의 국기 게양은 역사적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모두의 믿음에 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
러나 정작 그는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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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2월 맑은 어느 날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미풍에 펄럭이고 있는
만국기 사이에 국기 하나가 추가됐다. 새로운 회원국 UAE의 국기였다.1 빨강, 초록,
백색, 흑색으로 이루어진 이 국기는 특정 토후국만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니고 신생

UAE 연방을 구성하는 모든 토후국의 색깔을 모아 통합한 것이었다.2 신생 연방의 상
징물도 역시 신중하게 채택됐다. 연방 상징물의 한쪽에 그려진 매는 조상으로부터 물
려받은 전통과 유산을, 다른 한쪽에 그려진 범선은 각 토후국의 해양 역사를 상징하
는 것이었다.3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1972년 12월 2일 UAE 독립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신
생 연방 국민들은 이 첫 건국절을 맞아 강한 흥분과 명백한 자부심을 느꼈다. 수도
아부다비의 주민들은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했고 열광적인 군중들은 군대의 행진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투기는 신생 연방의 창공을 비행했다. 군대의 행
진이 끝나자 연방의 모든 토후국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해 연단에 자리한 대통
령, 부통령, 최고 위원회, 내각, 연방 국가 위원회, 그리고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각국 외교 사절 앞을 질서 있게 행진했다. 이어 새로운 UAE의 국가가 처음으
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상적인 국가적 자신감의 과시는 신생 연방이 초창기부터 직면한 여러 난
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신생 연방은 여전히 영토에 관한 주장을 하거
나 실제로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이웃 강대국이라는 외부적 시련에 직면해 있
었다.4
다른 한편으로 신생 연방은 각자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 단계에 있던 토후국
이 모여 연방을 창설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연
방 창설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은 가장 발전한 상태였고 사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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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국도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반면, 아즈
만, 푸자이라흐, 라스 알 카이마흐, 움 알 카이와인 토후국은 지리적 위치와 자원 부
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상태에서 연방에 합류했다. 따라서 초기 몇 년 동안
연방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이들 낙후된 토후국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고 있
었다. 또한 신생 연방의 잠재적 경제 자원은 엄청난 규모였지만, 인적 자원은 매우 부
족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그의 핵심 보좌진과 자문 인력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5
하지만 이런 시련들은 신생 연방이 가진 탁월한 강점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못했
다. UAE는 자신이 속한 토후국을 넘어 연방의 다른 토후국에까지 영향력을 가진 신
임 대통령이라는 리더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쉐이크 자이드를 향한 국민들의
충성심은 편협한 이익 때문만은 아니었고 다른 많은 신생 독립국의 경우처럼 군대의
힘에 기초한 것도 아니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은 진지한 것이었고 그의 특
별한 자질에 대한 보편적 평판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그가 추진하는 통합을
신뢰했고 아부다비의 막대한 재원을 UAE의 모든 토후국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신뢰했다. 또한 UAE 건국, 그리고 그에 수반된 당연한 독립에 따라 과거 어
느 때보다 큰 번영의 기회가 앞에 펼쳐져 있었다. UAE 건국을 기점으로 아부다비 토
후국의 모든 석유 관련 수입은 연방의 재원으로 편입됐고, 이 재원은 특히 상대적으
로 낙후된 북부 토후국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UAE 전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
획되어 있었다. 이로써 모든 UAE 국민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의 지속과 발전을 통한
개인적 이익 향유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만약 쉐이크 자
이드의 리더십을 따른다면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그가 통치자로서 이미 증명한 성과
들이 다른 토후국에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존재했다.
이처럼 신설된 UAE 정부의 핵심 역량은 국민들의 실제적이고 폭넓은 지지 여부
에 달려 있었다. 정치적 전복을 시도하는 외부적 압박이나 내부적 분리주의는 쉐이크
자이드가 추진하는 통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
었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신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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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한 국가의 위대한 리더를
우리는 흔히 ‘국부’라고 부른다. 그의 에너지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신생 연방은 탄생
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쉐이크 자이드의 경우 이 칭호가 썩 잘 어울린다. 각 토후국
이 지독할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집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일체의 종
주(宗主)권에 대한 저항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맡은 임무는 막중했다. 뿐만 아니
라 이 때문에 연방의 초창기 업무 수행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이 건국된 이후부
터 쉐이크 자이드의 진정한 도전은 연방의 실제 운영이었다. 그가 정치적 통합의 정
신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거사는 장애물로 떠올랐다. 또한 그로서는
정책에 참조할 선례조차 찾을 수 없었다.
책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인 이 부분은 다사다난했고 복잡한 UAE 건국 이후
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적은 성공
가능성뿐이던 UAE 연방이 아랍 지역과 세계 전체적으로 모델이 된 발전을 이룩한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막대한 석유 관련
부가 기존 사회적, 정치적 반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러
나 석유 수출 경제라는 장점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산유 부국이라는
특수성이 반드시 발전을 보장해주진 못했다. 오히려 이 지역에 1971년 이전까지 통
일된 국가나 공통의 정부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적 구조마저 거의 전무한 상
태였다는 데서 UAE 성공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 신생 UAE은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부
재는 나중에 뜻밖에도 하나의 강점 요인으로 떠올랐다. 국가나 정부 기구가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특성 때문에 UAE는 영국 정부가 남기고 간 형태를 새롭게 변화
된 환경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 불필요했고 독립국의 실정에 맞게 스스로 고안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 최초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목적을 위해 세워진
국가의 신규 정부 시스템이 쉐이크 자이드에 의해 구상된 하나의 종합 기본 계획에
따라 형성됐다는 점이다.

UAE의 역사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접
근법들 가운데 우열을 논하긴 어렵다. 이 책의 중점은 쉐이크 자이드의 치국책(治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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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 그리고 그가 신생 연방 설립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노하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
다. 그가 생각한 중요한 목표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었고 원칙과 확고한 대중
적 지지에 기반한 건국이었다. 통일의 바탕에 자리잡은 이 정신을 우리는 통일 프로
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공식적 명칭도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가진 표현도 아니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통일 프로그램의 각 구
성 요소들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했다. 이 통일 프로그램의 핵심 전제는 통일이 국가
역량을 강화시키고 분열은 국가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통일 프로
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원칙을 훨씬 초월한 것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통일이라는 관
념을 모든 국민의 마음에 심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스스로를 토후국 주민일 뿐만 아니라 통일 국가의 일원이기도 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방색의 모든 장점이 이제는 보다 큰 국민 의식의 형성에 방해가 되고 있
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UAE 국민이 되고 나서 과거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
고 UAE 여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 UAE
건국 이전까지 애국심은 개인적 문제였고 공개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1971년 이후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자국민들이 신설 국가와 집단적 국민 의식의 틀
안에서 가시적인 자부심을 갖길 원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추진한 통일 프로그램은 특정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열린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 성공 여부는 이 통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을 고
무했고 신생 연방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국민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그는 이 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 연방 창설 계획의 입안을 전문가의 평가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각 토후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기초했었
다.” 이처럼 그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 주제를 반복해 언급했고, 요령 있게 이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6 또한 그는 “분열은 우리 국민들의 타고난 특성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7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뿌린 이 씨앗들은 훗날 큰 열매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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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기초한 정책
쉐이크 자이드의 연방 개념은 신뢰에 바탕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 통치 가계 사
이의 적대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웠기에 소상히 알고 있었
다. 그는 과거의 이런 분열적 성향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다.8 젊은 쉐이크로서 그는 중립적 포럼인 ‘7개 토후국 위원회’에 참여하여 서두르
지 않지만 확고하게 통치자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서 신뢰와 존경을 획득했다. 따라
서 1960년대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베두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
대 세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UAE에 참여한 다른 토후국의 통치자들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압도적 역량에 늘 두려
움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온화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
고 심지어 그를 적대시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로 설득하는 화
법을 썼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통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독재가 된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하나의 도가니에
넣고 융합한 후에 그 핵심을 추출한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이고 우리 통일 연방
이 선택한 민주주의 방식이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9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의 역사를 통해 이해 가능하고 누구나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이 아니라면 결국 붕괴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수백년 동안 계속된 분열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중앙 권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었다. 과거 주민들과 가깝게 접촉하고 있었기에 그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통
일 개념과 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의 장기
적 성공을 위해 통일 의식이 정부 주도로 국민들에게 불어넣어지는 방식이 아닌 시
간적 여유를 갖고 국민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
었다. 즉, 그가 구상한 통일은 국민들의 뜻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연방 정부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화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두 요소를 조화롭게 통합시켰다. 과거 ‘대중의 의지’와 ‘전통적 정부’, 이 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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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전자는 급격한 변혁과 관련된 개념이었고, 후자는
불변, 정체 상태 등과 관련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쉐이크 자이드의 통일 프로그램에
서 이 변화와 존속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UAE에 참여한 토후국
통치자들에게 전통적 형태의 통치도 함께 유지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들의 권력,
특권, 자존심 등을 존속시키는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다 나
은 생활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일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UAE의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고해 보면 1971년 이후부터 수십년 동안 쉐이크 자이드의 모든 결정에 반복적으
로 등장하는 주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그의 정책에 많은 상이한 요소가 서로
뒤얽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다음 두 가지 원칙적 관점은 일관되게 존재했다.
그 첫 번째는 내부적 법제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 조직화’라는 관점이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점진적 변화의 과정이자 각 토후국의 개별적 특수성을 인식하는 과
정이었다. 두 번째는 외부적 차원의 국방, 외교를 포함한 소위 ‘국가 안전’이라는 관
점이었다. UAE 연방에서 1971년 이후 진행된 모든 정치적 발전에는 최소한 이 두 가
지 관점 가운에 하나가 반영돼 있었다. 그의 모든 결정, 그리고 정책 일관성을 보면
쉐이크 자이드가 강한 도덕적 역량을 가진 국가 건설을 위해 힘썼다는 점이 명백해
진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견고한 국가라도 국제정치라는 거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정책들은 모두 한편으로 앞의
관점을 중시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

1971년 12월부터 신생 UAE 연방은 UN 빌딩 앞에서 펄럭이기 시작한 국기와 함
께 국제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처음부터 UAE 연방은 자신들의 통치
자들과 충성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질적인 각 토후국 주민들의 조합에 불과했고, 주민
들에게 있어 신생 UAE 연방은 여전히 새롭고 모호한 그 무엇이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소속된 토후국과 UAE 연방에 동시
에 충성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의식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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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신생 연방 건설과정에 국민 각자를 참여시
키고 과거에 비해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UAE 대통령으로서 그는 점증하는 속도로 변화와 진보를 이루면서 동시에 균형,
안정, 사회적 단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또
한 그는 권력이 지방이나 각 부족에 분산된 국가에서 현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정
부 시스템을 건립해야 했다. 그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겨우 생존이 가능한 수
준의 궁핍한 사회를 주민들이 추진력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
설을 구비한 현대 국가로 변환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단이 국가적 긍지와 국민 의식이라고 판단했다.

UAE 주변국 가운데 빠른 발전이나 경제적 변신의 모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란을 꼽을 수 있었지만 이들 모두 UAE 연방에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웠다. 이란
의 사흐 무함마드 레자(Shah Muhammad Reza) 국왕에 의해 수립된 ‘백색 혁명(White

Revolution)’ 정부는 정부 권력으로 주민들을 강압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즉, 자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구체
적 정부 설립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1971년에도 그 정부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다.10 따라서 이 두 모델을 따르는 대신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방식
을 따로 고안했다. 개인 통치의 경험뿐인 사회에 그는 미숙한 신생국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방정부 구조를 추가했다. 즉, 그는 각 토후국이 운영하던 전통
적 정부와 나란히 신생 연방정부가 함께 일하는 이중 통치구조를 도입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각 토후국의 기존 조직을 대체하는 것보다 새로운 내각이나 부서를 추가하
는 방식을 선택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대통령으로서 새롭게 조직한 연방정부 조직은
자금이 넉넉했고 변화와 진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기반을 하나로 집중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각 토후국의 기존 정치구조를 침범하지 않
았다.11
전형적 서구 정치학자라면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선택을 실체가 없는 관료제나 행
정체제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UAE 연방이 선택한 이 모델은 서구 자본주의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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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획경제가 아니었다. 연방 시스템의 역할은 발전과 진보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편, 각 개인이나 이들의 가족과 관련해서 쉐이트 자이드는 연방 국가 시
스템 안에서 가능한 한 다수의 젊은이에게 근무할 기회를 제공했고, UAE에 대한 충
성심과 경력적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 핵심 공무원을 채용했다. 신생 연방에
서 구인하는 여러 직책들은 형식뿐인 한직(閑職)이 아니었고 실질적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12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충성심은 국가의 기초로
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 개념에 거부감을 가졌고, 이는 이슬람 교리에
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족 시스템 내부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오히려
그는 연방 정부를 통합의 기구로 발전시키고 차츰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젊은이에게 정부 조직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에 필
요한 지속 가능한 정부 시스템을 건립할 수 있었다. 이 젊은 남녀들이 훗날 UAE 연
방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전형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길 그는 기대했던 것이다.
이후 추진된 모든 물질적, 사회적 발전은 그가 품고 있는 이 궁극적 목표에서 이탈
하지 않고 진행됐다. 물질적 인프라는 단기간 내에 발전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변화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쉐이크 자이드는 숙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부다비 통치자로 재임하는 동안 빠른 사회적 발전을 총괄해본 적이 있었고,
전통적이고 역사적 뿌리가 깊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과거 그가 알-아인 지역에서 통치자 대리인으로 일하
는 동안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회 관습을 바꾸는 것도 어렵
다는 것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국민들의 타고난 적응력과 이 지역의
전통에 뿌리내린 강인한 특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각 토후국을 이웃 토후
국, 또는 각 마을과 마을을 차별화시키는 자연 환경과 고유한 생활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자신이 구상하는 신생 연방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다.
현대화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의 통치자들과 달리 쉐이크 자이드는 만약 이 기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국하면 그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여겼다.13 또한 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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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은 이후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신설 UAE 연방은 현대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후국의 정치적 조직을 굳이 폐기할 필요
가 없었다.14 오히려 그가 주도하는 변화의 과정을 보장받고 또한 지속성을 갖도록 하
기 위해 UAE 연방에 참여한 통치자들의 기존 권력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치를 지탱
해 주는 제반 사회적 시스템 둘 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선택 덕분에 UAE은 서
로 상이한 두 기반으로부터 결국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첫째로는 통일 과정에
서 그와 함께 했고 신생 연방의 최고기구인 최고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는 각 토후국
통치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들 통치자들은 신설 연방 정부가 자신
들의 지위를 위협하기보다 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둘째로는 국민들의 UAE 연방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 토후국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 모두에 기초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UAE 연방
정부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제공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은 주지
않았다.15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국가적 자긍심과 국민 의식 이외에 신생국의 통합을 상징하
고 실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는 노
동의 가치에 대한 중시였다. 비록 그가 석유 관련 국가 수입이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
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UAE 연방의 미래가 오직 석유 산업의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16 또한 솔선수범하는 인물이었던 그는 나태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
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을 기
반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꿨다. 둘째는 그의 비전은 그 안에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과거 아부다비
토후국을 정치적 격동에서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모친의 역할은 널리 알
려졌고 칭송을 받고 있었다. 그의 아내 쉐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Shaikha Fatima

Bint Mubarak) 역시 UAE 연방 내부의 여권 향상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었다. 쉐이크 자이드처럼 그녀도 개인 권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 건립에 주력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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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도 정비에 대한 강조는 그가 국가의 지속적 진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안정에 필수적인 일관성 유지를
바탕으로 한 불가피한 변화의 추진이었다. 이것이 그가 능숙하게 현대적 국가 구조와
과거 전통적 시스템을 통합시킨 비결이기도 했다. 역사학자 칼 브라운(L. Carl Brown)
은 “총체적 변화, 총체적 존속 모두 곤란하다”라는 문구를 중동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사용했다. 이는 쉐이크 자이드가 추진한 정책의 핵심적 역동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이기도 했다.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능숙하게 변화와 존속을 융합시켜 일상의 정치
적 실천을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목표의 틀에 맞출 수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점진적 변화
1971년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두 가지 우선적 관심 사항이 있었다. 우선 그는 신생
연방의 최고 상층부에서 국가 발전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나 역량을 굳건히 해둘 필
요를 느꼈다. 다음으로 그는 국가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를 느꼈다. 그는 이 두 우선 관심 사항을 일련의 연방 프로젝트 추진과 연
계시켰다. 연방 정부의 첫 예산은 UAE 건국이 선포되고 불과 3개월 후인 1972년 2월
에 짜여졌고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연방 개발 프로젝트에 600만 디나르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첫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국민주택 건설, 그리고 전기나
통신과 같은 기간 시설 건설에 집중됐다.18 1971년 당시 각 토후국 사이의 연결망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기초시설 건설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도로, 공
항, 통신망 등의 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도로건설 사업은 각 토후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국가적 결심의 가장 분명한 증
거였다. 1972년 6월 두바이와 사르자흐 토후국 사이의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
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수년 사이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이
었다.
이 프로젝트의 참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말콤(Malcolm C. Peck)은 198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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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커뮤니케이션 시설 증대와 실물 인프라 증가는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커
뮤니케이션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급격히 발전했고, 이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
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발전이 분산되어 있고
자주 분쟁을 겪는 각 토후국의 상호 결합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 UAE 연방의
다양한 지역이 최고급 도로망으로 연결됐다. 아부다비, 두바이, 사르자흐 그리고
라스 알 카이마흐 이 모든 토후국이 국제선과 국내선의 취항이 가능한 공항을 보유
하게 됐다. 또한 UAE 건국 이후 여러 개의 현대적 거대 항구가 건설됐다.19

이와 동시에 쉐이크 자이드는 포괄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을 구상했다. 학교도 거
의 없고, 고등 교육은 전무하고, 초보적 의료 시설뿐이던 신생 연방 국가에서 이런 인
프라 건설은 미래 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하는 시
설의 제공을 의미했다. 인프라 건설이라는 이 포괄적 전략은 즉각 실행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북부 토후국들은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 부
를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들 토후국은 더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아부다
비 토후국에서 시도되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의료, 주택, 도시건설, 교육 등
의 프로젝트가 UAE 연방 전체로 체계적으로 확대됐다.
이 즈음에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신생 연방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들에 관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는 과거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전에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의 아부다비 토후국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영국이 취했던 태도
와 비슷한 것이었다.20 다만 이들의 관점은 쉐이크 자이드의 사고체계에 자리잡고 있
는 정치 철학을 간과하고 있었다. 각 건설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결과로 이
어졌다. 고용,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발전의 구체적 증거 등의 부수적 효과도 나타
났다.
또한 적은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여 미미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이 거
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UAE 연방의 모든 토후국이 분명하
고 신속하게 발전의 성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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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달성에 있어 주된 도전이 정치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 쉐
이크 자이드는 각 토후국이 도로, 주택, 항구, 공항 건설에 적극 에너지를 쏟는 것을
확인하고서 만족했다. 모든 국민이 UAE 연방이라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의 성공을 통
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중요했다. 따라서 심지어 일반 국민, 그리고
각 가정도 UAE 연방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신생 연방이 식품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
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야 했다. 그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이렇
게 두 번의 심한 대기근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이후 자연 환경에 대한
그의 오래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강화됐고, 건국 초창기 몇 년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21 쉐이크 자이드의 제안에 따라 건국 후 첫 몇 주 동안 신생 연방
의 농업 잠재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람들이 초빙
됐다.22 무함메드 노우르(Muhammed A. Nour) 박사가 이끄는 UN 식량농업기구 근동

(近東) 사무실의 한 사절단이 1972년 2월 UAE를 처음 방문했고, 쉐이크 자이드 대통
령, 그리고 여러 장관들과 대화를 나눴다. 1973년 2월 11명으로 구성된 팀이 세부 조
사를 위해 UAE에 도착했고, 이어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팀의 권고는 다음과
같았다.

UAE는 대체로 농업 발전을 제한하는 자연 조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
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점하도록 너무 과대한 역량을 쏟아서는 안된다는 것
이 우리 사절단의 판단이다. 오히려 UAE 농업 정책의 목표는 규모가 작고 고도로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특정 농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한된 소수의
농업 정책에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23

이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여기서 언급된 농업 발전은 우후죽
순처럼 치솟는 도시 발전보다 쉐이크 자이드의 발전 비전을 잘 요약하는 것이었다.
비록 쉐이크 자이드가 UAE 전역에서 진행 중인 주요 발전 프로젝트 전체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농업과 조림에 관한 프로젝트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UAE 연방을 점차 농산품 자급자족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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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24 UN 식량농업기구의 전문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발
전 전략에 따라 UAE의 모든 농산품은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 약 200퍼센트 증산
됐고 어떤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울 정도로 산출이 증가했다.25 이런 생산량 증가는
개량된 생산도구, 개량 품종 및 변종 재배, 개선된 관개시설, 기술교육 확대, 정부의
농업 분야 지원의 결과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장과 저장 수단을 통해 과거 시스
템에서 발생하던 손실과 마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도로망 개선에 따라 농부들은 보
다 멀리 떨어진 시장까지 자신의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의 디그다가(Digdaga)와 아부다비 토후국의 알-아인에 현존하는 리서치 센터에
자금을 투입하여 UAE 연방은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26 뿐만 아
니라 아부다비 토후국의 알 사아디야트(al Sa'adiyat) 섬에 위치한 아리드 랜드와 준 아
리드 랜드 리서치 센터(Arid and Semi Arid Lands Research Center)는 인공 환경하의 경
작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낳았다.27
쉐이크 자이드의 두 번째 목표는 사막 침식 및 사막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1981년까지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대추야자를 주종으
로 약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들은 매일 수분을 인공적으로 공급받아야
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재활용 물과 재처리된 하수가 이용됐다. 그는 이 숲 만들기
프로젝트에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종묘원을 건립했다.28 UN 식량농업기구의 첫
보고서는 건조, 불모, 모래 언덕 응고 현상이라는 기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었고, 보다 상세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기초로 쉐이크
자이드가 추진한 건조하고 딱딱한 토양에 나무 심기는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환경을 변화시켰다.29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었다. 영
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979년 UAE 연방을 방문했을 때 대중연설에서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려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됐다”라고 감탄했다.30
흔히 UAE 연방의 발전상에 대해 사람들은 도시의 놀라운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몇 년 동안 UAE 연방이 보여준 도시 변화는 확실히 경
이로운 것이었다. 비록 이보다 극적 효과는 부족했지만 사회적, 경제적 진보와 결합
시키는 방식, 그리고 도시 빈민층과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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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통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발전이야말로 쉐이크 자
이드 정책의 전형적인 성과물이었다.
식목에 대한 관심에 쉐이크 자이드의 발전관이 잘 요약되어 있다. 식목의 환경적
이익은 분명했지만 심리적, 문화적 환경으로 부를 수 있는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
다. ‘쉐이크 자이드의 숲’은 사막을 인류 정신의 안식처인 오아시스의 푸른 띠로 전환
시켰다. 이 변화는 바람직하고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미리 계획된 다음, 효과적인 조
직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식목 프로젝트에는 윤리적 차원
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 쉐이크 자이드가 신생 연방이 협력과 협동의 가능성을 보
여주는 모델이 되길 희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자연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숲의 성
장에는 신설 UAE 연방의 발전이라는 은유(隱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쉐이크 자
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우리가 짊어진 책임을 건네받고 이 땅에서 발전을 계속 추
진해 나갈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것에 있다. 그리고 나의 책무는 모든 국민들이 존
엄성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믿음, 노동, 신
뢰 이 세 가지야말로 성공의 기초다.31

통합의 적
회고해 보건대 조화와 공통 이익의 승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긴 쉽다. 하지만 각 단
계마다 연방 정부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분명 존재했고, 그때마다
쉐이크 자이드는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그들을 격려하거나 설득해야 했다.32 연
방 정부의 우선권 범위 밖의 사안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연방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
조정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
만 결국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방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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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정부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
으로 지독할 정도로 독립적인 각 토후국 입장에서는 이런 연방 정부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33 따라서 연방에 참여한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의
간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에 대한 기본적 지지를 꾸준히 유지해나가는 것
에 쉐이크 자이드는 관심을 쏟고 있었다.

UAE 연방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야는 바로 연방 군대였다. 1971년 12월 22일
영국으로부터 권력을 인수인계받는 과정의 일부로 쉐이크 자이드는 TOS 지휘권을

UAE가 넘겨받는다는 합의에 사인했고, 이를 발전시켜 연방 군대를 창설했다.34 이로
부터 일 주일 후 영국 정부는 TOS 지휘권을 정식으로 UAE 연방의 신임 국방장관 쉐
이크 무함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장군에게 이양했다.

1972년 1월 인수인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설 연방 군대는 사르자흐
토후국에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재건해야 할 필요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다. 쿠데
타 시도로 통치자 쉐이크 칼리드가 사망했고 연방 군대는 통치자 쉐이크 칼리드의
동생 휘하의 충성스러운 사르자흐 토후국 군대와 함께 쿠데타 공모자들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최고 위원회는 쉐이크 술탄(Shaikh Sultan Bin Muhammad

Al Qassimi)을 사르자흐 토후국의 정통성을 가진 통치자로 승인했다. 이 결정은 훗날
쉐이크 술탄이 연방 정부의 강력한 보루이자 쉐이크 자이드가 품은 통합 구상의 충
실한 지지자가 되면서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35
건국 후 불과 며칠만에 연방 정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는 상황은 다
소 우연이었다. 하지만 이 단호한 행동 덕분에 연방 정부의 효율성이나 실질적 능력
에 대해 회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록 처음 가동하는 것이지만 시스템이 잘 작동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과 최고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신생 연방의 이 단호한 행동은 외국 관찰자와 외국 정부에게 인상적이었다. “쿠데타
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UAE 연방 정부는 내부 권력에 대한 첫 도전을 맞아 성공적으
로 유지될 수 있음을 과시할 수 있었다.” 한 관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36 연방 정부
가 직면한 만만치 않은 시련이 너무 빠른 것이었고 게다가 토후국 통치자 승계 문제
라는 지극히 민감한 부분에서 발생했기에 국민들은 연방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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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특히 20세기 초 실제로 목격한 사건들의 기억 속에서도
폭력은 이 지역 통치자 교체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이었다.
이 지역의 후계 구도의 결정과 관련한 통치 가계의 권리는 누군가 시기하는 세력
에 의해 가로막힌 적도 있었으나, 과거 영국이 승계 문제에 간여하는 경우에는 당연
히 이를 외부 간섭으로 여겨 대부분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의 통치자들이
단결했고 UAE 연방 최고 위원회가 쿠데타가 발생한 사르자흐 토후국의 통치 대리인
으로 어떤 통치자를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37 단결된 행동
덕분에 UAE 연방의 각 토후국 통치자들은 20세기에 들어와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지
역 토후국에 해악을 끼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38 과거 영국이 존재하던 시기
에 각 통치자들은 다른 토후국에 대해 무간섭주의를 준수했다. 하지만 영국의 영향에
서 자유로워지자 연방 전체의 안녕을 위해 간여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 것이다. 이 단
한 차례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UAE 최고 위원회가 단호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모두에
게 확인시켰다.
한편, 이런 연방 정부의 효율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연방 권력 증대 때문에 긴장이
조성됐다. 즉, 일부 토후국들이 이런 연방 권력 증대를 자신들의 권력과 행동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1971년의 임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었고 연임은 몇 번이고 가능했다. 1976년 12월의 첫 임기 만료를 앞둔

8월에 쉐이크 자이드는 향후 대통령직을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의 리더 지위에서 왜 사임하길 원하
는지에 대해 그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UAE 연방의 고위급 인물들은 이런 문제가 그
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었기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일부 통치자들이 자신의 연방 정부에 의한 통제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
는 현실에서 무력한 연방 정부의 형식뿐인 대통령이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아부
다비 토후국이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단지 쉐이크 자이드는
다시 동등한 여러 통치자 가운데 하나로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인 최고 위
원회에 남길 원하고 있었다.39

UAE 연방이 직면한 이런 난관의 원인은 복잡했지만 그 핵심은 연방 군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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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였고, 결국 통일 연방의 최고 권력의 거취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은 연방 군대가 응당 그들이 복무하는 UAE 연
방 정부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방 건국 초기 사르자흐 토후국에서 발생
한 쿠데타 시도는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국가 존립
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줬다. 그 쿠데타 사례의 경우 단호하고 즉
각적 대응을 선택했기에 신생 연방은 적지 않은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신생 연방
의 국방 시스템은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토후국이
자신의 병력을 단일한 연방 군대의 지휘하에 두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이는 UAE 연
방의 기본 성격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때문에 쉐이크 자이드의 국내외 정책
은 방해를 받게 됐고, 이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치적 명민함을 다시 드러
냈다.
쉐이크 자이드가 보기에 연방 군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야 했다. 즉, 한편으로 외부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순수 실용적 기능을 수행해
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의 상징이기도 해야 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쉐
이크 자이드는 군대가 신생 연방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대의 논리
는 바로 지휘 체계와 장비의 통일이고, 만약 군대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면 이는 오히
려 자신이 구상한 전체 통일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가 대통령 지위를 연
임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원칙 때문이었다.
그가 대통령을 연임하지 않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그리고 거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가 대통령 지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그의 사임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런 대중적 지지는
누군가가 연출한 것이 아닌 대중들의 자발적 의사표현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일
보다 느슨한 연방을 선호하고 있던 각 토후국 통치자들도 국민들이 쉐이크 자이드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40 결국 최고 위원회 내부에서 치안과 국방에
관한 합의가 도출됐고 임시 헌법에 이 분야에 관한 연방정부의 우선권이 추가됐다.41
이 문제에 관한 동료 통치자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연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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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는 대통령 연임 거부 의사를 거둬들였고 UAE 제2대 대통령직을 받아들였다.

1979년에 UAE 연방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여러 이슈들이 등장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분명하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번 논
쟁도 연방 정부와 토후국 권력이라는 기본적 이슈에 초점이 다시 맞춰진 것이었는데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이런 논쟁들은 1979년 두바이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를 수상으
로 선출하면서 효과적으로 마무리됐다. 두바이 토후국의 통치자 쉐이크 라시드는 매
우 총명하고 효율적인 인물로서 1950년대 이후로 쉐이크 자이드와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며 함께 협력해왔다. 그러나 1979년까지만 해도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통일보다 느슨한 연방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 덕분에 그는 연방 정부와
각 토후국 간 힘의 균형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북부 토후국 일부 통치자들의 지
지를 받고 있었다.
사실 그들이 걱정하는 이런 힘의 불균형은 쉐이크 자이드의 구상이 아니었다. 처
음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신생 연방이 각 토후국과 연방 정부의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9년 봄 내각 위원회와 연방 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에서
연방 정부가 조금 더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연방 정부 조직에도 더 책임감
이 부여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42 이에 따라 각 토후국이 완벽하게 하
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시위가 다시 발생했다.43 하지만 비록 연방 정부와 각 토후국
사이의 불균형은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쉐이크 자이드와 다른 통치자들 모두 UAE
헌법의 기초인 이중 구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시기에 쉐이크 라시드는

1979년에 새롭게 조직된 정부의 수상직을 어렵게 수락했다.
쉐이크 라시드의 이 총리직 수락에 따라 1968년 이 지역의 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선두에서 지휘하던 두 인물의 파트너십이 다시 복원됐다. 통일이라는 책무는 이미 완
성했고, 이제 쉐이크 라시드는 그의 탄탄한 개인적 경륜, 그리고 두바이 토후국에서
주로 발휘되고 있던 관리 능력을 연방의 목표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이었다. UAE 총리
로서 그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각 토후국과 연방 정부 사이의 미
묘한 균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미 맡고 있던 부통령 지위 외에
총리직까지 수락함에 따라 쉐이크 라시드는 쉐이크 자이드의 연방 구상에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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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류하게 됐다.
자신의 총리직 수락과 관련해 쉐이크 라시드는 UAE 연방 구성원 전체의 완전한
협력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44 그의 이 발언은
큰 무게가 느껴졌는데 특히 UAE 내부의 약소 토후국 통치자들에게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쉐이크 자이드를 분명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쉐이크 라시드의 이 지원 덕분에 쉐이크 자이드는 많은 짐을 어깨에서 내려
놓을 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늘려나간 것과 쉐이크 라시
드가 일상적인 각료 회의를 주재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쉐이크 라시드는 수상직을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됐는데, 이는

UAE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후 1980년대 계속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는 UAE에서 그가 바라던 적극적 역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
지만 발전된 국가에는 조직화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은 이미 확립
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1979년 이후 마련된 연방 정부 시스템은 현재까지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0년 쉐이크 라시드는 세상을 떠났고 UAE는 창시자 가운
데 한 명을 잃었다.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 두 인물 모두 평화와 조화, 그리
고 연방 창설 이전에는 각 토후국의 발전에 1971년 이후에는 UAE의 발전에 많은 관
심을 쏟았다. 이 두 인물은 모든 사안의 결정 과정에서 대립보다는 토론에 의존했는
데 이는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과 국민들에게 분명한 모범이었다. 뿐만 아니라 UAE는
건국 초창기에 비전을 갖추고 있고 통찰력이 있는 리더 쉐이크 자이드, 그리고 조직
가이자 뛰어난 관리자 쉐이크 라시드를 가질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쉐이크 라시드가 수상으로서 존재했고 군대에 관한 원칙도 수립되고 강화됐기 때
문에 쉐이크 자이드는 군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UAE 군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차츰 장비 조작 능력
도 향상되고 있었다. 각 토후국이 자신의 일선 병력을 스스로 지휘할 수 있다고 여
길 수는 있었지만 군대의 통일 시스템은 서류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다. 이 연
방 군대 문제는 한때 분열적 이슈였지만 차츰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과정
에서 쉐이크 자이드의 정책 노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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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혁신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가 진행될 때까지 그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
었다.
건국 초기 사르자흐에서 발생했던 쿠데타 사례는 연방의 미래에 예상치 못할 각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켰다. 하지만 건국 과정에서 어떤
분야는 쉐이크 자이드가 세부 계획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통신, 사
회 정책 분야는 그가 전체 전략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관계, 내부 결속 같은 분야는 상황 변화에 맞게 능숙하게 대처하는 정도의 전술적 접
근에 그쳤다. 이처럼 그는 타당한 분야에 있어서는 계획의 중요성을 믿었지만, 그의
본능은 언제나 유연함과 실용주의를 추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년 후 그는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위험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마치 건강이나 날씨와도 같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종
변화에 대비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처할 수단을 준비해
야 한다. 일이 불거진 다음에 해결하는 것보다 일이 불거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45

1976년에서 1979년까지의 정치적 위기는 통합을 둘러싼 국가적 논쟁과 관련한 결
정적 전환점이었다. 1976년 쉐이크 자이드는 통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대통령
연임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가는 1981년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망설임 없이 5년 임기의 대통령 지위를 다시 맡았고,

1976년에 그토록 많은 논쟁을 거쳐야 했던 임시 헌법도 이번에는 반대 의견 없이 갱
신됐다.
가끔 연방의 제도화 강화를 위한 모멘텀이 거북이 걸음처럼 느려지는 경우는 있었
지만 전체적으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46 무엇보다도 제도화 진
행이 퇴행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한편으
로 각자 소속된 토후국에 충성하고 동시에 연방에도 충성하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라는 쉐이크 자이드의 구상이 전혀 새로운 정통성에 기반한 UAE라는 국가의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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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었다.47 그리고 이 신생 국가의 발전은 매
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연방
UAE 연방제도를 연구하던 피터슨(J.E. Peterson)은 1988년 더 강력한 연방의 길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와 역행하는 부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먼저 긍정적
요소로 그는 UAE 사회의 동질성,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단결 효과, 경제적 필요, 효율
적 연방 정부 등을 꼽았다. 또한 부정적 요소로는 각 토후국 간 오랜 경쟁심, 중소 토
후국의 부채, 아부다비 토후국의 과다한 경제적 비중, 효과적인 연방 지휘를 벗어난
토후국의 군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 각 토후국과 연방 정부 사이의 권한 조
정 문제, 임시 헌법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종합적 대차대조표에 대해 긍정적이라
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48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더
많다.”49
하지만 피터슨은 신생 연방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그의 평가 목록에서 빠뜨렸다. UAE 건국 초창기 내내 쉐이크 자이드 대통
령은 연설과 인터뷰,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 설득, 그리고 자신의 솔선수범을 통한 합
의, 투명성, 공통 이익 등과 같은 신생 연방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에 대한 모델을 제
시했다. 따라서 신생 연방의 국민들은 연방 역사의 초창기부터 쉐이크 자이드를 연방
정부의 화신이자 신뢰와 충성의 핵심 대상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였다.

1971년에서 1981년까지의 기간에 국민들은 신생 연방의 발전 과정에서 그가 직면
한 각종 시련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자 국민들은 이제 통일
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느꼈다. 물론 이 시기에도 통일 프로그램의
속도와 범위는 아마도 쉐이크 자이드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연
방의 해체는 이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소
망대로 통일이라는 이상을 아랍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1981년 2월 쉐이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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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는 UAE 대통령이자 GCC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81년 당시 이미 UAE에
서 확고히 자리잡은 그의 단결된 행동이라는 개념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 아랍 만 토
후국에 의해서도 채택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까지 쉐이크 자이드는 그가 믿고 책임을 맡길 만큼 효율적인 정부 조
직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50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연방의 정부 조직은
성숙 단계에 들어섰고 쉐이크 자이드의 적극적 간여를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는 수
준으로 올라섰다. 물론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대부분의 내부 주요 정치 이슈들
역시 해결된 상태였다.51 연방 통일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여러 공격들로부터 수호될
필요가 있었지만, 확실히 대부분의 주요 문제는 해결된 상태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적 발전 프로그램도 매년 진도가 나가고 있었다. 이런 행정적 책무에서 자유로워지자
쉐이크 자이드는 정치가로서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었고, 점차 국제무대에서 국가들
사이의 분쟁의 중재자 역할, 그리고 아랍과 이슬람 신조의 수호자라는 두 가지 역할
을 수행했다. 물론 그는 주민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관심사와 이익에 대해 직접 대화
하는 일정도 꾸준히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이상 UAE
건국 첫 10년 동안처럼 그를 구속하진 않았다. 결국 그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신뢰할만한 조직, 리더 그룹, 그리고 위임한 일을 믿음직스럽게 수행하는 관리자들과
행정가들을 선발해 두었다는 것이 그가 성공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비결 가운데 하
나였다.
한편, 점차 UAE에는 건국 이전의 각 토후국으로 나뉘어 생활하던 시절에 대해 무
지한 세대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 중반의 정치적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상
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 세대, 그리고 이들의 부모 대부분은 연방 정부를 무엇보다 국
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유와 번영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국가 이미지
는 신문, 라디어, TV를 포함한 각종 연방 정부 매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
고 있었다. 화폐 디자인, 국기, 우표 등 독립국임을 나타내는 각종 상징물들, 그리고
심지어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각각 고유의 방식으로 UAE라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었
다.52,

53, 54, 55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10년 동안 쉐이크 자이드가 미래에 부상할 이슈들을 예

244 제3부 통일

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능력을 보여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력함을 과시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했고 외교적 수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황에 맞는 화법을
적절히 구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는 침착함에 대해 말하지
만, 그는 만사는 신의 뜻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56 장기적 전략이든 당장의 급변
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든 그의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불변의 일관성이 있었다.
한편,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있어 항상 진실함을 견지했다.

UAE 건국 후 30년 동안 구현된 발전은 쉐이크 자이드와 국민들이 건국 초창기 10
년 동안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각종 원칙의 구체적 결과물이었다. 이런 놀
라운 발전은 공통 이익을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던
이 지역, 그리고 각 토후국 사이에서 일어났기에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부다비 토후국, 그리고 UAE라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 과정에는 외부 사회가 경
험한 것과는 또 다른 도전이 함께 했다. 아부다비 토후국과 UAE의 추진력은 비록 쉐
이크 자이드였지만 그는 새로운 사회의 모든 책임을 단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의존
했을 때 생길 위험에 대해 명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고안
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수
용했다.

통치 가계는 그 구성원과 부족의 충성이라는 강한 유대에 기초해 유지되고 있었
다. 하지만 고대 문화와 낡은 충성을 중시하던 이 지역에서 UAE라는 정치 체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했다. (…) 국가의 권력은 분권화된
힘과 기능, 규칙적 신규 인력 충당과 승진 체계와 함께 군대, 관료제, 법률 체제,
종교 조직 등 정교하게 고안되고 잘 조직된 정부 조직, 사회 질서에 기반하고, 이
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57

물론 이런 원칙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UAE 연방 창설을 추진하기 전부터 수백년
동안 이슬람 정부들에 의해 중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책들의 지침이 되는 핵
심 철학과 가치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5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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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슬림으로서 그 자신의 삶의 역정 속에서 그가 찾아낸 윤리적 원칙이었고, 이 원
칙들은 지금까지 8장에서 기술한 모든 그의 정책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비록 UAE라는 신생 연방을 완성시키고 있었지만 이는 신생 연방을 이 아랍 만 지역
과 넓게는 아랍의 이슬람 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공헌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더 원대한 전략의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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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UAE 연방은 건국 초기부터 자국의 귀중한 자원을 방
어해야 했다. 신생 연방이 일차적으로 직면한 위험은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이었다. 신설 UAE 연방의 독립국 지위에 대한 도전은 미국이나 구소련과 같이 멀리
떨어진 외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이웃 강대국들로부터도 존재했다.
이 강대국들은 저마다 이 지역 전체와 갓 출범한 UAE 연방에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이런 도전들은 UAE 내부 결속을 방해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 정비와 연방 강화를 방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1971년
건국 선포 당일까지 UAE 연방은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가 가진 전략적 비전, 그리고 잠재적 적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능력은 이런 각종 시련으로부터 신생 연방을 지키는 데 무척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건국된 UAE 연방의 방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국방 정책을 마련했다. 첫
째, 통일 국가의 완성을 통해 국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외적에 의해 빼앗긴 성채보다 내부 배신으로 잃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따라서 신생 연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올리고 연방에 참여한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둘째, 잠
재적 침략자들에게 UAE 연방, 또는 그 자원을 노린 침략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둔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우수한 장비를 갖춘
군대가 필수적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 영국은 이 지역 통치자들이 고성능 무
기를 보유하는 것을 계속 꺼리고 있었다.1 셋째, 쉐이크 자이드는 국제사회에서 UAE
가 바로 자리매김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우호적인 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국제법과

제9장 국방과 존립 247

UN이라는 형식 안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UAE의 신
용과 국제적 단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요소들은 모두 상호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가 통일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1971년 12월 2일부터 시작된 하나의 프로
세스는 꾸준히 시도되고 있었다. 국가 정체성을 수립할 규칙이나 참고할 모델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각 토후국 주민들이 신생

UAE에 충성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UAE가 각 토후국 주민들의
충성을 원한다면 당면한 이슈가 무엇이고 미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게 만
들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육과 강력한 통신 네트워크 건립에 자신의 역
량을 집중하여 주민들에게 통일과 연방 체제의 이익에 대해 체험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2 당시 지식은 국민들이 UAE라는 국가에 속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
를 밝게 보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국가 발전 심화와 관련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언론이 보도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연방 정부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했다. 효율적인 통신망 건립 덕분에 통일이 구성원 모두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미디어
매체가 국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능을 이해하고 있었고, 대
중에게 직접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모색했다. 심지어 그는 작은 행사에도 나타
나 긴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UAE의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반복할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유년 시절 이후로 알-아인 지
역의 부족들로부터 ‘우리들의 자이드’로 불렸듯이, 이제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UAE
국민 전체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제 ‘우리들의 자이드, 우리들
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3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특성은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모든
이슈에 있어 그는 충동적이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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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행사보다 이해 조정이야말로 그의 불변의 목표였고, 이는 그의 외교 정책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됐다. 1972년 2월 12일의 연방 의회 회기 중에 쉐이크 자이드는

“UN 헌장 원칙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 도덕에 기초해 각국 및 그 국민들과
협력하는 것”이 UAE의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4 이처럼 그는 이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지만, UAE의 이익이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어서
는 확고했다.5
이런 쉐이크 자이드의 문제해결 방식 덕분에 UAE의 외교 정책은 고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원칙은 1972년 12월 UAE 첫 건국절에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외
교의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다음 네 가지를 목표로 삼는다. 첫째, 이웃 국가들과 선린관
계를 유지한다. 둘째, 예비적, 기본적 아랍 협정, 그리고 아랍 세계에 대한 책임에
의거해 발생 가능한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한다. 셋째, 모든 분
야에 있어 이슬람 국가 사이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한다. 넷째, 안전, 평화, 진보를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과 효과적인 협력을 유지한다.6

이 원칙들은 그 이후 30년 동안 자주 반복됐고, 쉐이크 자이드는 결코 여기에서 벗
어나는 일이 없었다. 그의 이 외교정책 덕분에 20세기가 끝날 무렵 UAE는 140개국
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40개소의 해외 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7

군대와 국가
UAE 연방이 이처럼 폭넓은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자 UAE 국적은 자랑스럽고 소
중한 것이 됐고 지켜야 할 필요가 생겼고, 국방 문제가 국민의 우선적 관심으로 떠올
랐다. 신생 연방에 대한 외부적 압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강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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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수호, 천연자원 보호, UAE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국가들과의 결속 강화 등
이 쉐이크 자이드가 설정한 강력한 국방 건설의 지침이었다. 비록 외교적 문제 해결
을 선호했으나 동시에 그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고 외교 역시 억지력을 가질만한
강한 국방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 국방 체제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영국 지휘하의 ‘휴전 해안’ 오
만 스카우트 병력에 의존하기보다 아부다비에 충성하는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소망으
로 1965년에 창설한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Abu Dhabi Defence Force)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아부다비 토후국이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 구상을 수용했다.8 쉐이크 자이드는 이 계획에 대한 형 쉐이크 샤크부트의 야
심을 자신의 실용주의로 누그러뜨리기도 하면서 이 군대 창설 계획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다.9,

10

1965년 9월이 되자 램은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가 되기 전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인상적인 견해에 주목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을 지킬 군대뿐만 아니라 향후 증대될 자국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싶어할 정도로 명민하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군대가 잠재적 적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길 원하고 있고 내가 정무
공사께 따로 올린 서한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부 조직의 핵심 부분으로 여기고 있
다. 그는 이 억지력과 관련해 “우리가 실제 보유한 것보다 세 배 정도 더 보유하고
있다고 상대방은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11

쉐이크 자이드는 군사력을 통치자 개인의 보호 차원 또는 실제 전투에 투입할 병
력으로 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국가 발전과정에 있어 군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
은 이처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이었다. 그는 군대를 국제 정치의 도구일 뿐만 아
니라 소규모 국가 입장에서 첨단 기술의 원천으로 파악했다.
그는 아부다비의 통치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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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비 토후국의 국방력 강화에도 즉각 착수했다. 이미 1966년 11월 그의 군사 고문
콜로넬 윌슨(Colonel Wilson)과 함께 세 대의 비행기, 그리고 이 비행기에 수반되는 부
가 서비스를 구매한 다음 아부다비 공군 창설에 착수했다.12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과 관련한 최초 계획에서 그 인원은 250명 규모였고 나중
에 5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는 이 규모와 병력을
즉각 확장시켰다. 1966년에서 1971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
의 병력은 거의 만 명 규모로 늘었고 영국 휘하의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병력과
도 긴밀히 협조했다.

1970년이 되자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은 장갑차, 그리고 최초로 대포도 구매했
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공중전 수행과 지상전 지원에 사용 가능한 영국산 호커 헌
터스(Hawker Hunters) 제트기를 1970년에 도입하는 수준으로까지 기존 소규모 공군
력을 업그레이드시켰다.13 뿐만 아니라 그는 프랑스 정부와 최신 미라주(Mirage) 전투
기 도입 문제를 협상했다.14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일부 토후국도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지만 그 규모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15

UAE 건국을 위한 복잡한 협상과정에서 국방 관련 이슈는 쉐이크 자이드의 핵심
관심사였다.16 신생 연방에 인접한 강대국들 때문에 좋은 장비를 갖추고 굳건한 국방
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17 그는
만약 UAE 연방이 강하면 잠재적 적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고 자주국방이 가능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이 단지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
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토후국 안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헨더슨은 만약 바람직한 연방 창설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
냐고 질문했고, 쉐이크 자이드는 ‘7개 토후국’ 이상의 연방 창설을 계속 시도하겠지
만 끝까지 합류하지 않는 토후국에 대해서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생각이라
고 대답했다.18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을 연방 전체와 그
핵심 이익을 방어할 UAE 국방력의 핵심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9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일정한 국방력 없이 어떤 국가도 주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무 공사 크로포드는 그의 개인적 기록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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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분석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안전이 정치적 기반 확대, 전체 ‘휴전 해안’ 토후국의
안전 확보, 중동 지역으로부터 정치적 지지 기반 마련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국
방력을 건설해야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휴전 해안’ 토후국들의 연방에 대한 대중들의 실질적 지지, 베두인족
거주지에서의 개인적 인기,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부의 힘에 의해 그 ‘휴전 해안’
토후국들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20

크로포드는 외무성에 대한 자신의 조언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쉐이크 자
이드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내버려 둔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21
쉐이크 자이드의 전략적 분석은 역시 날카로웠다. 그는 이 아랍 만에서 그간 영국
이 맡던 역할을 점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공동 관리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영
국과 미국의 구상에 반대했다. 따라서 그는 이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휴전 해안’
각 토후국의 통치자들도 주권을 보유하고 외세의 보호가 불필요한 독립국을 원할 것
임을 확신한다고 아부다비의 영국 정무 주재관 램에게 말했다. 만약 쿠웨이크가 이런
방식으로 독립에 성공했다면 ‘휴전 해안’ 토후국들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22

1971년 성공적으로 UAE 연방이 건국되자 쉐이크 자이드는 모든 기존 병력의 지
휘 및 통제 체계와 군사 장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군
대가 각 토후국 사이의 차이를 과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신생 연방의 통일을 상
징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사르자흐 토후국에 주둔하
고 있는 과거의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병력을 연방군(Union Defence Force) 내부
로 흡수 개편했다. 이후 이 부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첨단 장비를 갖췄고 아부
다비 토후국 방위군과 밀접하게 협력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앞서 말한 두 개의 군
대와 두바이, 사르자흐, 라스 알 카이마흐 각 토후국의 군대, 이렇게 최소 5개의 군대
가 여전히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군대들의 역할은 각 토후국 방어였다. 하지만 임시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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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를 위해 공동 작전에 임할 책임이 있었다. 이 군대들 가운데 최대 병력이던 아부
다비 토후국 방위군은 전체 연방을 방어할 수 있는 군대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에 착수했다. 각 병력마다 확실히 그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UAE 국방을 오직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과 연방군에만 위임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신생 연방의 군대가 자신의 모든 구상에 내재된 개념인 통
일이라는 핵심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굳혔다. 이에 따라 UAE 연방 군대는
외견상 다른 목표처럼 보이는 두 개의 도전에 직면했다. 우선 그들은 시민 사회의 엄
청난 발전에 따른 규모확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다음으로 통합과 결속이라는 쉐이크
자이드의 결정을 수행해야 했고 그 실제 수행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비록 쉐이크 자이드도 자신의 결정이 직면할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
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UAE 내부에 지휘 체계가 독립적인 토후국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방의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런 분할 구조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고, 그 운영 측면에서도 취
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장비, 조달, 전략, 지휘, 훈련 등에 통일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3 정치적 측면에서 이런 쪼개진 상태는 분열주의에 힘을 실어줄 위
험이 있었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사인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해결
해야 할 문제는 직면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에 신생 연방의 각 군대가 그 병력이
나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이라는 보호 방패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
생 연방의 군대가 그 전투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
실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연방 건국 후 몇 년 동안 연방군과 훈련 기관의 규
모가 커졌고 각 토후국 군대도 일정 정도 증가되긴 했지만 아부다비 토후국만이 의
미있는 공군과 해군을 갖추고 있었다.24

1975년 여름이 되자 최고 위원회는 마침내 군대 통합에 관한 명령을 내리기로 결
심했다. UAE 내부 모든 토후국의 군대 통합을 목적으로 초보적 연구 명령이 하달됐
다.25 1975년 6월과 7월에 군대 통합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 아랍 고위 군사 자문단
이 UAE에 도착했다. 이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군대 내부의 통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마련됐다.26 같은 해 10월 21일에 쉐이크 자이드는 국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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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분명한 어조로 안정은 통일된 국방과 치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 연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75년 11월 4일 사르자흐 토후국의 통
치자 쉐이크 술탄(Shaikh Sultan Bin Muhammad) 박사는 국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사르자흐 토후국 방위군은 전원 연방군 시스템에 통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로부터 이틀 후 그는 기존 사르자흐 국기를 UAE 국기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의도는 사르자흐 토후국의 미래가 UAE 국가 구조에 달려 있고 이런 자발적 군대 포
기가 자신의 토후국 이익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의 이 행동은 상징적이
었고 그 메시지는 다른 토후국 통치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쉐이크 자이드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이 군대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
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1976년 5월 6일 최고 국방위원회(Supreme

Defence Council)는 쉐이크 자이드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UAE 전체를 대표해 마침내
각 토후국의 군대를 단일한 군대 구조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27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 피터슨(Erik Peterson)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UAE 연방
의 정치 구조는 군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연방이 UAE에 속한 각
토후국 사이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특성 때문에 이런 군대 통합은 정치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28 하지만 최고 국방위원회는 한편으로 각 토후국 군
대에게 통합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각 토후국 내치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자 각 토후국 군대가 우선적으로 연방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
니면 각 토후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각 토후국마다 그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쉐이크 자이드는 기본적으로 군대 효율성이라는 실질적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각 토후국의 군대가 분열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군대가 통일되
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거부할 수 없었고 일부 토후국이 주장하는 지방 군대의 상징
적 중요성은 통일이라는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슈로 논란이 확대됐다. 그러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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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군대를 유지할 권리는 각 토후국 정체성의 토템으로까지 빠르게 변질됐다.
따라서 UAE 국군(Armed Forces)은 국가구조 발전과정에서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됐
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됐다. 1976년 말과 1977년 초에 통합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각 군대를 새로운 지방군 편재로 전환한다는 명령이 하달됐다.29
또한 1978년 1월 31일 쉐이크 자이드는 군대 통합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명령했
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군대는 단일한 구조에 통합됐고 지방 사령부 설치는 폐지됐
으며 지방 군대는 통합 사령관이 지휘하는 여단(旅團)으로 전환됐다.30
단일한 지휘 체계는 기대했던 것보다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당시 전체 연방 병력
가운데 다수를 점하고 있던 과거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과 연방군 내부에서는 신속
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UAE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예상보다 쉽게 성공적
으로 일반적인 육해공군 체제를 구축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적이라기보다 기술
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 UAE 국군은 장교단 육성, 훈련 및 보급 시스템, 단결심
배양, 그리고 UAE의 전략적 요구와 특수한 자연 환경에 맞는 장비 조달 시스템의 발
전에 집중했다.
이 군대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초반 대처 능력은 적절했고
정치적으로 능숙한 것이었다. 매 연설마다 그는 국가 통일, 그리고 군대 통일이 반드
시 함께 나란히 추진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31 그는 완전히 통일된 군대 시스템이
라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초기 사건들과 관련해 그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기다렸다. 그는 통일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신념이 냉정한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각
토후국 통치자들이 자발적으로 군대 독립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
였다.
여러 측면에서 이 군대 발전은 경제, 정치, 사회 등 영역에서 건국 이후 30년 동안
진행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32 UAE 군대 발전은 국내외 사건들의 복잡성 때문에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UAE의 변화와 진보에 대한 간결하고 편리한 사례로 우리
의 이해를 돕는다. 처음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군대를 전쟁의 도구가 아닌 정치의 도
구로 인식했고, 그 핵심 목적은 통일과 관련한 사회적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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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 대사 그리핀(Philip J. Griffin)은 1972년 6월 워싱턴에 보낸 전보에
서 “사르자흐 토후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당시 연방군, 그리고 더욱 강력한 군대
인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은 UAE 내부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이는
국가 건설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33
시간이 지나자 쉐이크 자이드는 군대에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고 1990년
대에 이 분야에 강한 중점이 놓여졌다. 평화유지군은 UAE가 국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었다. 현재까지 UAE 국군은 세계 각지에서 점차 더 많은 평화유
지 활동에 참여해 왔고 이는 미래에도 UAE 역할에 있어 중요하고 적절한 형식의 국
제 활동이 될 것 같다. 쉐이크 자이드에 의해 평화유지 활동은 UAE 국군의 기본 임
무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 UAE 국군의 역할은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라고 늘 강조하면서 그는 외국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없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고도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의 건설이 침략이나 싸움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며 오
히려 영토, 명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엄한 삶을 선물한 조국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평화, 선린, 우애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강군의 필요는 여
전하며 또한 영원한 것이다. 다만 이런 강군의 쓰임새는 공격이나 호전이 아니고
자기 방어여야 한다.34

이런 군대 윤리를 가진 UAE 국군은 분쟁 해결과 긴장 완화 역할에 썩 잘 어울렸
고 레바논, 소말리아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분쟁 지역 모든 당
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는 UAE 국군이 정통 무슬림 국가에서 왔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맺어온 특별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
다. 1999년 4월 시작된 코소보와 알바니아 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UAE 국
군은 구호를 받는 현지 주민들의 존엄과 독립 정신을 존중하며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1991년 2월의 이라크 침공으로부터 쿠웨
이트를 탈환하는 공동작전에서 UAE 국군이 거둔 전과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했다
고 해서 결코 전투력이 약화된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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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전투기는 이라크에 대항해 123차례나 출격했고 UAE는 1991년 2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진행된 지상전에서 가장 먼저 쿠웨이트로 진입해 완전 탈환을 도운 첫
부대의 일부였다.35
국제적 분쟁 조정에 관한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기여, 그리고 국제적 긴급 사태
또는 위기에 대한 UAE의 위와 같은 공헌 덕분에 첨단 장비를 갖춘 UAE 국군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대처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현대 사회에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고, UAE 국군은 새천년의 필요에 맞게 설계된 군
대 조직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36

정치적 수완
군사적 준비 태세는 국가 안전의 첫 기둥이기에 쉐이크 자이드는 UAE의 군사력과
풍부한 군비에 대한 이미지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그는

UAE 국군이 일차적으로 공격을 저지하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국가 안전의
두 번째 기둥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보호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건국 며칠
후에 UAE의 UN 가입이 성사되자 그는 국제협력기구들이 UAE라는 신생국을 지속시
키고 보호하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UN, 여러 지역 기구, 그리고 각종 이
슬람 조직은 UAE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럼의 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알-아인 지역에서 통치자 대리인으로 일할 당시부터 정치가 상호 책임의 네트
워크에 기초한다고 여겼다.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면 책임도 따르겠지만 다른 국가
들이 UAE에 반대급부로 부여해야만 하는 ‘명예’에 의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
었다. 국제적 시스템은 그 본질에 있어 쉐이크 자이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부족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1년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은 외교와 국제 관계에 대
한 직접적 책임 권한 관계가 없었다.
이 지역의 외교 분야는 영국 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 충성심과 관련해 당연
히 영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행동했다. 이 말은 영국 정부가 전적으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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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혹시 아랍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라도 폭 넓게 영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그러했다.
따라서 영국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영토를 외교적 군사적 수단으로 외국의 각종 요
구로부터 지켰던 이유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잠재적 석유 자원이 영국의 전략적 자원
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37
쉐이크 자이드는 영국 관료들을 대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양
국의 정치적 관계가 일치, 불일치 모두를 껴안아야 한다는 이중 개념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의 이 지역 미래 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인내력 있는 계획이 훗날 UAE 창설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품은 궁극적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부터
이 지역 관계 개선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6년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치자가 됐을 당시 그는 이미 당시
국제 정치를 좌우하던 세력들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아부다비 토
후국이 바로 이웃에 규모도 큰 두 강대국을 두고 있고 이들 강대국과 평화로운 관계
를 유지해야 장기 정책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
다.38 특히 사우디아라비와는 30년 전부터 편치 않은 관계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쉐이크 자이드는 이 위험한 대립 상태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수십년의 불신
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으며, 상호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은 30년 넘게 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었고, 그가 과
거 부친의 외교부 장관으로 수년 동안 일했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왕 압둘 아지
즈(Abdul Aziz) 국왕보다 더 강경했다. 물론 파이살 국왕의 관심은 다른 정치적 이슈
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는 그의 결심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쉐이크 자이드는 이 분쟁에 대
한 논의가 영국 외교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관계를 구축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믿었다.

1967년 4월 쉐이크 자이드는 제다(Jeddah)의 파이살 국왕을 방문했다. 파이살 국왕
은 쉐이크 자이드의 신중하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공손한 태도에 고마
움을 느꼈다.39 이 자리에서 파이살 국왕은 국경 분쟁이 아랍 형제들 사이의 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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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랜 적대는 단번에 풀리지 않았고 그 회동은 파국으로 끝났다. 쉐이크 자
이드는 영국식 외교가 그 회동에 도움을 주기보다 방해가 됐다고 느꼈다.40 따라서
그는 오랜 기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신중한 접근이라는 영국식 외교를 포
기하고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목표를 감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아인 지역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오아시스 지역은 아부다비 토후국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중요했
고, 양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모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41

1967년의 첫 회동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가 지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와
상호신뢰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즉, 영국 정부는 항상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주장했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다른 각도에서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UAE에 있어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안전
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언행 불일치를 경험한 사우
디아라비아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는 수십년 묵은 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
력했다.42 파이살 국왕이 마침내 그를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여기기까지 꼬박 7년이라
는 세월이 필요했다. 일련의 회동에서 토의 주제가 국경 문제에 이르면 곧 긴장이 감
돌곤 했고, 쉐이크 자이드는 파이살 국왕이 아랍 형제 가운데 한 명이고 그가 방문하
면 환영받을 것이며 파이살 국왕이 말하는 소위 ‘영토’라는 것은 아부다비 통치자 궁
전의 의자에까지 미친다고 말해줬다. 즉, 그는 아랍 형제들 사이에 소위 ‘국경’을 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함을 주장한 것이다.43

UAE 대통령에 취임한 그 순간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대외적으로 분쟁 조정자이자
중재인 역할을 맡았다. 무엇보다 그는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관계를 추구하
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UAE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
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많은 어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인내심을 갖고 관계 증진
에 계속 노력했다. 마침내 적대 분위기가 줄어들자 그는 양국이 공동보조를 통해 달
성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 양국은 같은 아랍 국가이고 이슬
람을 공유하고 석유 산업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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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양국이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양국을 다투게 한 원인이 된 이슈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컸다. 이는 그 본질에 있어 UAE 내부에서 통일을 완성
하는 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동료 통치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 동일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해를 달성한 핵심 계기는 1973년 오일 쇼크 기간에
보여준 쉐이크 자이드의 주도적 역할에 있었다.44

1973년 10월 17일 쉐이크 자이드 자신은 더 많은 감축을 원했지만 석유 공급 5퍼
센트 감축안이 관련국 사이에 합의됐다. 이 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닉슨 대통령에
게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석유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는
극단적 통보가 효력을 발휘하게 했던 첫 통치자였다.45 미국의 이스라엘 재무장에 맞
선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신속하고 강력한 반응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을 놀라게 만들
었고, 한편 원칙에 입각한 그의 행동에 이 지역의 산유국들은 적극 호응했다.46 통보
다음날 쉐이크 자이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UAE 석유 업체에 수출 선적 전면
중지를 명령했다. 이는 아랍 만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전체 석유의 15~20퍼센트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심지어 그의 이런 결정은 UAE의 주요 석유 자원 지대인 아부
다비 토후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었다.47 쉐이크 자
이드는 이런 단호한 행동이 아랍 전체를 위해 도덕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느꼈다. 5퍼
센트 정도의 감축이라면 그저 체면치례를 위한 정치적 선전 정도로 받아들여질 뿐이
겠지만 그가 만약 배수진으로 임하면 그 의도의 파장이나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다른 아랍국들도 신속하게 UAE의 결정에 동참했다. 서방
국가 대부분, 그리고 특히 미국은 무분별한 이스라엘 지원의 대가를 인식하기 시작했
고 석유가격 상승은 아랍 산유국의 입김을 강화시켰다. 이 국제정세 변화과정에서 쉐
이크 자이드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그의 전략적 감각이 다른 아랍 리더들이 발등에
떨어진 이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적중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전면에 나선 국가들 말고도 다른 아랍 국가 모두 이 대결에 관련되어 있었다.
과거부터 석유는 다른 무기와 같이 위협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서방 세계는 아랍 각
국이 이 무기를 결국 억지력의 형태로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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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 자이드는 1973년 10월 18일 전략적 관점에서 이 무기를 과감히 사용하여 세
계 정치 지형을 바꿔버렸다.48 최초로 아랍인들이 갖고 있던 역량이 세상에 그 위용
을 드러낸 것이다.49
이처럼 실제 행동을 통해 그는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랍 형제애를 추구한다
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50 공통 관심사에 대한 그의 이런 헌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단결된 아랍에 대한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양국 최고 권력자 사이에 형성된 단결 의식은 곧 열매
를 맺을 수 있었고, 이런 상호 신뢰 분위기는 1974년 8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사
이에 체결된 합의의 정치적 배경이 됐다.51 오일 쇼크로 알려진 10월 전쟁 이후 공로
자로서 쉐이크 자이드의 평판은 아랍 세계에 더욱 확산됐고, 이어 그는 1974년 8월
이집트와 리비아 사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하기도 했다.52 이 중재 성공에 고무
된 쉐이크 자이드는 곧 이어 파이살 국왕을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 성공을
위해 수년 동안 쏟았던 공동 노력이 성과를 맺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침내
양국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다.53 하지만 여전히 많은
디테일이 남아 있었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위원회가 설치됐
다. 이 합의의 핵심은 양국 사이의 협력과 우호 관계 확립에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
이었다.54,

55

이 합의가 가진 의미는 아주 컸다. 이 오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랍 만 지
역의 단합된 행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본 관계는 일종의 아랍 형제 관계로 볼 수 있었다. 이후 정치적 이슈에서 양국이
관점 차이를 보인 경우는 많았지만 이 기본 합의가 훼손되는 경우는 없었다.56 합의
에 달성한 다음 해에 쉐이크 자이드는 파이살 국왕의 서거라는 비보를 접하고 충격
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파이살 국왕의 후계자들인 칼리드(Khalid) 국왕, 그리고 파드

(Fahd) 국왕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아랍 만 지역 각국의 상호 신뢰
와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양국은 함께 ‘아랍 만안(灣岸) 협력회의’를 창립했다.57 이
처럼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쉐이크 자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핵심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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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했고, 일촉즉발의 적대관계에 있던 이 지역을 평화와 단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관계로 바꿔놓았다.58
쉐이크 자이드는 이란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UAE
건국, 그리고 이 아랍 만 지역에서의 영국 철수에 바로 이어 이란은 1971년 11월 사
르자흐 토후국에 속한 아부 무사(Abu Musa)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일방적
으로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에 속한 두 개의 툰브(Tunb) 섬을 점령하는 실력행사를
감행했다.59

1971년 12월 2일 이후 라스 알 카이마흐, 그리고 사르자흐 토후국이 UAE에 참여
한 상태였기 때문에 쉐이트 자이드는 대통령으로서 이 섬들의 이슈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됐다. 이 섬들의 역사적 주권은 언제나 아랍 지역에 속해 있었기에 그의
입장에서 이란의 이런 행동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부 무사 섬에 대한 외교 각
서조차도 협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귀속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
려웠다.
자신의 강한 확신 그리고 이 섬에 대한 이란의 지배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알고
있었기에 쉐이크 자이드는 실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하며 UAE의
이 섬들에 대한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신중한 길을 선택했다. 이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이 섬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제법적인 절차에 착수하면서 그는
과거 이웃 국가와의 선린 관계 사례와 어떤 분쟁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1981년 그는 한 언론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합법적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각 이슈마다 타당한 결론을 위해 공동
조사와 상호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 섬에 대산 우리의 권리는
명백하고 복잡하지 않다. 이들 섬은 UAE 영토의 일부이고, UAE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60

쉐이크 자이드는 심지어 1992년 이란이 두 개 섬을 일방적으로 모두 점령하여 아
부 무사 섬에 대한 UAE의 주권을 추가로 침해하고 UAE 국민을 강제로 쫓아낼 때에
도 이런 접근 방식을 고수했다. 1993년 12월 2일 22차 국경절 연설에서 쉐이크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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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3개 섬에 대한 무단 점유 이슈에 대해 이란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평
화적 수단으로 이 무단 점유 행위가 종결되고 국제법과 관습, 그리고 우호 선린 원
칙과 국가간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3개 섬 주권의 UAE 환원을 요구한다.61

이처럼 시종일관 쉐이크 자이드는 이 이슈를 직접 대화,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
또는 회부 등과 같은 평화적 방법으로 풀겠다는 태도를 굳건히 고수했다. 이란의 행
동에 굴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이 섬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며 그는 시
간이 지나면 자신이 선택한 행동 양식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으로 믿었다. 이와 관련
해 2000년 1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UAE는 대 툰브, 소 툰브, 아부 무사 이 3개 섬에 대한 무단 점령 상태를 일련
의 직접적 협상, 국제기구의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평화적 방법을 통해
종식시킨다는 분명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의 이 3개 섬에 대한 계속
된 무단 점령 상태는 GCC 각국의 평화추구 방향, 국제법과 원칙에 따른 계속된
요구, 역사 부합성, 선린과 상호이해 등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만약
이 이슈에 대해 이란이 모종의 반응을 보인다면 형제 관계나 선린과 상호이해 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62

이처럼 이 이슈는 비록 건국 후 30년 이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지만 이 문제 해
결에 관한 쉐이크 자이드의 원칙과 행동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쉐이크 자이
드의 업적은 냉전과 관련한 윈스틴 처칠의 “전쟁보다 대화가 항상 낫다”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63 한편 쉐이크 자이드의 외교 정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가 원칙
의 고수와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탁월한 유연성을 적절하게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일단 잠재적 적에게 전쟁을 통해서는 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렸고, 그 다
음으로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렇듯 그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는 순수 도덕적 차원 이외에 실용 정치의 원리도 포함하고 있었다.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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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건국 당시 부유하긴 하지만 소국이었던 중동의 한 국가가 국제적 무대에서 이
렇게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UAE의 공식 외교와 동시에 가동된 그의 명석한 개인적 외교는 서로 적대적 진영
이 ‘막후’에서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는 적대 세력간 대화 전달 창구로서 매우
솔직하고 어느 편에도 에둘러 말하지 않았기에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아랍 만안 협력회의(GCC) 창설
쉐이크 자이드는 그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통일시키길 원했
다. 이와 관련한 그의 ‘두 번째 외교 기둥’ 만들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1971년 이후 그의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 첫째는 UAE
각 토후국 간 통일, 둘째는 아랍 만 지역 국가들 사이에 상호이익, 공통적 목표 의식
의 발전64, 셋째는 아랍인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 행동 모색, 넷째는 주로 UN 기구 등
을 통하거나 정부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인류 공동 복지의 증진이었다.65 그
가 추구한 정책의 이런 요소들의 싹은 최소한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고 그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장기 목표였고 쉐이크
자이드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단기간에 또는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
지 않았다.66 때로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 그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했고,
그도 직설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빠른 결과를 촉구하는 과
정에서도 그는 발전의 모든 영역이 다 함께 진보하도록 꾸준하게 체계적인 접근을
견지했다.67 따라서 정책과 그 수단의 일관성이 3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추구한 목표 각각은 고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으나 실제에 있어 상호
연결되어 있었고 상당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존재했다. 즉, 한 분야에서의 진전이 다
른 분야의 진전을 이끌기도 했다. 따라서 UAE의 정치적 단결이 1974년 사우디아라
비아와 합의 타결로 물고가 트인 이 아랍 만의 단결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일도 있었
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의 타결은 아랍 만 각국에게 자신들도 이웃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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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화시켰고 마침내 1981년 아랍 만안 협
력회의 창설이라는 열매로 이어졌다. 편견을 배제하고 이 시기를 다룬 대부분의 분석
자료는 만약 1971년 당시에 존재하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적대 관계가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아랍 만을 둘러싼 6개 아랍국 모두가 참여한 GCC
라는 이름의 국가간 단결의 결과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여러 긍정적 발전의 공통 분모는 쉐이크 자이드의 통일 염원이었다. 그가 추
구한 통일 이념이 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이 이념은 UAE의 통일, 아랍 만
국가들의 공동 목표 발전, 아랍인들의 단결된 행동 가능성, 그리고 인류 복지 증진이
라는 네 가지 차원의 발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수 세대 동안 이곳 아랍 만의 정치 전통이 의심과 경쟁에 기초하
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이런 상호 적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
은 개인적 대화라는 것을 익혔다. 그는 낙타 시합에의 초대, 결혼 또는 축제에의 초
대, 어떤 성취를 축하하는 서한과 같이 상호 교류 활동에 중점이 놓이지 않는 방식도
자주 활용했다. 즉,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평화와 우애의 끈을 늘려나갔다. 그
가 추구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하고 함께 앉아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런 방식이 바로 이곳 아랍 만의 아랍 스타일 정부에 있어 기초가 된 전통적 마즐리스
였다.68 이 지역의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했기에
다른 통치자들은 자신의 요새 안에 스스로를 고립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쉐이
크 자이드는 모든 상호교류나 만남에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 위험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고 진전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과거 알-아
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에 그는 적대 관계이거나 입장이 불확실한 각 부족 쉐
이크들의 숙소를 수시로 방문했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수년 동안 계속된 이런
접촉 덕분에 그는 많은 부족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던 방식인 불신이라는
벽을 허물 수 있었다. 1973년과 1974년에 쉐이크 자이드의 전폭적 지원과 고무에 힘
입어 아랍 만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청사진을 만들려는 실험을 위해 이 지역 외무
장관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형성된 그 상호신뢰 덕분이었다.69

10월 전쟁 이후 수년 간 쉐이크 자이드는 미국의 개입 증대와 외국 군대 출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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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외국 군대 출몰 증가가 이후 발생한 이
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의 부분적 원인이기도 했다.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은 이 아랍 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
비아에 군사적 지원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구소련의 중동 진출을 막기 위해 ‘트
윈 트렉(twin-track)’ 전략을 구사했다.70 그러나 미국은 이란 샤(Shah) 국왕의 실각으
로 바퀴 한 짝을 상실했고, 사우디아라비아만 남게 됐다.71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
스탄을 침공하고 에티오피아 내정에 개입하자 미국 정부는 이 아랍 만 지역에서 자
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구소련이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꼈다. 구 소
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고 겨우 한 달밖에 안된 시점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의
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아랍 만 지역을 장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의 시도
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런 도전은 군사적 수단을 포
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격퇴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72 이어 이 갭을 줄이기 위해 미
국은 인도양과 아랍 만에 해군력을 증강했고 사전 배치된 장비를 활용해 이 지역에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군을 편성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런 강대국 대결 구도에 대해 매우 우려
했다.73 이들 강대국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정책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1979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을 강하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위협보다 미국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그는 느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서 한 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 지역에서 손을 뗄
것이라거나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군이 이 지역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여전히 미국의 ‘트윈 트렉’ 정책은 이 지역의 전통적 이슬람
국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을 방어할
필요를 느꼈고, 누군가에 의존하는 것보다 시급하게 아랍 만의 아랍 각국들이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 지역 각국
이 모여 스스로의 안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었다. 1976년 3월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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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를 가진 누구라도 탐욕자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그들의 공격이 어느 방
향에서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
하면 서쪽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아랍 만 지역의 주민들은 능력, 부, 조심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
리는 약탈자들에게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을 능력이 있고 조국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74

앞의 말에서 그가 제시한 원칙은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랍 만 주민들의 자
주국방”이라는 원칙이었다.75
이런 긴박한 필요 때문에 창설됐지만 GCC가 순전히 군사적 이유만으로 창설된 것
은 아니었다. 이 GCC의 시작은 이란 혁명,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 이라크
전쟁처럼 새로운 방어 체계의 절박성을 야기한 정치적 변화로 거슬러 올라갔다.76

1970년대 후반 내내 이 지역의 각국은 차츰 협력 행동의 추세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었다. 1978년 12월 쿠웨이트 황태자이자 수상인 쉐이크 사아드(Shaikh Sa'ad)가 이
지역 모든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차례로 개별적 만남을 가졌다. 각국 정부는 이 지역
에 하나의 영구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한 의사로 표현하기 위해 쿠웨이트
황태자와 회동을 마칠 때마다 하나씩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쿠웨이크 황태자와 아부다비에서 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
에는 쉐이크 자이드의 오랜 신념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었다. “양국은 종교적, 자연적
유대에 기인한 아랍 만 지역의 각국이 단결을 실현하고 그 주민들의 진보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
했다.”77 이어 1980년 11월 요르단의 암만에서 진행된 아랍 정상회의(Arab Summit)에
서 따로 개최된 아랍 만 국가들만의 회합을 통해 논의가 신속히 진전됐고 198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프(Taif)에서 개최된 이슬람 협의회(Islamic Conference)에서 집
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1981년 2월과 3월 아랍 만 지역 외무장관들이 일련의 회의
를 열고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
였다.
쉐이크 자이드는 과거 아랍 세계에서 생겨났다가 실패한 국제 조직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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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이 조직이 발전에 관한 진정한 능력을 가진 활기차고 실천적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설될 아랍 만 통합 조직은 동일한 깃발과 국가를 가진 하나의 국가 창설처럼
단지 통일을 선언하기 위한 조직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바람직한 정치적, 문화
적, 사회적, 경제적 원칙을 가진 통일의 기초 마련까지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78
이런 원칙들은 우리 아랍 만 지역에서 창설될 통일 기구가 각종 도전에도 살아
남고 외부의 폭풍과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1981년 5월 25일 두바이에서 모든 아랍 만 국가들이 사인한 GCC 헌
장 서문에는 쉐이크 자이드의 이 통찰력이 반영됐다. GCC의 목적을 담은 헌장 4조에
서 실용적 행동주의를 향한 그의 헌정사(獻呈辭)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GCC는

“효과적인 의견 조정, 통합, 구성원 간 통일을 위한 모든 분야에 있어 각 참여국의 상
호 결합”에 중점을 두게 됐다. 통일은 그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고 그가 UAE에
서 10년 동안 노력해 온 원칙이었다. 이제 그 동일한 목표가 그가 꾸준히 원했던 것
처럼 아랍 지역 형제들에게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박수를 받으며

GCC 최고 위원회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그리고 그가 GCC 헌장에 최초로 사
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GCC 창설 원칙 작업과정에서 압둘라(Abdullah Bishara) 사무총장은 쉐이크 자이드
의 UAE 창설 모델을 얼마나 유사하게 참고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GCC 헌장이 명시적인 정치적 이론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6개 참가국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했다. 모든 아랍국은 특수성, 독립성, 정통성을 가진 정부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민감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틀 안에서 지역적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 GCC의 보호우산 아래서 함께 행동하면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여러 관심분야의 이익을 동맹의 방식으로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공통된 합의가 있었다.79

그러나 UAE가 매우 천천히 발전했고 진정으로 하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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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난관이 존재했듯이 쉐이크 자이드는 GCC도 완전한 통일을 체감하기까지 시간
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공동 방어가 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장기적 주민 통합 요소를 가능한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 결
과 GCC 산하의 두 민간 이사회 조직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80
점차 GCC에 참여한 각국은 향후 나아갈 방향이 쉐이크 자이드가 각종 연설에서
꾸준히 강조한 그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가 말했듯 우리의 안보 정책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에도
맞서기 위해 이 지역 각국이 협력할 필요에 기초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에게 매
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관건적이고 중요하다.
아마 이 아랍 만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우리가 강대국 대
결 구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점일 것이다.81

과거 어느 한쪽을 끌어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강
대국 대결 구조를 이 지역까지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강조는 쉐이크 자이드
정책의 핵심이었다.82 이런 UAE 외교정책은 GCC의 국제관계에 있어 기초가 됐다.
이 아랍 만 지역의 통일 원칙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지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
지만 GCC는 원하는 만큼 빨리 앞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여타 지역적 조직들과 마찬
가지로 GCC 역시 열정과 회의가 병존했다. 쉐이크 자이드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UAE가 그랬던 것처럼 GCC는 자신의 길을 찾아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비전이 구현될 것으로 쉐이크 자이드는 믿었다.

GCC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는 매체를 통한 홍보, 개인적 옹호 발언, 대중 연
설 등 UAE 통일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했던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했다. 확실히

UAE, 그리고 GCC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그의 정치적 실천 능력은 탁월했다. 따
라서 UAE 통합 강화라는 핵심 이슈와 GCC 참여국 간 정치적, 경제적 조화라는 두
목표는 비슷한 방향으로 결합됐다. 이 두 경우 모두 쉐이크 자이드는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을 선택했다. 그는 GCC 국가들이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고 자국 이익에 대한 인
식을 통해서만 함께 단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UAE에서 가능했던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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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을 GCC에 요구할 생각이 없었다. 단결된 행동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의 목소리는
적극적이고 힘이 있었고 그의 침묵과 부재 역시 나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국제 협력
쉐이크 자이드가 취한 정책의 또 다른 요소는 UAE를 국제 조직의 완전하고 효과
적인 멤버로 만들겠다는 꾸준한 소망이었다.83 이 목표는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
도덕과 현실주의의 결합에서 역시 기원한 것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외부 세계가

UAE를 천혜의 자원을 가진 쓸모 있는 지배인 정도로 여기길 원했다. 그는 국가의 금
융 자산을 자신이 추구하는 외교 및 전 세계에 걸친 인도주의적 관심에만 사용해왔
다. 그는 또한 UAE가 전체 세계에 열려 있고 적응력 있는 국가이길 희망했고, 그의
이 꿈은 1990년대 여행 산업의 빠른 발전에 의해 실현됐다. 또한 그는 TV의 영향력
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자 UAE가 평화롭고 친절한 국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
하며 세계 모든 시청자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84

UAE가 건국된 이후 쉐이크 자이드의 활동 반경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됐다. 초창
기에 그는 이 지역 부족사회 내부에서 명망을 가진 인물로서 국내 분쟁을 겪고 있는
부족들 사이에 신뢰를 획득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훗날 그는 인도적인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아랍과 이슬람 차원으로까지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단지 정치적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분야에서 지도력을 곧장 발휘
했다. 1974년 아부다비 토후국의 해외 원조는 자국 소득 전체의 28퍼센트에 달했는
데 이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85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국제적 행동에도 다른 모
든 행동처럼 동일한 기본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비록 그가 인류 재난과
곤경에 즉각적이고 인색하지 않은 규모로 참여했지만 그는 장기적 결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86
예멘의 고대 마리브(Marib) 댐 재건 프로젝트는 그가 가장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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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국제원조 사례였다. 1982년 4월 예멘에 발생한 홍수 재난의 긴급 구조를 위해

UAE는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를 단기적 구조로 해
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4월 다시 개인적으로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마리브 댐 재건 자금을 제공했다. 즉, 그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
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후 1984년에 이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이

UAE에 의해 제공됐다. 또한 그는 그 해 10월 2일에 홍수로 인한 파괴 재발 방지 프
로젝트에 초석을 놓아 주었다. 그 결과 몇 천 헥타르에 달하는 잠재적 농경지가 활성
화되어 농작물이 자라게 됐다. 이로부터 2년 후 그는 조기에 완공되어 예멘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안겨준 그 댐의 개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87
마리브 댐 재건 프로젝트에는 ‘자이드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었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극적
으로 전환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편익은 농업적인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고 노동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
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더 넓은 지역까지 물이 관개될 수 있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고 이 지역을 농업 발전의 모델로 바꿨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그
가 중시하는 역사적 맥락도 있었는데 마리브 지역은 과거 약 천 년 전에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던 고대 수자원 시스템이 위치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 댐의 부활은
아랍 심장부가 여전히 살아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댐의 개통
식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예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멘과 아랍인의 위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 댐은 양국간 우호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 (…) 이 댐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핏줄에 속한 형제들 간의 관
계에 대한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88 쉐이크 자이드는 2002년 10월 25일 추가적인 합
의에 사인하여 이 마리브 댐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종 완성 이후 이
댐 프로젝트는 만 헥타르 면적의 농작물에 관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쉐이크 자이드가 말한 ‘혈통이 같은 형제’라는 문구는 그가 품었던 정치사상의 핵
심이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족의 가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는 믿
었다. 그는 또한 ‘인류의 형제애’라는 개념을 차츰 중시했고 일생동안 마음에 간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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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로 맺어진 친형제들을 늘 공정하고 명예롭게 대했다. 또한 그
는 언제나 동료 통치자들을 ‘아랍 형제’로 대했다. 그는 아랍의 단결, 그리고 형제애
라는 원칙에 따라 GCC 창설도 추진했다. 또한 그는 1990년 8월 이라크 침공 당시 긴
급 피난한 다수의 쿠웨이트 국민들이 UAE로 들어오자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만 아니라 금융적 지원과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시기에 약 6만 6,000명의 쿠웨이트 사람들이 UAE로 일시 피난했고 이들 모두
에게도 쉐이크 자이드는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했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
다.89 이처럼 그는 직접적 지원이나 개인 차원의 지원 사례들을 통해 ‘인류는 형제‘라
는 개념을 꾸준히 구현했다.
국가의 통일, 주민의 이익, 평화, 안보, 인류가치에 대한 공헌과 같은 목표에 대해
그는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각 열망에 대한 실천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있
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수단은 강압보다 설득이었다. 또한 그는 이런 목표를 공개적
으로 솔직하게 선언했고 결국 성공하리라는 믿음에 대해서도 늘 솔직하게 말했다. 마
치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시간이 지나면 둘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쉐이크 자
이드의 정책들도 차츰 그 효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너무 홍보하여 거부감을 주는
것보다 그는 뒤로 한걸음 떨어져 시간의 힘으로 각종 난관을 극복하길 기다렸고 통
일과 협력의 꿈을 키워나갔다. 과거 형 쉐이크 샤크부트가 통치하던 시절에도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을 취했었고, 직접 아부다비 토후국을 통치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
다. 이후 UAE 창설과정, 그리고 GCC 창설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선언됐고 지금까지
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 결과를 위해서라면 단기적 이익이 방해받은 것도 용인한다는 타당한 정책
도 그의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쉐이크 자이드에게 있어 윤리와 정치는 분리된 영역
이 아니었고 그의 이런 전체론적 접근법은 그의 독특한 비전과 전망을 반영한 것이
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탁월한 개인적 장점은 그의 풍부한 인생경험, 전권을 갖기 전
까지 오랜 기간의 대리 통치 경험, 굳건한 대중적 지지, 경제적 안전, 변화에 필수적
인 정치적 명민함 등에서 잘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은 그의 타당한 정책
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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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된 힘으로

1953년 철학가이자 역사가였던 베를린(Isaish Berlin) 경은 정치 리더십을 다룬 고
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을 출판했다.1 이 책에서 그는 역사과정을 좌우하는 ‘위대한
인물’의 역할에 대해 다루면서, 두 가지 타입의 인물로 분류했다. 첫째는 ‘큰 실체’에
대해 알아차린 인물이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인식, 사고, 느낌 등을 이 ‘큰
실체’에 기초해 형성한다. 그 결과 이들의 관점은 전체 대상을 포함하며 각 대상을
긴밀하게 통합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상의 다양성 포착에 성공한 인물들이며
이들의 관점은 각 요소들 간에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베를린 경은
그리스 정치 이론가 플라톤과 18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을 첫 번째 유형으로 꼽았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를 두 번째 유형으로 꼽았다.
한편, 그는 이 두 유형의 장점을 모두 가진 제3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인식하
고 있었다.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쉐이크 자이드는 기본 원칙과 현실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제3의 인물 군(群)에 속한다. 그는 분열이 아랍인들에게 일종의 저주였고, 아
랍인들이 역사의 특정 시기에 번영을 누리다가 쇠퇴했던 원인이었다는 ‘중요한 사실’
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서쪽으로는 코르도바(Cordoba)에서 동쪽으로는
카불(Kabul)까지 걸쳐 있던 거대한 제국이 계속된 분열과 다툼에 의해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속한 아랍 만 주민들의 분열 상태가 향후
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직접 만난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외에도 젊은 시절의 경
험, 각종 시청각 매체, 신문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량을 갖고
있었다. 그의 정보 흡수 능력, 비범한 기억력, 부족 문화와 관습에 대한 상세한 지식
등은 관행적이고 제한된 유형의 사고로부터 그를 해방시켰다. 그는 다른 아랍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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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부다비토후국이 홀로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국제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주 복잡한 이슈를
즉각적으로 간파하여 대화 상대방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처럼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특정이론 틀에 실제 세상의 사건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현실에 전개되는 각종 사안에 틀이나 구조를 맞추려 시도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그는 자신의 원칙이 타협의 대상이 되거나 왜곡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실용주의와 원칙주의의 조화로운 융합은 그가 UAE를 건국하는 과정에
개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분열된 주민들을 하나의 국가
로 통일시키는 데 성공했던 리더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정치적 노하우의 핵심은 원
칙주의라는 등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실용주의라는 이정표를 따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있었다. 이 탁월한 판단과 정책들 덕분에 그는 동시대의 다른 인물들과
차별화될 수 있었다. 보다 긴 역사의 눈으로 봐도 그는 흔치 않은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건국의 아버지라는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가 신생 연방을 강요가 아닌 설득에 의해 건국했다는 사실은 이 책의 일관된 주
제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다. 설득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
더들은 대체로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힘의 행사가 리더들의 최종수단이 되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는 힘보다는 설득에 의존한 진정한 정치가였다. 그는 시간
과 경험이야말로 변화의 진정한 동력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그가 건국
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이로써 그는 위대한 정치가의 반열에 오
를 수 있었다. 많은 리더들이 전쟁, 혁명, 군사력에 의해 국가를 세웠지만 그는 평화
적 수단과 관용과 설득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춘 단호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
으며 UAE를 건국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구성 요소의 다양성을 거부하지 않
았다. 대신에 그는 통일의 이론적이고 추상적 형식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에 뿌리를 둔 이원적이고 열린 구조를 고안했다.
탁월한 흡인력,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존경, 그리고 활용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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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제적, 사회적 자원 등에 힘입어 그가 자신의 의지에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돌파를 해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주로 합
의에 의존했다. 그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렵고 변수가 많은 길을 선택했고,
그가 선택한 평화로운 발전의 사례와 그가 창조한 국가 모델은 UAE 국민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됐다.

실용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로서의 쉐이크 자이드
쉐이크 자이드의 지도하에 각 토후국의 자치, 그리고 연방정부 권력 사이의 정치
구조에 있어 UAE는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의 이 정책은 UAE의 견
고한 통일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성이 꽃필 수 있게 했고, 2002년 초에 UAE를 방문
한 요르단대학의 한 학술 팀은 이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들의 보고서
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의 UAE 최근 여행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국가의 집중
력이었다. 다양한 토후국 각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
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옮기고 있었다. 예를 들면 두바이 토후국은
비즈니스, 사르자흐 토후국은 문화와 전통 등이었다. 또한 누군가 성급하게 주장
할지도 모르지만 발전의 배경이 반드시 자금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탁월한
사전 계획, 훌륭한 관리, 정확한 집중이었다.2

사전 계획, 관리, 집중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은 1966년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지위를 승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요르단 학술팀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건전한 다양성에 대한 그의 신중한
보존은 UAE 특유의 발전 유형을 형성하는 기초가 됐다. 확실히 이 다양성은 쉐이크
자이드의 UAE 건국 비전의 핵심에 놓여 있고, 이는 일찍이 그의 부족정치 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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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성숙된 것이었다. 또한 그의 건국 비전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신설 연방 발
전과정에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양성은 한편으로 긍정
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었고, 때론 분파주의와 분열주
의로 빠질 위험이 있었다. 다행히 이 위험은 쉐이크 자이드의 개인적 특성과 정치력
에 의해 대부분 피할 수 있었다. 그의 정치적 실용주의는 미숙하고 자주 분열적인 모
습을 연출하는 아랍 부족의 역동성을 단결의 힘으로 바꾸었다. 흔히 정치가들이 국민
을 신뢰한다는 슬로건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원칙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 적용해 큰 성과를
경험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감각의 가장 탁월한 사례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과 아부다비 토후국 통치자 시절 모두의 경험을 통해 국
민들이 그가 구상하는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발전 계
획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층에 의해 자주 가로막
혔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진정한 대중주의자였고, 대중에 대한 서비스를 정치적 지
도자의 주요 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단결하면 역량이 강화되지만 분열되면 외
세의 지배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71년부터 UAE 국민들은 단결과 분열에 대한 이 도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신생 연방의 새로운 기풍은 서서히 발전했다. 어떤 경우에 그 과정은 쉐이크 자이
드의 소망에 비해 느렸고, 이런 경우 그는 연설들의 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
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그는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내심 있
게 기다릴 수 있었고, 이런 능력은 UAE에 특별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인내의
미덕 그 자체에만 의지해서는 그가 성취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인내 이외
에 그가 가진 다른 장점이나 특성들, 그리고 특별한 조건들이 그의 개인적 성취와 정
치적 통찰에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여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책의 앞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쉐이크 자이드는 베두인족 전통사회에 태어났고 유년시절에 사막이라는 거친 자
연 조건에서 자랐다. 그는 근면한 습관을 익혔으며 직접 노동에 참여하기도 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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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라는 덕목을 습득했다. 이후 그는 알-아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치행위를 경험했
고, 형인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의 행정적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중요한 개혁에 착수했다. 그가 가진 리더십 노하우는 부족의 쉐이크 신분에서 통치자
대리인으로 지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차츰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통치
가계 구성원들에 의해 아부다비 토후국을 책임지는 신임 통치자로 선출됐다. 통치자
가 된 이후 그는 전통적 부족사회를 통일되고 발전된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그
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런 성취를 인정받아 참여 통치자들에 의해 UAE 초대 대통
령으로 선출됐다.
전체로 보면 쉐이크 자이드의 인생 역정을 대략 네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20년대부터 1966년까지의 수습 통치 기간이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한편으로 인생의 좌표를 형성했고 다른 한편으로 원칙과 정치적 통찰력을 키워 나갔
다. 즉, 여러 경험, 참여, 관찰, 실천을 통해 그가 책임감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정치
적 노하우를 연마했던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66년에서 1971년까지의 성취기간
이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원칙을 실천했
고, 그 발전 과정에 지치지 않는 노력과 개인적 관심을 쏟는 모범적 사례를 남겼다.
세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큰 변화와 정치적 틀을 완성하는 기간이었
다. 이 시기에 그는 오래 소망했던 각 토후국 간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UAE는 상호합의와 각 토후국 통치자들의 일치된 의사표시로 창설됐고, 굳건한 기초
위에 건설됐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 발전과 그의 리더십하에 단결된 국민
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신속하고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가 낳은 각종 문
제점들은 UAE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사회적, 경제적, 진보의 모델로 평가받으며,
성숙하고 강력한 정치 체제로 성장하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통일의 가치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비전과 이 지역 통합의 컨셉은 잘 조화를 이뤘고, 이는 GCC의
설립을 통해 현실에 구현됐고, 그는 이 GCC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3 차츰

UAE는 아랍 연맹(Arab League) 이슬람 협의 기구(Organization Islamic Conference) 같
은 포럼의 적극 참여국으로서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하게 됐다.
또한 UAE는 UN엔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더 넓은 국제무대에서 UN의 긴급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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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4

1971년부터 현재까지 발전과정은 그의 정치적 비전의 지울 수 없는 기록과도 같았
다. 1945년 이후 많은 신생국이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결국 최초의 약속과 결과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했다. UAE의 경우는 달랐다. UAE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약하다
고 주장한 비평가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진보는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회의
적 입장을 견지하던 사람들은 신생 연방에 과제가 산적해 있었고, 따라서 실패를 예
상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간
과했던 변수는 이 지역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었지만 당시로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쉐이크 자이드라는 탁월한 인물이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현대화와 진보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인 시절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
나 국민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 또한 협력은 분명 성공을 낳지만 분열
은 결국 실패를 낳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거친 사막에서 생겨난 이 생각들은 훗날 국
정 철학의 기초가 됐다. 그는 주민들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통치하는 인물과 통치
를 받는 주민 사이의 약속으로 파악했다. 가끔 주민들의 완전한 지지를 획득하기까지
시간과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의 잘 알려진 인내력이 소극적 성격이라고
폄하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건이 유리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계
산된 대기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목표
를 위해 계속 분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들을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지지와 합의를 통해 달성하는 길을 선택했다.
알-아인 지역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부족들이 어떻게 그들 삶을 영위하는지를 배웠
고, 어떻게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자유롭게 동맹을 맺은 부족
민은 죽을 때까지 충성관계를 지속하지만, 강압에 의한 복종 관계는 통치자가 힘을
미치는 한에서만 충성관계가 유지된다. 쉐이크 자이드는 부족민과 신뢰에 바탕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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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모든 정치적 관계의 본질
을 상호 교환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 의료시설,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조건, 가족의 복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반적 삶을 개선하는 것을 자신의 책
무로 여겼다.
돌이켜보면 쉐이크 자이드가 추구한 것은 가족 가치 보존, 사회 단결과 같은 종종
전통사회의 목표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것을 그는 완전히 현대적 방식으로 추구했
다. 이 서구의 기술적, 경제적 진보가 가져다주는 분명한 편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서구 성장 모델의 부정적 효과들과도 맞닥뜨렸다. 그 편익과 부작용 사이
에서 미세한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의 노하우가 담긴 관리 기법과 그의
정책 특징인 장기적 비전이 요구됐다. 한편 그의 형 쉐이크 사크부트는 이런 고삐 풀
린 현대화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었다. 물론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쉐이크 자이드도 변화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화의 과정이 제자리
를 찾을 것이고 변화의 장점이 그 위험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믿었다. 시간이 갈수록

UAE 변화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의 통
치자가 됐을 당시, 그리고 UAE 건국 초창기에 변화의 중심은 부득이 과거에 없던 현
대사회의 기본 인프라 건설에 맞춰졌다. 발전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30년이
라는 시간 동안 발전소, 도로, 항구, 비행장, 병원, 학교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설비들이
건설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쉐이크 자이드의 이 전체론적 원칙들은 차츰 UAE 경제, 사회적
삶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석유가 UAE의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국가의 운명
을 바꿨지만 석유관련 수입으로만 발전과 물질적 혜택을 주민들에게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늘 이 국가의 자원을 UAE 국민이 정부에 잠시 맡긴 재산으
로 여겼다.
따라서 이 자원은 보편적이고 현명하게 국민 생활수준의 체감할 수 있는 진보를
낳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의 석유관련 수입은 모든 차원에서 국민들의 필
요에 맞게 쓰일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자 UAE 국민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구현된 눈부신 발전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72년 하루 25만 3,000배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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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루 190만 배럴 수준까지 증가된 석유 생산에 힘입어 명목 GDP는 60억
4,500만 디르햄에서 2001년 2,340억 디르햄으로 약 40배 증가했다.5 또한 GDP 수치
에서 비(非)석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의 37퍼센트에서 2001년에는 70퍼센
트 이상까지 증가했다.6 다시 말해 UAE는 세계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같은 반열
의 경제적 발전을 달성했다.
단순한 경제 통계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쉐이크 자이드의 정책과 리더십 덕분에

UAE가 전례 없는 사회적 개선과 발전을 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삶
의 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

UAE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영아사망률 국가 가운데 하나였지만 20세기
가 끝날 무렵에 가장 낮은 국가에 합류했다.7 현재 기대수명에 있어서도 2002년 아
랍 휴먼 발전 보고서(Arab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이는 아랍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가장 발달한 국가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다.8 이는 UAE 벽
지 마을까지 기초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9 쉐이
크 자이드는 또한 세계 선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적 종합병
원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2000년에 UAE는 60개소 이상의 종합병원, 380개소의 기
초의료센터, 그리고 352개의 개인의원, 250개소의 전문 민간의원을 갖췄다.10
의료체계 발전만큼 중요한 분야는 교육이었다. 코란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무슬림에게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간단한 이유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지
식발전을 인류 개명의 첫 번째 열쇠이자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요소로 파악하고
교육이라는 대의에 평생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알-아인에 최초의 학교를 연 이후와 비교하면 UAE 교육의 성격과 구조는 현
저하게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보통교육이 도입되고 주민들이 지식 보급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을 보고 쉐이크 자이드는 UAE의 교육정책이 국제 추세를 따라야 한다
고 확신했다. 1962년 당시 이 지역 토후국 전체에 20개 학교뿐이었으나, UAE 연방
설립 시점에 74개소가 됐고, 2000년 1,150개 학교에서 6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
을 받게 됐다.11 2001년도 연방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예산이 배정된 단일 분야는 교
육이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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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 그리고 지적 창조물을 중요 국가자산으로 여기는 추세에 따라, UAE로
서는 이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인력을 발굴하고 발전 관련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긴
급해졌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미 확보한 부를 국가가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국민
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늘 믿고 있었다. UAE 교육의 목표는
쉐이크 자이드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믿을 수 있고, 명예로운 국가
의 차세대 리더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한 교육은 단지 사실의 암기나
학위취득보다 의미 있는 지식의 습득과 응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했다. 또한 학생들
은 새로운 경제 질서와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술
로 무장해야 했다.
교육발전의 최전선에 남겠다는 자각 때문에 UAE는 교육정책 재편에 돌입했고,
모든 교과과정에 효과적 교습법과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전 2020’이라는 새로
운 교육 전략을 수립했다.13 쉐이크 자이드가 1990년대부터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른 이 교육정책 전환은 UAE가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교육
선진국에 속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진행된 것이었다. DSS 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
치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의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
을 기회를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교육과정을 도입한
에미리트 국립학교 설립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도 쉐이크 자이드의 열망이 반영된 것
이었다.

UAE의 이와 같은 ‘고품질’ 교육은 경제의 동력을 인적 자본의 개발에 초점을 맞
추는 세계적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UAE 인적자원 능력이 국가의 현재 및
미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줄이는 효과도 가능
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UAE 정부는 인력자원과 교육기술 개발, UAE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우선적 배치를 수행하는 탄미아(Tanmia)와 같은 기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더 강한 UAE 만들기’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14
인적자원 분야에서 이런 UAE의 발전은 학자들과 지식인의 관심을 끈 국가 주도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UAE는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슈를 탐색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각종 회합에 인기 있는 장소로 떠올랐다. UAE의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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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건물, 그리고 금융적, 기술적, 그리고 의사소통의 인프라는 많은 해외 투자자,
기업가를 UAE의 자유무역지대로 흡인했다.15 같은 이유로 세계 정상급 스포츠, 문화
이벤트가 UAE에서 개최됐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UAE를 열린 국가로 만들겠다
는 쉐이크 자이드의 열망을 한층 더 구현했다.16
무역과 여행 분야에 대한 투자와 상공업 특별개발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쉐이크
자이드의 경제 대변화 전략의 집약된 형식이었다.17 석유는 가격 변화도 심하고 유한
한 자원이었기에 이런 다변화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었
다. UAE를 튼튼한 경제 기지로 만들고 석유가 더 이상 경제의 기초가 아닌 시기에도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도록 이처럼 종합적 노력이 진행됐다. 이런 장기 전략적 계획
은 쉐이크 자이드가 옹호했듯, UAE의 발전을 담보했던 핵심 요소였고 향후로도 국민
들에게 이익을 계속 안겨 줄 것이다.
쉐이크 자이드의 이런 실천들은 그의 무한한 자비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는 방향 감각과 내면의 평화를 알려준 이슬람 전통 안에서 삶을 보냈다. 또한 그
의 특성은 처음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자
신의 가족 품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충성은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
는 결합이고, 그는 1971년 창설한 UAE를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처럼 간단
하고, 강하고, 깨뜨릴 수 없는 가족이라는 유대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지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UAE 국민들이 존엄과
재정적 보장을 갖춘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기금을 설립했다.18 또한 그는
전통 결혼식이 안겨주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 결혼을 지원했다. 뿐만 아
니라 그와 아내 쉐이카 파티마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발전을 지원했다. 또한 그는
이슬람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권익 신장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남성과 만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초등교육부터 고등 전문교육까지 모두 동등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성공은 UAE 종합대학과
고등기술단과대학에 등록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치로 보장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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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더 높은 교육을 바라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수요에 따라 자이드 여자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교육평등은 경제와 국가의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동일한 고용 기
회제공에 의해 뒷받침됐다. 또한 쉐이카 파티마는 풍부한 아이디어 교환과 UAE의 문
화 및 전통의 바람직한 보존을 위한 포럼 기능을 하는 일부 여성 단체의 의장을 맡거
나 여러 방식으로 따로 후원했다. 또한 그녀는 UAE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집
하는 중요한 국제 조사에도 참여해 가족 안에서 여성의 핵심적 역할,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헌 등 여성들의 중요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UAE 내부에서 국민의식을 강화한 것은 바로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파트너십 느낌
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면, 국민들은 민
간기업의 대주주로 참여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업 및 공업 프로
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실어 주었다.19
사회과학자 핀들로우(Sally Findlow)가 다음과 같이 ‘기업가 이데올로기’라고 명명
한 이 창조는 UAE를 석유 및 기타 지하 자원 채굴에 의존해 부를 일군 다른 국가와
차별화시켰다.

UAE 정부는 기업가 이데올로기의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계획들로 자립
가능한 경제와 인프라 건설에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전례 없는 통일 국가 건설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집단적 도전의 역
할은 매우 분명했다. 물론 이 말은 부와 정보자원,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치권력 등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 말고도 통치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거나 최소한 통치가계의 구성원 정도는 자신도 인맥이 닿는다고 거의 모든
국민이 느낄 정도의 소규모 국민을 가진 사회에서 사회 연대의 느낌은 가족, 부족
관계라는 지속적 끈에 의해 촉진됐다.20

국민의 권리, 의무라는 개념, 그리고 연방에 대한 충성의 강화는 쉐이크 자이드가
자국민들에게 선사한 가장 귀한 선물일 것이다. 그는 UAE 국민으로 하여금 성공적이
고 현대화된 국가에서 새롭고 단결적인 자기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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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1971년 이후 각 토후국 내에서 그의 인기는 상승했다. 그의 자비심뿐만 아
니라 추진력과 근면함은 하나의 전설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과 쉐이크 자이
드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화됐다.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길거리에 뛰쳐나와 그에
게 대통령직 사임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다.22 이 국민
들은 국가와 각 개인에게 도래한 행운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추상적인 거창
한 정책 이슈가 아닌 자신들의 실제 삶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쉐이크 자이드의 사고체계 안에서 환경주의가 떠맡았던 중요한 역할
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빠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1998년 거행된 UAE의 첫 환
경의 날 행사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조국, 역사, 유산의 통합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긴
다.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환경에서 살아왔고 겨우 생존할 정도로만
자연 환경을 이용했다. 선조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 환경을 보존하고 생활에 필
요한 만큼만을 취하고서 그 나머지는 후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를 알았기 때문이다.
신의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야생동식물을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실천했
듯이 보호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의무이고,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유산의 핵심 부분과 유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23

쉐이크 자이드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 삶과 대자연의 힘 사이에 내재하는 균형을
알고 있었다. 알-아인 시절에 그는 물이 있어야만 농작물을 키울 수 있고 풀이 있어
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훗날 환경 보존주의라고 이름 붙은 그의
정책들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오랜 관찰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런
오랜 관찰 덕분에 그는 현대화와 진보는 필수적이지만 역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사막 경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물은 쉐이크 자이드
의 평생 관심사였다. 그가 처음 주도적으로 성취한 업적은 알-아인 지역의 아플라즈
관개수로였고, 다음 업적은 이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도 아부다비까지 공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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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훗날 관련 기술이 발달하자 석유 자원이 풍부한 UAE는 긴 해안선을 이용해
대규모로 바닷물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UAE는 이제 주민들의 일인당
물 소비량 기준으로 세계 차(次)상위에 속할 정도로 풍부한 물을 생산하고 있다.24 하
지만 쉐이크 자이드는 한편으로 바닷물 담수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프로젝트의 환경비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남북

300km 동서 20km에 달하는 규모의 소금 늪지대인 사브카는 자연 환경 변화의 산물
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생성된 시기는 불과 4,000년 전이었다.25 만약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는 해로운 부산물을 축소하지 않으면 바닷물 담수화 역시 어마어
마한 양의 바다 소금을 생성하거나 또는 육지의 염도를 상승시킬 것이다. 지금 모두
가 알다시피 환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선한 물의 인공적 생산은 시간이 지나면 완
전히 인공적인 사브카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물론 환경을 무시한 정책을 취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쉐이크 자
이드는 이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물이 없다면 이 지역의 현대
적 삶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인공적 물 생산을 추진하면 결국 그가 극복하
려 애쓰는 사막화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말 것이다. 그는 권고, 설득, 그리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영향력까지 동원해 신중하고 계획에 입각한 물 생산, 그리고 이
와 관련한 환경 규제를 주장했는데, 이는 아마 아랍세계 전체에서 가장 선진화된 프
로그램이고 사막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분명 가장 멀리 내다보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1993년 설립된 UAE의 연방 환경청(Federal Environment Agency), 그리고 1999년
연방법 24조(Federal Law 24)는 모두 그의 환경 전략을 수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
다. 이 연방법은 환경 영향 분석의 필요성과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어 지속 가능
한 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6 또한 환경 조사 및 야생동식물
발전청(ERWDA), 해양환경 조사센터(MERC)와 같은 기구는 UAE의 생태 발전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UAE는 바니야스 경(Sir Bani Yas) 프로젝트, 자원, 멸
종위기 종 보호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집중적인 환경계획 및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다. 바니야스 경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받아 쉐이크 자이드는 1997년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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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 골드 판다상(Gold Panda Award)을 수상했다.27

UAE는 믿을 만한 환경자료 수집에 기초해 해양 및 해변 자원 관리에도 적극 참여했
다. 이처럼 구체적 자료를 중심으로 멀리 내다보는 정책 덕분에 UAE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2002년 세계 지속발전 정상회의에서 ‘아부다비 글로벌 환
경 데이터 창의(AGEDI)’를 선언할 수 있었다.28
자원에 대한 이와 같은 현명한 이용 덕분에 UAE는 쉐이크 자이드의 지속적인 우
선적 관심사였던 사막화 방지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황량하
기만 한 사하라 사막도 과거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막지역
도 적절한 관리를 진행하면 언젠가는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
꾸겠다는 쉐이크 자이드의 꿈은 이 지역의 오아시스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나
온 것이었고, 국가 식량 생산량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던 실험농장 설립 프로그램과
집중적인 식목사업 프로그램이 그의 전체론적 비전에 따라 추진됐다.29
수년 동안 사막을 되살리겠다는 그의 결심은 한계생산성이 낮거나 거의 무용한 것
으로 여겨져 경제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일반 통념에 부딪혔다. 현대화된 경작 관개
에 기초해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2만 단위의 경작지가 1993년
이래로 새로 생겨났다.30
그러나 이 농장들은 생산 단위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없던 가족이 생활
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이자 잘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을 가진 공동체였다. 이것
이 바로 대차대조표상의 흑자 또는 적자 개념이 아닌 쉐이크 자이드가 구상했던 이
미지였다. 이 농장 각각은 과거 딱딱한 지표면이거나 모래뿐이던 지역에 초록의 거점
을 넓혀가고 있었다. 사막의 녹지화는 추상적 생태적인 꿈이 아니고 그 땅에서 생활
하는 국민들의 근면과 정부 재원 투자라는 파트너십을 통해 삶을 개선시킨 하나의
사례였다. 이는 UAE의 신임대통령이 1971년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이었고, 그는 그
약속을 충분히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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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취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에 대한 신중한 정독을 통해 우리는 신생연방이 위대한
정치가에 의해 지도받는 행운을 누렸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연방으로서 UAE의 미
래에 대한 쉐이크 자이드의 동요 없는 확신은 마침내 회의하던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의 각종 능력과 결단은 상이한 시기마다 꾸준히 관철됐다.31 그와 같은 인물이 그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만약 이런 분석 기
법을 동원해 분석해 보면 그의 기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그
누구도 UAE의 창설 그리고 그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능과 자질의 독특한 결합
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부다비토후국의 부와 석유 자원을 UAE 연방의
다른 토후국과 공유하겠다는 그의 의지 덕분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회고해 보면, 쉐이크 자이드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화해 불가능한 것을 화해시키
는 것이었다. 그는 서로 대립된 요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역설적 조화
를 달성했다. 이 원리를 그는 부족정치가 큰 환란을 겪고 있던 어린 시절에 큰 사건
들을 목격하며 익혔고, 일생 동안 이 교훈을 효과적으로 적용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리더십이라는 강한 전통을 파트너십이라는 분위기로 결합시킨 국가를 창설했고, 여
기에는 전통과 현대, 베두인족의 고유한 가치와 도시 문화가 공존했고, 개인적 열망
과 사회적 통일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공존했다. 또한 그는 유년기와 청년기에 느낀
인간 본성에 관한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UAE 국내에서 달성한 경이로운 성과,
그리고 아랍지역과 국제사회에서 UAE에 부여한 지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대
단한 성취를 이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성취의 바탕에 자리잡은 도덕적 측면을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
다. 이슬람이라는 배경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쉐이크 자이드를 규정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그는 자기 확신, 검소, 정직, 적응력, 인내, 엄
한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해 의무, 겸양, 투박한 실용주의와 같은 이슬람적 가치들로
부터 힘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 역시 이슬람의 뿌리에서 키워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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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는 복수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을 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지
혜가 있었다. 그는 우애의 손길은 불화에 다리를 놓을 수 있지만 적개심은 긍정적 요
소를 생성할 수 없다고 믿었다. 역사에서 그는 국가 경영에 적합한 인물 선택의 중요
성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UAE 국민을 한 가정에 속한 것으로 여겼고, 이 개념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서로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이 마치 한
손처럼 서로 단결된 가족은 행복하고, 넉넉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반면,
이 가족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고, 다툼이 조화를 대체하면 (…) 그 가족 구성원은
가엾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32

쉐이크 자이드의 생각으로는 가치 있고 옳은 행동이 정치적이지 않게 행동함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확실히 그의 정치적 비전은 그가 바탕한 가치 체계들 덕분에
더욱 분명해졌다. 그의 조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 시절처럼 바니야스 부족이 단결
된 힘으로 행동할 때에는 위대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
질서한 무리처럼 약탈자들에게 쉽게 희생양이 됐다. 즉 단결의 힘과 창의력이라는 의
미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이후 그가 듣고, 읽고, 보는
모든 것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이 단결은 그의 모든 정치적 행동과 정책을 연결시키
는 고리였다. 그에게 있어 단결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었다. 그에게 있
어 통일을 위해 애쓴다는 것은 틀림없이 진정한 보상이 따르는 가치 있는 행동이었
다. 쉐이크 자이드의 각종 전략을 중립적이고 예외적 모델로 분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조직행동 및 변화 전공 포라스(Jerry I. Porras) 교수와 그의
동료 콜린스(James C. Collins) 교수는 특정 제도의 장기적 성공에 관한 6년에 걸친 연
구 성과를 1994년 출판했다.33 그들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발전 능력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책에서 그들은 성공이 핵
심 가치의 보존, 그리고 발전을 자극할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그들
은 핵심 가치 체계가 항구적인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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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의 보존을 통한 발전이라는 우리의 핵심 개념은 21세기에도 역시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 협력과 결속은 점차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을 것이
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느낄 어딘가에 소속하고자 하는 기본적 인간적 필요를 현대
에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일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
치체계와 목적의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신념과
열정의 공통 끈을 자신과 공유할 타인과의 관계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34

여기에서 그들이 연구했던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쉐이크 자이드의 실천적
현실 적용은 이들의 이론적 연구보다 20년이나 앞서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필요조건 도출이 UAE의 성공 사례 연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UAE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가 UAE에서 지속 가
능한 정치체제를 건립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핵심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UAE에서 성공한 전략은 이 두 연구자들이 대상으
로 삼은 사례보다 더욱 웅변적인 것이었다. 특히 그는 변화의 각 프로세스에 대해 관
리를 지속하는 것, 변화의 에너지와 잠재적 위험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장기 발전의 핵심임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핵심 가치체계
를 인생의 초반부에 형성했고, 이를 긍정적 변화의 동력으로 일생 동안 열정을 쏟았
다고 볼 수 있다.
매 사냥이라는 바니야스 부족의 전통 스포츠에서 그의 핵심 가치체계와 비슷한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 시절부터 쉐이크 자이드는 매 사냥에 관심이 많았다. 생
명체 가운데 맹금류는 대단히 자유롭고 따라서 길들이기 쉽지 않은 동물에 속하지만
송골매는 사람과 함께 협동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송골매는 강요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설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쉐이크 자이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
처럼, 송골매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야 훈련이 가능하다.

매 사냥꾼은 송골매에게 말을 걸며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안 먹이를 주는 것으로
그 훈련을 시작한다. 이때 송골매는 조련사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손을 느끼고, 그
러다가 마침내 차분해지며 그를 신뢰하게 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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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송골매는 각각 특성이 있으며 각 개인처럼 다뤄져야 한다. 또한 잘 대접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련사를 다시 찾아올 송골매는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잘 훈련받고 나면 송골매나 매는 사람과 쉽게 파트너십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다. 비록 송골매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는 없지만, 그 야성적 에너지는 특정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쉐이크 자이드는 변화의 거친 힘을 공통의 이익을 위한 긍
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만약 앞의
송골매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그는 변화라는 것이 결코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인도되지 않는 한, 현대화의
힘이 순수한 ‘선(善)의 사자(使者)’ 역할을 할 것으로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심이 진보의 바른 길을 유지
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적극 현실에 적용했다. 그가 자신의 연설이나 개인적 대
화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핵심 주제들을 반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자원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불어넣
는 데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썼다.

UAE 국민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신뢰,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애
정을 선물했다. 이 책에서 살펴본 그의 여러 특성으로 보건대, 그는 이 선물에 충분히
만족했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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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르자흐 토후국에 기반을 둔 현지 아랍인 주재관이 매일매일 ‘휴전 해안’ 토후국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루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활동 중심지는 바레인으로 옮겨졌는데, 결코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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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두바이를 아부다비 토후국으로 임명하였다. 이 관리들에게 부여된 핵심 업무는 영국의 이익을 유
지시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통치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아랍 만은 정치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지역이 되었고, 인도 정부의(그리고 인도 정부의 시각에서) 지
역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런던 행정부의 요구를 갈수록 더 받게 되었다. 항공성(동쪽 항공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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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랍 만 현지에서는 인도 정부 출신의 베테랑들이 계속해서 조직을 지배하
고 있었다. 첫 번째 외무성 출신 정무 공사인 버로우스(Bernard Burrows) 경이 임명된 건 1953년이
되어서였다. 조직이 윤곽을 갖춰가는 복잡한 변화과정 속에서도 두 가지 일관된 요소가 존재했다.
첫째, 영국은 최소한의 재원 투입과 지역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
하면서도 아랍 만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통제를 하고 싶어했다. 둘째, 영국 관리들은 결코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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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두인족의 정치 조직, 부족 모델에서 명백하다. 인류학자들이 이 시스템의 다른 많은 측면에 동
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자율 단위의 극대화라는 핵심적 특징이 있다는 사실에는 의
견이 일치한다.” 쉐이크 자이드의 수완은 바로 이 사회적 상수를 변화와 발전이라는 전략하에서 적
용시킨 것이었다.
주로 남서쪽의 고대 풍요의 아라비아(Arabia Felix). 이곳은 사막의 아라비아(Arabia Deserta)와는 대조
적으로 어느 정도의 농업이 행해졌고, 하드라마우트(Hadramaut)와 예멘(Yemen)의 일부 지역을 아우
르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파르(Dhufar) 또한 풍요로운 아라비아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했다.
Sultan Muhammad Al-Qasimi (ed.) The Journals of David Seton in the Gulf, 1800-1809 (Exeter: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5), 28쪽 참조.
윌킨슨(J.C. Wilkinson)은 ‘부라이미(Buraimi)’라는 오아시스 지대 명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을
추적했는데, “이런 명칭이 붙여진 건 (…) 유럽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명칭의 기원은 ‘압
드 알-와합스 램 알-스합(Abd al-Wahab’s Lam‘ al-Shihab)’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필자의 소신으로는
19세기 초에 바그다드에 거주하던 인도 정부의 정무 공사들을 위해 우회적이고 특이하게 편집된 것
같다. (…) 옛 명칭은 투암(Tu’am) 또는 타왐(Taw’am)이었고 이 명칭은 지금도 여전히 타이마(Tayma)
에 남아 있다. al-’Ayn의 다른 이름으로 (…)” J.C. Wilkinson, Water and Tribal Settlement in South-East
Arabia: A Study of the Aflaj of O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33쪽, 주 1 참조.
J.B. Kelly, Eastern Arabian Frontiers (London and New York, NY: Frederick Praeger, 1964), 25쪽 참조.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Janet Abu-Lughod, Before Europea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과 K.N. Chaudhuri, Trade and Civilisation
in the Indian Ocean: An Economic History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Wilfred Thesiger, Arabian Sands (London: Longmans, Green, 1959; reprint London: Penguin Books,
1991), 259쪽 참조(재판본에서 관련 페이지 인용).
Kenneth W. Gleenie, “Evolution of the Emirate’s Land Surface: An Introduction,” in Edmund Ghareeb
and Ibrahim Al Abed (eds.), Perspectives on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Trident Press, 1997), 27쪽
참조.
바니야스 부족 중 하나를 연구했던 지리학자 윌킨슨 박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들
사회를 조직화했다고 주장했다. Wilkinson, Water and Tribal Settlement iη South-East Arabia, 55-72쪽
참조.
이는 아팔라즈(aflaj) 시스템과 알-아인(al Ain)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깊은 대수층과는

달리 비로부터 물을 보충받아야 하는 표층 대수층에 적용된다.
18 Clarence C. Mann, Abu Dhabi: Birth of an Oil Shaikhdom (Beirut: Khayats, 1969), 11쪽 참조.
19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 부족한 자원과 상대적인 인구 밀도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의 매우 오래된
경제 형태 중에서 다재다능한 부족민이라는 가장 특이한 현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유형의 다재다능
한 부족민은 지역과 시대에 걸쳐 널리 발견된다. 이 부족민은 겨울에는 사막에서 자신의 가축들과
함께 지내고, 여름에는 자신과 가축의 식량을 얻기 위해 해안으로 가서 어로를 한다. 그들은 대추야
자를 심고 수확하고 진주 채취에 참가하거나, 높은 고지대에서 기장을 파종 및 수확하고 해안에서
고기를 잡는데, 몇 달간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거나 또는 대상을 이끌거나 배를 몰고 나서다가 매우
다른 종류의 일에 종사하기 위해 복귀한다. 요약하면 이 지역에서는 언제나 적지 않은 수의 이런
부족민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낙타를 기르고 진주를 캐고 고기를 잡고 돛을 만드는 일에 정통했다.
Frauke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25-26쪽 참조.
20 태퍼(Richard Tapper)는 이 문제를 간명하게 표현했다. “유감스럽게도 중동 고유의 범주(원래 단어인
qabila, tai'ja, quam, 그리고 il이 부족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아마도 가장 평범한 부류의 범주)는 영어
단어의 ‘가족(family)’이나 ‘집단(group)’과 같은 단어처럼 특별할 게 없다. 한눈에 보아도 매우 일치
해 보이는 분절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어는 단순히 정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포된 기능이
나 경제적, 정치적, 유사성, 그리고 문화적 의미 측면에서도 모호하다. 영어 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랍 용어들의 모호함과 시스템의 유연성은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일상적인 절충을 위해 꼭 필요하
다.” Richard Tapper, “Anthropologists, Historians, and Tribespeople on Tribe and State Formation in the
Middle East,” in Philip S. Khoury and Joseph Kostiner (eds.), Tribes and State Formation in the Middle
Eas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56쪽 참조.
21 옛날부터 ‘아랍(Arab)’이라는 말은 ‘사막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베두인의 위대한
학자 자부르(Jibrail S. Jabbur)는 신성한 코란에 아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10번 이상 등장한다
고 언급한다. 물론 모든 아랍인이 사막에 의지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형성된 건 사막땅에서였
음을 계속해서 지적한다. “아랍인의 삶은 유목생활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아랍의
정착의식조차도 아랍 베두인족의 유목생활에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랍인의 정신적 특
성과 아랍인 삶의 차별적 특징을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 사막과 베두인족 삶의 이러한 특성과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사는 방식이 사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면, 아랍인들은 그 자신을 알거나 또는 자신의 독특한 자질과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족정신, 그리고 부족정신으로부터 유래하는 행위, 가족 연대, 그룹 지도자의 야망,
개인적 성향, 그리고 권위와 리더십을 둘러싼 논쟁－이러한 모든 것과 그 외 다른 문제들은 그 기원
이 부족 조직과 베두인족 삶의 영향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자부르는 오늘날에도 통용
되는 관습과 전통은 베두인족 삶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 중에서도 명예의 개념,
환대, 관용, 손님의 신성함, 정중함과 용감함을 열거한다. Jibrail S. Jabbur, The Bedouins and the
Desert: Aspects of Nomadic Life in the Arab East, translated by Lawrence I. Conrad, Suhayl J. Jabbur and
Lawrence I. Conrad 편집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29, 32쪽 참조.
22 르왈라(Rwala)와 알 무르아흐(Al Murrah) 부족은 이런 구술이 기록되어 있는 사례이다.
23 1924년 해리슨 박사(Dr. Paul Harrison)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을 예로 들면,
“아랍인들의 부족으로의 그리고 부족 정부기구로의 조직화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에 틀림없
다. 내가 아는 한, 그러한 부족 조직이 없었다면 아랍 어디에서도 이런 흔적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
을 것이다. 개별 아랍인이 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그 무엇도 그걸 막을 수 없지만, 그런 개인은 찾
아볼 수도 없다. 한 명의 아랍인은 때때로 한 부족을 떠나고 다른 부족에 합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사막이나 내륙의 오아시스 또는 해안 공동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는 그룹의 족장이나 우두
머리에게 충성을 바친다.” Paul W. Harrison, M.D., The Arab at Home (New York, NY: Thoma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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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ell Company, 1924), 126쪽 참조. 현대 사회의 파편화와 도시 생활의 발달로 인해 해리슨의 언급
이 갖는 보편성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부족의 정체성은 강한 힘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아랍에미리트로 연합한 바니야스와 다른 부족들이 순수한 아랍 이슬람교도이긴 하지만,
이런 동맹을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른 아랍인들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 전통과 이해관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부 아랍 만은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을 포함하고 있다.
‘부라이미(Burairni)’와 ‘알-아인(al Ain)’은 혼란을 야기한다. 현대 용법에서는 부라이미 오아시스 지
대의 아부다비 지역을 언급할 때 ‘알-아인’이 선택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용된 원래 출처에서는 예
전 말인 ‘부라이미’를 사용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출처의 온전함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학문 연구
차원에서 ‘부라이미’가 사용될 것이다.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חgdom, Vol. 2, Annexes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7),
11, paragraph 19 참조.
The Buraimi Memorials 1955: Saudi Arabia, Vol. 1, 3-4쪽 참조.
바니야스 부족 체계는 복잡하다. 그리고 특히 번역 용어의 모호함에 대한 태퍼(Richard Tapper)의 의
견(주 20 참조)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니야스는 때로는 하나의 부족으로 칭해지는데, 여러 개
의 집단, 소규모 집단, 그리고 소규모 부족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건 바니야스가 매우 분화된 모델
임을 의미한다. 바니야스는 협력 부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니야스 동맹(alliance)으로 묘사
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니야스의 ‘소부족’들을 아우르고, 외부적으로는 연합한 부족들을 포
함하는 ‘연맹(confederation)’으로 불리기도 했다. 불행히도 영어에서 ‘연맹’이라는 말은 아랍 부족의
의미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중요하고도 변하기 힘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지는 않은 여러 집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유연한 모델로서 바
니야스를 하나의 부족(tribe)으로 서술한다. 연합 부족으로 합쳐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거쳤고,
이 집단을 한데 뭉뚱그려 바니야스 동맹으로 표현된다. 어떤 유럽 언어에도 아랍의 현실과 딱 들어
맞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앞글에서 선택된 형태는 최소한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부족에 대한 연구는 그 깊이와 범위에 있어 상당히 다양하다. 가장 널리 연구된 부족은 나푸드
(Nafud,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사막－역자주) 와 루브 알-칼리(Rub‘ al Khali 아라비아반도
남부의 사막－역자주)의 부족이다. 예로 무실(Alois Musil)과 랜카스트(William Lancaste)는 나푸드 사
막의 르왈라 부족에 대해 영어로 기록을 남겼는데, 그들은 상당 기간 그 부족과 함께 생활했다. 비아
랍인 누구도 복잡한 부족 방언과 관습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부르
(Jabbur)가 The Bedouins and the Desert, 14-20쪽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막 민족을 주제로 다룬 아랍 저
술가들 대부분은 행정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그럴
듯하게 각색하는 역할을 했었음에 틀림없다.
작은 소그룹으로 분화된 이런 경향성은 ‘분절 조직(segmentary structure)’이라는 말에 반영되었는데,
부족 정치가 작동한 방식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부족들이 환경적 또는 사회
적 압력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을 하나의 모델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인류학 내에서의 논쟁처럼 지금껏 충분히 논의되었다. 명백한 것은 프리차드(Evans Pritchard)
가 고안한 원래의 분절조직과 모로코를 위한 겔너(Ernest Gellner)의 분절 조직에 대한 변형 모두 아
라비아 반도에서의 이런 상황과 많은 관련이 있지는 않다.
만 개 이상의 씨족, 소규모 부족 또는 분파가 있다는 추정도 있다. Jabbur, The Bedouins and the
Desert, 270쪽 참조.
상호간의 지지가 필요한 교류, 관습적 결합이나 더 나아가 적에 대한 복수에서는 더욱더 제한된다.
티비(Bassam Tibi)가 제시한 네 가지 범주인 신화, 기억, 가치, 상징을 확장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Bassam Tibi, “The Simultaneity of the Unsimultaneous: Old Tribes and Imposed Nation-States in
the Modern Middle East,” in Khoury and Kostiner (eds.), Tribes and State Formation East, 142쪽 참조.

35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관계의 ‘유형(type)’을 규정지으려는 인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이론적이
고 분석적인 체계가 아니라, 각 개인들이 관계들 속에서 느끼는 경험들이다. 즉 개인들이 자신과 가
까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naturally)와 손쉽게(effortlessly)”를 사용하는 말투와 생
각,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하게 적용한 순간 쉽사리(readily) 이해할 수” 있는 말투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생활의 구조이다. ‘형(brother)’에 관한 말들이 전통
적인 예이다. 한편으로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또한 공통된 조상이라는 측면
에서 형(brother)을 언급할 수도 있고, 또는 좀더 일반적인 말로 인류의 형제애(brotherhood of man)와
같은 언급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에 관한 말은 이와 같은 느낌이나 의미로 빈번히 사용된다.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ative Anthropology (New York, NY: Basic
Books, 1983), 57쪽 참조.
36 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26-27쪽 참조. 환대의 힘에 대한 중요한 인류학적 접근은 Aida Sami Kanafani,
“Aesthetics and Ritual in the United Arab Emir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79), 317-332쪽 참조.
37 Alois Musil,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Rwala Bedouins (New York, NY: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28), 438-454쪽 참조.
38 Ibid., 471-472쪽 참조.
39 Lady Anne Blunt, Bedouin, Tribes of the Euphrates, Vol. II (London: John Murray, 1879), 210쪽 참조.
40 Jabbur, The Bedouins and the Desert, 315-316쪽 참조. 문예학자인 그 역시 “내가 아는 한 다른 어떤
나라의 문학에서도 그런 보호 의무가 아랍인 문학 속에 나오는 아랍 정신(…)에 의해 부여된 것만큼
숭고하고 명예로운 수준으로 고양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한다.
41 Frank Henderson Stewart, Hono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02쪽 참조.
42 그러므로 ‘분절 이론(segmentary theory)’이라는 용어는 이 형태를 사회적 조직으로 표현했었다.
43 Paul Dresch, “The Significance of the Course Events take in Segmentary Systems,” American Ethnologist
13, No. 2, 319쪽 참조. (May 1986)
44 이러한 사례들은 Stewart, Honor, 83쪽 참조.
45 Steven Caton, “Power, Persuasion, and Language: A Critique of the Segmentary Model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19, No.1 (February 1987): 89쪽 참조.
46 Dale F. Eickelrnan, The Middle East: An Anthropological Approach, secon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9), 136쪽 참조.
47 물렌(Hendrik van der Meulen) 은 바니야스 부족은 “(…) 부족 연맹의 ‘교과서’적인 본보기이다. 왜냐
하면 그 조직화 능력은 다른 배경, 역사 그리고 생계수단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endrik van der Meulen, “The Role of Tribal and Kinship Ties in the Politic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Ph.D. dissertation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1997), 103쪽 참조.
48 물론 허드-베이에 의해 진행된 선도적인 연구인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그리고
더 최근의 Hendrik van der Meulen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Role of Tribal and Kinship Ties in the
Politics of the United Arab Emirates”는 예외이다.
49 주 29 참조.
50 자신의 가계에 기초한 강한 혈통적 독자성이 변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아무튼
바니야스 부족은 매우 강한 혈통과 가계의식을 가지고 있다. 릴라 아부-루그호드(Lila Abu-Lughod)가
아왈드 알리(Awlad' Ali) 부족을 관찰했을 때, “나 역시 자신의 가축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텐
트 생활의 목가적인 유목민을 기대했었지만 사막의 즐거움을 권하는 그 사람들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비록 그들이 집 옆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빛나는 손목
시계를 차고 (…) 라디오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으면서, 그리고 도요타 소형 트럭으로 여행을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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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와 달리 그들은 이런 걸 문화적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거나, 자신들이 더
이상 베두인족이 아니라는 우려할 만한 신호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하는 유목생활
과 사막의 혹독함에 대해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원래부터 생활 방식으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조직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엄밀한 부계(부계 친족)에 기반하고 도덕률에 의지하는
혈통과 부족의 규칙으로, 그리고 명예와 겸손의 규칙으로 자신들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회
적 영역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원칙들에 의해 질서가 잡힌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개개인의 정체성
과 타인과의 관계성을 규정한다. 이 원칙들은 아왈드 알리 부족에서는 ‘피(blood)(dam)[original
italics]’라는 개념으로 응축된다. 이 말은 난해한 의미와 거대한 문화적 힘이라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 Lila Abu-Lughod, Veiled Sentiments, 40-41쪽 참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니야스 부족에게 해당
된다고 해도, 그들은 많은 다른 부족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해진 것처럼(실제로) 보이는 관계 형성에
서의 개방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특히 알 나흐얀(Al Nahyan)은 영국의 기록에서 알 부 팔라흐(Al Bu Falah)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전
통에 대해서는 Jewellery and Pearls iη the History of Northern Omaη (Abu Dhabi: Juma al-Majid Centre
for Culture and Heritage, 1994), 36쪽에 번역된 Abdullah Bin Salih AI-Mutawwa, Al-gawahir wa
al-lafya fi tarikh ‘umaη al-shamaliy 참조.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1, Part 1, section D 참조. 이어지는 섹션은 부분적
으로 거기에서 제공되는 부연설명이다. 물렌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Role of Tribal and Kinship Ties
in the Politic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Appendices 1-3은 광범위한 개괄을 제공한다. 그는 그
시스템 안에 무려 27개의 크고 작은 파벌, 집단 그리고 소규모 집단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15개의
그룹과 소규모 그룹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1, Part 1, section D, 102쪽 참조.
부족 집단은 batn(협족), 하위 분파(fakhth, 반족)과 ashirah(씨족, clans)으로 불렸다. Encyclopaedia of
Arab Tribes (Cairo: Dar al-Fakr al-Arabi, 1996), Part 1, 21쪽에 번역된 Mohammed Suleiman El Taib,
Mawsu'at al-qaba’il al-arabiyya 참조.
Edward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Memoirs of Earlier Days in the UAE and Oman
(London: Quartet Books, 1988), 7쪽 참조.
물론 사실상의 근친결혼 관계여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Ibn Khaldun, The Muqaddimab, 249-274쪽 참조.
Mann, Abu Dhabi, 15쪽 참조.
Van der Meulen, “The Role of Tribal and Kinship Ties in the Politic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63-167쪽 참조.
Musil,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Rwala Bedouins, 471쪽 참조.
Paul Dresch, Tribes, Government, and History in Yemen (Oxford: Clarendon Press, 1993), 38쪽에 인용된
Bichr Fares, L'honneur chez les Arabes avant l'Islam (Paris: Librairie d’Amerique et d’Orient, 1932) 의
“C’est donc grâce aux éléments de l’honneur que les Arabes communaient dans les mêmes idées et
fratemisaient dans les mêmes pratiques pour constituer ce qu’on appelle une société” 참조.
Peter Lienhardt, “The Authority of Shaykhs in the Gulf: An Essay in Nineteenth-Century History,”
Arabian Studies II (1975): 61-75쪽 참조.
예를 들면 그 당시 젊은 정무 담당 행정관이었던 벅마스터(Martin Buckmaster)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이드에 대한 그들의 존경이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는 명백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The story of H.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iyan, P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Outline Series of Books, 1976), 36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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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도시 알-무하하크(al Muharraq) 앞바다였다. 오스만으로부터 아바단(Abadan)에 있는 정유공
장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였는데, 이 군대는 다음으로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위해 급파되었다.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1873-1957, Vol. VII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6), 58쪽의 “Administration Report for the Bahrain Agency for the Year 1914” 참조. 또한 David
Fromkin, A Peace to End all Peace: The Fall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Middle
East (New York, NY: Henry Holt, 1989), 201-203쪽 참조.
2 Michael Rice, The Archaeology of the Arabian Gulf(London: Routledge, 1994) 참조.
3 아랍 만을 외부 세계와 분리된 외딴 곳으로 기술하는 것은 서양 역사의 많은 오해 중 하나다. 아랍
만의 무역은 항상 외부 시장에 의존해 왔고, 상인들과 지역 통치자들 모두가 전개되는 시장 상황에
대해 늘 잘 알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은 시장 관련 소식들과 함께 전해지고 있
었다. Jack Goody, The East in the We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2쪽과 Richard
Hall, Empires of the Monsoon: A Histo교 of the Indian Ocean and its Invaders (London: Harper Collins,
1998) 참조(이 책 여러 곳에 언급됨).
4 Alan Villiers, “Some Aspects of the Arab Dhow Trade,” reprinted in Louise E. Sweet (ed.), Peoples and
Cultures of the Middle East: An Anthropological Reader, Vol. 1 (Garden City, NY: The Natural History
Press, 1970), 155-172쪽 참조.
5 이 주제에 관한 간단명료한 설명은 Kamal Salibi, A History of Arabia (Beirut: Caraban Books, 1980),
131-180쪽 참조. 인류학자인 리엔하르트(Peter Lienhardt)가 지적한 것처럼 외부와의 접촉은 내부 부
족간의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Peter Lienhardt, Shaikhdoms of Eastern
Arabia, edited by Ahmed Al-Shahi (Oxford: Palgrave Macmillan, 2001), 24-32쪽 참조.
6 이런 유형의 실체는 블랙-비초드(Jacob Black-Michaud)의 다른 글에서 언급 되었다. “(…) 어떤 주어
진 상황에서 명예를 둘러싼 모든 분쟁 또는 폭력적인 행동은 무슨 상황에서도 ‘명예롭게’ 반응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도록 각본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분쟁은 결국 모두 명성을 획득하고 증명하려는 동
일한 욕망 탓이라 할 수 있다. 명성으로 정치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휘권을 강화하면서 (…) 명예의
개념에 대한 바로 그 변덕스러움이 명예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은 애매모호한 지점을 제공하
고, 정치적 술수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낸다. 반목하는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명예롭고 어떤 행동이
명예롭지 않은지에 대한 불변의 규칙은 없다. 개인들은 명예의 개념을 자신을 만족시키고 사정이 허
락하는 쪽으로만 해석했고, 그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 Jacob
Black-Michaud, Cohesive Force: Feud in the Mediterranean and Middle East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75), 178-179쪽 참조.
7 아랍 부족의 분쟁과 동맹 대부분은 비교적 기간이 짧다. 히나위-가피리(Hinawi-Ghafiri) 분쟁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반목이 깊어지고 강화된 유럽이나(알바니아의 예와 같은) 북아프리카 일부의 반목
구조에 훨씬 더 가깝다. 하지만 이런 파괴적인 사회적 힘 이면에는 영원한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
와 능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 가장 주목할 만한 예가 바로 바니야스 부족동맹 체제이다. David
M. Hart, “Clan, Lineage, Local Community and the Feud in a Rifian Tribe,” reprinted in Sweet (ed.),
Peoples and Cultures of the Middle East, Vol. 2, 3-75쪽 참조.
8 Frauke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276쪽 참조.
9 유럽 역사가들은 중세 독일과 이탈리아를 극단적으로 대립케 했던 구엘프-기벨리네(Guelf-Ghibelline,
중세 이탈리아 정계에서 대립했던 두 정파－역자주) 투쟁에서의 평행상 패턴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The Hutchinson Dictionary of World History (Oxford: Helicon Publishing, 1993), 248-249쪽 참조.
10 이 논의는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276-277쪽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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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에서 주로 로리머(J.G. Lorimer)와 마일스(S.B. Miles)의 연구를 인용한다.
전통적인 해석은 예를 들면 J.C. Wilkinson, Water and Tribal Settlement in South-East Arabia: A Study
of the Aflāj of O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224-225쪽에서 혈연집단 동맹이라는 점
에서 ‘내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shaff). 그렇게 되면 이 분석에서는 히나위-가피리의 극단적 대립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히나위는 ‘남부 아라비아’ 카흐타니 부족과 같고 카피리는 ‘북부 아라비
아’ 니자리 부족과 같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분류는 현실적 근거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래 주석 11 참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정치체제가 한편으로는 분리주의자의 광신적인 행동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는 엄격한 부족동맹체제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X 이면 Y 이다’와 같은 하나의 각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부족이 아드나니 혈통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가피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과 맞지도 않고 오만(Oman)의 정치
적 상황 전개와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광적인 부족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였다. 확실히 후자(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점진적 변화는 앞서 언급한 설명하기 힘든 경
향의 대부분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학자들은 부족과 Hinawi 및 Ghafiri 부족 세력
리스트를 만들었다. 가피리는 거의 아드나니 부족만큼 많은 야마니(Yamani) 부족들을 포함하고 있
다는 사실이 이 리스트를 통해 명백해졌다. 마찬가지로 히나위는 야마니 부족만큼 많은 아드나니 부
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윌킨슨이 주목한 것은(주석 10 참조), 그런 혼합된 부족 기원을 가진 히나
위와 가피리 세력의 등장이 오만에서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발전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었다. 부족 간
결합의 재구성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동맹과 주종관계를 낳았다. 윌킨슨은 생존을 위해 물에
의존했던 몇몇 부족에게는 물 자원(al aflaj)에로의 접근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집단은 하나의 부대처럼 행동했고, 어떤 부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히나위
나 가피리 중 하나에 참여했다. 야마니 혈통 부족들과 히나위가 그리고 아드나니 혈통과 가피리가
연합한 이유는 두 그룹 내의 부족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가피리의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나세르
(Muhammad Bin Nasser)는 히자즈(Hijaz)와 나즈드 혈통을 가진 아드나니 부족 그룹에서 태어났다.
칼리파 빈 무바라크 알 히나위(Khalaf Bin Mubarak Al Hinawi)는 예멘에서 기원한 아랍 부족 출신이
다. 오만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오랜 기간이었지만, 1718년 이맘 술탄 빈 사이핀
(Imam Sultan Bin Sayfin)이 죽은 후 그 지역을 요동치게 한 내란으로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었다.
Wilkinson, Water and Tribal Settlement in South-East, Arabia, 224-228쪽 참조.
Muhammad Morsy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A Modern History, new edition (Westerham Hillִֶ:
Hurtwood Press, 1994), 110쪽 참조. “(…) 18세기 말 오만 해안(Coast of ‘Oman)에서 두 개의 독립적
인 동맹이 출현했다. 라스 알 카이마흐(Rᾱs al-Khaimah)를 중심으로 한 카와심(Qawᾱsim) 동맹, 그리
고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바니야스 부족동맹.”
Clarence C. Mann, Abu Dhabi: Birth of an Oil Shaikhdom (Beirut: Khayats, 1969), 20쪽 참조.
한 견해에 따르면 그 섬은 가젤의 아버지(Abu Dhabi)가 아니라, 가젤의 어머니(Umm Dhabi)라고 불
리웠다. Hamdi Tammam, Zayed bin Sultan Al-Nahayyan: The Leader and the March, second edition
(Tokyo: Dai Nippon Printing Company, 1983), 21쪽 참조.
바니야스 부족 내의 알 나흐얀(Al Nahyan)의 역할에 관해서는 1장 참조.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21쪽 참조.
쉐이크 디얍(Shaikh Diyab)은 알 부 팔라흐(Al Bu Falah)의 다른 분파에 의해 살해당했다. 살인자는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살인을 계획했다. 그의 아들 쉐이크 샤크부트(Shaikh Shakhbut)가 10명의 공모
자를 조사해 처치했지만, 실제 그의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는 그 지역에서 도망쳤다. Alan de Lacy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United Arab Emirates, Vol. 1 (Gerrade Cross: Archive Editions, 1991),
31쪽 참조. 이 문헌은 핸넬 대위(Lt. S. Hennell) 등에 의해 작성되었고, 봄베이 정부 기록보관소에서
1761년부터 1831년 말까지의 “Historical Sketch of the Beniyas Tribe of Arabs”으로 재출간되었다.

18 어떤 경우에는 침략자들의 숫자만으로도 갈라져 있는 부족들이 대항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부
족 집단은 침략에 맞서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했다. 이런 일시적인 동맹은 불안정했고 오래 유지
되기도 어려웠다. 이것이 바로 와하비 약탈자들에게 유리한 점이있다.
19 “쉐이크 사이드(Sheikh Saeed bin Tahnoun)와 그의 군대가 브리미(Brymee)[알-아인] 근처 지역을 점령
하고 있는 동안 아와미르(Awamir)의 한 분파가 그와 합류했는데 200명이라는 숫자였다는 사실을 보
고 드립니다. 그때 그는 네즈이스(Nedgdees)에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나임 시프 빈 후무
드(Naeem Syf bin Humood)와 그들 동맹에게 사람을 보내 초대함으로써 그를 재촉했습니다. (…) 조
와히르(Zowahir) 부족은 충성을 맹세하고 그와 동맹을 맺었고 시프 빈 알리(Syf bin Ali)와 함께하던
조와히르(Zowahir)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시프 빈 알리를 버리고 사이드 빈 타흐눈(Saeed bin
Tahnoon)에게 갔습니다. 간추리면 5월 4일 사이드 빈 타흐눈과 그의 군대는 조와히르 부족들과 함께
자신의 성 안에 있던 시프 빈 알리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 그는 하루종일 싸웠지만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이드의 손에 넘기고 성을 떠났습니다. 사이
드는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말과 낙타를 빼앗고 그 성을 파괴했습니다.”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2, Annex B, No. 11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7), 56-57쪽 참조.
20 더 최근의 예는 쉐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Shaikh Khalifa Bin Zayid)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위
대한 통치자’ 자이드(Zayid the Great)는 바니야스를 지도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다 90세에 생을 마감했다.
21 이 일에 관해서는 “The Historical Sketch of the Beniyas Tribe,” in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31-63쪽 참조.
22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33쪽에서 인용. 통치자의 용감무쌍한 자질에 대한 그 당시
의 풍부한 설명은,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27-65쪽, 봄베이 정부의 기록보관소 발췌본으로
재출간된, NO. ⅩⅩⅣ, New Series 1856, 461-496쪽 참조. 봄베이 정부 기록보관소의 기록은 소문
그리고 사실과 신빙성 없는 요소가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23 Records of the Emirates, Vol.1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90), 222, 547-549쪽 참조.
24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2, 35쪽에서 Letter from Captain John Pepper, May 16, 1835 참
조.
25 이런 경우 새 통치자는 전임자에 반기를 든 음모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 쿠데타가 진압된 후에
가족으로부터 후임자로 선정되었다. 쉐이크 칼리파(Shaikh Khalifa)와 쉐이크 술탄(Shaikh Sultan)은
이사 빈 칼리드(‘Isa Bin Khalid) 부족원과 그 가족의 사적인 복수 행위로 살해당했다.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55쪽 참조.
26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54쪽 참조. 이 문헌은 디스브로웨 대위(Lt. H.F. Disbrowe)가 제공한
이전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Conclusion to the Year 1853”이다.
27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55쪽 참조.
28 Peter Lienhardt, “The Authority of Shaykhs in the Gulf: An Essay in Nineteenth-Century History,”
Arabian Studies Ⅱ(1975), 61쪽 참조. 이 문헌은 통치자가 행동을 위해 암묵적인 또는 실제적인 동의
를 얻어낼 필요성과 통치자들이 훌륭하게 수립된 정치적 가치체계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분석이다.
29 1845년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 떠났었다.
30 바니야스 부족간의 정치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비교대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장에서 간략히 설명했다. 관습, 전통 및 직접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구조는 Sir
Lewis Namier의 Structure of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Ⅲ (London: Macmillan & Co., 1929)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760년에 존재하던 발전하고 성숙한 체제에서
‘이익’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Namier의 주장은 도전받고는 있지만,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
31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통치하는 국민의 존경과 호의라는 안전한 기반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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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욱더 많은 부족을 동맹으로 묶을 수 있는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 통치자가 이
런 정책 노선을 추구할 때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Zayid the Great)와 자이드 빈 술판(Zayid Bin
Sultan)처럼 놀라운 성공이 가능했다.
쉐이크 자이드(Shaikh Zayid)는 아부다비 지역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바이에 신중하게 피신해
있었다. 그는 형제와 연합해 통치해야 했지만, 시작부터 그가 우세한 지위였던 건 분명하다.
Lienhardt, “The Authority of Shaykhs in the Gu1f,” Lienhardt’s Oxford D.Phil. thesis 참조. 부분적으로
재출간된 Shaikhdoms of Eastern Arabia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장한다. 특히 165-227쪽 참조.
이 주제에 관해서는 1장과 Alois Musil,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Rwala Bedouins (New York,
NY: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28) 참조.
그가 쉐이크 칼리드 빈 술탄(Shaikh Khalid Bin Sultan)을 단독으로 살해했던 우연한 만남이 베두인
사이에서는 전설이 되었다.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7쪽 참조.
이 과정에 관해서는 Henry Rosenfeld, “The Social Composition of the Military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inf the Arabian Desert,”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Society 95 (1965): 75-86, 174-194
쪽 참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성지의 최고 관리로 승인된 알 키라이스(Al Qyraysh) 부족의 구성원 모두는 예
언자 마호메트(PBUH)의 직계손에게 부여되는 ‘샤리프(Sharif)’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기록은 그
샤리프의 이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날짜상 그는 아마도 아운 알 라피크(Aun Al Rafiq)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J.G. Lorimer, Gazetteer of the Persian Gu!f, Oman and Central Arabia, Vol.
2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6), 772쪽을 참조. Lorimer는 자이드가 순례여행 후 20년 이상
이 지난 후인 1904년 “그는 마크카흐(Makkkah) 샤리프에게서 장식된 훌륭한 암말을 받았다”고 말한
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8쪽 참조.
The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Persian Gulf Political Residency and Muscat Political Agency for
1891-92 참조. “이전 시대에 (…) 부족은 자신의 요구가 만족될 때까지 그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부다비 수장[위대한 통치자 자이드(Zayid the Great)]의 주선으로 인해 베두인들은
그들의 익숙한 행동 방침을 멈추게 되었다. 브리이미(Bereymi)[알-아인(al Ain)]에서 아부다비 수장과
나인(Nain)의 알 부 카루반(AI-Bu-Karuban) 지역 사이에 평화가 확립되었고, 그는 그 성주의 딸과 결
혼했다. 얼마 전까지 한동안 조와시미(Jowasimi)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해 베니 카탑(Beni Katab)과 베
니 카압(Beni Kaab)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베니 가프리(Beni Ghafri) 부족 모두는 이제 아부다비 깃발
아래서 싸운다고 전해진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4, 519쪽 참조. 만은 모든 이슈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쉐이크 자이드(Shaikh Zayed)가 계속되는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토후국의 여러 사건에서 중재자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의 소행으로 생긴 많은 분쟁에 휘말려들었다.” Mann, Abu Dhabi, 56쪽 참조.
예를 들면 the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Persian Gulf Political Residency and Muscat Political Agency
for 1889-90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8월에 카트르(Katr) 침략자들에 맞서 바니야스와 제휴해
보조를 맞추기로 계약을 통해 맹세한 알 모라흐(Al-Morrah) 부족의 유력한 집단.” Records of the
Emirates, Vol. 4, 508쪽 참조. 다른 곳에서도 만은 성지순례여행 후에 쉐이크 자이드는 “여러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언제나 쌍방간의 평화를 확립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883년 그는 움 알 카이와인, 아즈만, 라스 알 카이마흐, 사르자흐 토후국 그리고 누아임(Nu’aim) 부
족과 관련해 만연해 있던 현저한 반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Mann, Abu Dhabi, 57쪽 참조.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8쪽 참조.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Ⅵ, 11쪽에서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Persian Gulf
Political Residency for 1905-1906” 참조.

44 그와 알-아인 지역의 알 다와히르(Al Dhawahir)와의 관계는 군사적 행동에서 자비로 변화한 것이 특
징이다. 두 가지 수완은 적으로서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그 부족의 안전을 보장했다. Lorimer,
Gazetteer of the Persian Gulf, Oman and Central Arabia, Vol. 2, 770-772쪽 참조.
45 로리머(Lorimer)는 이 수입이 진주 채취에 대한 세금과 6만 2000파운드에 달하는 다른 진주 채취로
인한 수익을 합쳐 7만 5000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로리머의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Zayid
the Great)에 대한 언급은 또한 흥미롭다. “지금의 쉐이크는 (…) 자신의 압도적 권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그의 왕국을 절대적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라비아의 토후국에서처럼 베두인 지
역의 국민들에 대한 그의 지배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그의 권위가 이상하리만큼
위대했다. 그는 단연 현재까지 Trucial ’Omᾱn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의 영향력이 지역 전
체에 걸쳐 “지배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Lorimer, Gazetteer of the Persian Gulf, Oman and Central
Arabia, Vol. 7, 409쪽 참조.
46 Lorimer, Gazetteer of the Persian Gulf, Oman and Central Arabia, Vol. 7, 410-411쪽 참조.
47 아라비아 만의 영국 관료체체에 대한 설명은 1장의 주 5 참조.
48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2, 97-112쪽에서 1844년 ‘휴전 해안’ 토후국들을 방문한 Arnold
Burrowes Kemball 대령의 보고서 참조.
49 조약 제3조의 추가 조항이 새로운 변화였다. 그 시점까지 1843년의 10년 정전 라인을 준수해온 조
인국들은 어떤 침략 행위로도 보복하지 않고, 대신 영국 정무 공사나 바시도르(Bassidore)에 있던 영
국 함대 사령관에게 “누가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보고하기로
(…)” 약속되어 있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2, 143쪽 참조.
50 1868년 영국의 해군함대가 아부다비 앞바다에 정박했고, 바레인의 통치자 및 그의 동료들과 연합하
여 카타르를 공격한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Zayid The Great)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1853년 조약은
조인국들 간에 해상 전쟁만을 금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공격은 적법성 여부가 모호했다. 카타르는
조인국 중 일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그 규정을 깨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1853년의 해상
조약 규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Records of the Emirates, Vol. 3,
527-560쪽 참조.
51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논의는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6-103쪽 참조. 그가 요약한 것처
럼 “'Abῡ Dhabi의 영국 및 영국 대표자들과의 거래는 (…) 놀랄만큼 침착했다.”
52 그러나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실수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그는 개방적인 통치자들처럼 프랑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 같은 외부 강대국들의 접근에 응했
다. 그는 또한 테헤란 왕실로부터 밀사를 맞이해 영국 정무 공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
만 1853년 조약에는 이런 활동들을 금지할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53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 Vol. Ⅵ, 11쪽에서 “Administration Report on the Persian Gulf
Political Residency for 1905-1906” 참조.
54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6-98쪽 참조.
55 육지에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노예무역과 무기 공급이었는데, 이것들은 부족 지도자들 간의 많
은 충돌을 야기했다.
56 그들은 1836년에 떠났고, 1845년과 1869년 더 많은 이들이 뒤를 따랐다.
57 런던의 반대 이유는 1871년 알-하사(al Hasa) 지방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이 카타르와 이웃하고 있는
알 타니(Al Thani) 통치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외무성은 오스만 제국과의 연합으
로부터 알 타니를 빼내길 원했고, 아부다비의 쿠르 알-우다이드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영국의 지원
이 광범위한 영국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다. 1881년이 되어서야 외무성은 자신의 입장
을 뒤집었다. 그리고 아부다비의 식민지 점유가 오스만과 대립하던 영국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58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4, 327-330쪽에서 “Memorandum on the causes of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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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haikhְ Za’eed-bin-Khalifah, Chief of Abu-Dhabi and Shaikh Jasim-bin-Mohamed Thani, and the
raids made by each of them on other tribesmen or dependents” 참조.
이런 존중의 분위기는 쿠르 알-우다이드 지역에 대한 긴 편지에 나타나는데, 결국 1877년 인도 정부
가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 위원회의 총독은 오다이드(Odeid)에 있는 식민지 주
민과 아부다비의 바니야스 부족 본대간의 화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을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분리파들을 제압하려는 아부다
비의 토후국 수장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당신에게 위임한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4, 299
쪽 참조.
재출간된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92쪽에서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Trucial Coast of
Oman for the Year 1909” 참조.
Ibid., 91쪽에서 “Relations of Trucial ’Omᾱn with the Sultanate of ’Oman, 1892-1907” 참조. “(…) 지난
10년 동안 오만의 술탄은 그의 베두인 부족을 억눌러주는 조건으로 아부다비의 쉐이크에게 해마다
보수금으로 현금 3000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 동쪽으로 다히라흐(Dhahirah)의 이브리(Ibri)까지
그리고 어쩌면 루우스 알-지발(Ruῡs-al-Jibal) 지역에서도, 이 지역들 모두는 술탄의 영지에 속했음에
도 불구하고, 쉐이크 자이드 빈 칼리파흐(Shaikh Zᾱid-bin-Khalifah)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이이드 파
이살 빈 투르키(Saiyid Faisal-bin-Turki)[오만의 술탄]의 영향력을 능가했다.”
J.C. Wilkinson, Arabia's Frontiers: The Story of Britain's Boundary Drawing in the Desert (London: I.B.
Tauris, 1991), 70-75쪽 참조.
1879년 1월, 주재관이었던 로스 대령(Lt. Col. Edward Charles Ross)은 인도 정부에 서신을 보냈다.
“아랍 만에 오스만인들이 출현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만큼 영국의
지배 지역은 다소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4, 323쪽 참조. 결국에는 인도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끝나게 될 아랍 만에서의 무기무역의 원
활한 순환은 영국의 상당한 관심사였다.
조약문은 재출간된 Records of Emirates, Vol. 4, 243쪽 참조.
1900년대부터 ‘추락하는 영향력’에 대한 공포가 점점 강해졌다. 1901년 6월 19일자 주재관에게 보
낸 편지에서 분명해진다. 그 편지는 추락하는 영향력의 문제가 이미 최고수준으로 인도 정부에서 논
의되었다고 언급한다. 논점은 “(…) 로스 대령 시대에 처음에는 ‘휴전 해안’ 통치자 모두 그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눈도 깜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펠리 경(Sir L. Pelly) 아래에서는 더욱 더 심
했다.” 이 편지가 전달된 정무 공사 켐볼 대령(Lt. Col. Kemball)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주재
관들은 예전처럼 여전히 신속하고 권위 있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치자 중 누가 무례한 행동
을 했을 때 주재관의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재관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보호권을 확립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미 우
리의 이익과 영향력이 현저했고 계속 그러하기를 바라는 ‘휴전 해안’의 통치자들과 다른 지도자들
에게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좀더 보호권 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제안할 수 있는가?”
영국 관리의 공손한 언어로 표현된 이 말은 실제로 주재관이 좀더 엄격하게 통치하라는 명령이었고,
주재관은 그것을 실천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37-38쪽 참조.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26쪽에서 Memorandum, November 19, 1898 참조. 또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81쪽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한 제안을 주재관
에게 질문한 1902년 4월 15일자 편지 참조.
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106-119쪽에서 Hansard Parliamentary Debates, 4th series, May
5, 1903 참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처음으로 러시아와 프랑스의 군함이 (…) 아랍 만으
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 러시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사들은 여러 지점으로 임명되고 있다.
(…) 그리고 영국의 권위를 비방하는 아라비아 전단지들이 자주 부족 사이에 뿌려지고 있다.”(108쪽)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109-110쪽 참조. “(…) 아랍 만에서 (…)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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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첨예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외무상이었던 랜스돈(Lansdowne) 후작은 “내 생각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116쪽).
이것은 인도 방식으로 ‘Durbar’라고 불렀다.
커즌 경의 아랍 만 여행에 관해서는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125-181쪽, 특히 133쪽 참조. 영구
평화에 관한 1853년 조약은 단지 “바다를 통한 복수 행위”와 “완전한 해상 휴전”에 대해서만 유효
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2, 142-143쪽 참조.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133쪽 참조.
자신의 연구에서 무함마드 모르시 압둘라(Muhammad Morsy Abdullah)는 커즌 경이 제안하고 콕스가
실제화한 “적극적인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 상태(Status quo)’는 커즌 경의 용어였지
만, 사실 이 말은 보호령을 선언하는 짧은 수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 원칙의 확장이었다. 이 방안은
외무성에 의해 거부되었다.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27쪽 참조. 영국 정부는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개입했던 전체 역사 기록물을 모으고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개의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가 1903년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살단하(Jerome A. Saldanha)에게 주어진 임무로
1600년부터 1905년 사이에 아랍 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조사 및 개괄하고 편집하는
것이었는데, 봄베이에 보관중인 공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06년 공무상 용도를 위해
Selections from State Papers, Bombay로 출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살단하의 요약(Saldanha’s Precis)”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로리머(J.G. Lorimer)에게 위임된 연구로 이 지역의 사람들과 지리에 관해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1908~15년 사이에 Gazetteer of
the Persian Gulf, Oman and Central Arabia로 출간되었다. 두 연구 모두 배포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록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Ibid., 142쪽에서 “Address delivered by His Excellency Lord Curzon, Viceroy and Governor-General of
India, to the Trucial Chiefs of the Arab Coast, at a Public Durbar held at Shergah on the 21st November
1903” 참조.
Ibid., 36-37쪽에 나오는 편지인 Barnes to Kemball (Political Resident), June 10, 1901 참조. “위대한
총독 각하는 어떤 외국 군대라도 이 부족들을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
장 그 부족을 우리의 보호령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수장들의 내부 문제에 끼어들 준비가 항상
되어있지 않는 한 (…)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하의 의견에서 이 부족들을 다루는 진짜 방법
은 현명한 지배 정책으로, 가끔은 포함(砲艦)을 동원해, 그리고 호된 보복을 통해 (…) 어떤 수단에
의해서 수장직을 상속받았든, 자신의 의사로 우리의 승인을 청하러 오는 이들에 대해 영향력을 획득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수도 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60쪽에서 T.C. Fowle (Political Resident, Bushire) to Aubrey
Metcalfe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March 17, 1939 참조.
1900년 공식적으로 지위를 승인할 때 영국 해군은 ‘위대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를 위해 축포 다
섯 발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지역의 다른 통치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세 발을 발
사했다.
깃발 이슈는 복잡한 문제였다.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와 다른 쉐이크들은 깃발의 정치적 의미에 강
하게 반발했다. 1820년 조약문서에서 제3조는 ‘우호적인 아랍인들’ 깃발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중앙
에 빨간색 직사각형이 있는 하얀색 깃발이었다.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 문서의 아라비아 원문이
통치자들에게 보내졌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5, 176쪽 참조.
이 사건의 전모는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99-101쪽 참조.
콕스는 1904년 4월 정무 공사 대행으로 임명되었고, 1909년 1월에 정무 공사로 임명될 때까지 임시
정무 공사 자격으로 일했다.
이 복잡한 사건은 확립되어 있던 동맹과 연합 형태를 무너뜨리려 했던 에미리트의 한 토후국(U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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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Qָaiwain)의 새로운 젊은 통치자 때문이었다. 그는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가 주관했던 쉐이크 회
의의 결정을 비웃었다. 이로 말미암아 두바이, 사르자흐, 그리고 아즈만 통치자들과 동맹을 맺고 있
던 자이드는 전통적인 해결방식을 감행했다. 콕스는 군함 두 척을 끌고 나타나 이 사태를 끝낼 것을
강요했다. 인도 정부의 비망록에서, 그는 자이드가 억류하고 있던 몇몇의 부족원을 바다를 통해 아
부다비로 보냈기 때문에 해상 휴전에 대한 형식상의 위반이 있었다는 근거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
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464-465쪽 참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101-102쪽 참조.
Records of the Emirates, Vo. 5, 37, 104쪽 참조.
Lorimer, Gazetteer of the Persian Gulf, Oman and Central Arabia, Vol. 2, 752쪽 참조.
Ibid., for the September 1905 and subsequent April 1906 meetings 참조.
Ibid., 753쪽 참조.
재출간된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86-87쪽에서 Letter of June 18, 1904 to L.W. Dane,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Simla 참조.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32-38쪽 참조.
Ibid.,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Obaid A. Butti, “Imperialism, Tribal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Ruling Elites: A Socioeconomic History of the Trucial States between 1892 and 1939,” Ph.D.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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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영국 정무 공사였던 바레트 대령(Lt. Col. Cyril 바레트)은 “1910년의 불행한 히야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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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사무실에서 죽었다.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Zahlan, The Ori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243-244쪽 참조. 1929년 바레트 대령은 재직하는 동안 “후임자 어느 누구도 콕스 경이 가졌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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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고 이 접촉의 부족은 우선 전쟁에 몰두한 탓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용 요트를 철수시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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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방문 과정에서 (…) 서로를 동화시키려는 힘의 역학관계에 처한다. 손님은 그의 힘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호의’ 안으로 통합시키려 애쓰는 주인의 통과의례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주재관은
환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힘과 지위가 약화됐다. 카나파니는 “주인의 힘과 손님의 힘을 요약해보
면 주인-손님 양극단 각각의 요소는 방문 상황을 지배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적절한 상호관계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심각한 장애요소였다. Aida Sami
Kanafani, “Aesthetics and Ritual in the United Arab Emir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79), 318, 332쪽 참조.
Zahlan, The Or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27쪽 및 주 97 참조.
1921년 1월, ‘중동’을 다루기 위한 최상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임무가 떨어졌다. 이어진 책무의 재조
정은 1926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다시 재조직화됐다. 그리고 1928년 새로운 배치는 한 번 더 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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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책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특이했기 때문에 조약을(조약은 늘 통치자들에게 구속이었다) 항
상 지키는 건 아니었고, 영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통치자는 주어진 문제에 대
해 영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전하게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대개는 영국 대리인들 자신도 런던이
나 델리에서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랍 만에서의 영국 정책
은 과도기였다.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휴전 해안에 요구되는 새로운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다.” Zahlan, The Ori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66쪽 참조.
보호령에 대한 견해가 다시 제기되었다가 다시 거부되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101-116쪽
참조.
Ibid., 34쪽 참조.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1, 28쪽 참조.
J.B. Kelly, Eastern Arabian Frontiers (London and New York: NY: Frederick Praeger, 1964), 115-123쪽
참조.
‘위대한 자이드’의 큰아들이자, 자신의 의사로 통치자의 지위를 거부했던 쉐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Shaikh Khalifa Bin Zayid)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 쉐이크 사크르 빈 자이드(Shaikh Saqr Bin Zayid)
가 그의 형으로부터 권력을 폭력적으로 빼앗았을 때, 술탄(Sultan) 그는 그의 조카들 샤크부트
(Shakhbut), 하자(Hazza), 칼리드(Khalid) 그리고 자이드(Zayid)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호적인 부족들에게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웃하는 부족－두바이,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조카들을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데 실패하자, 쉐이크 사크르는 살아남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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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칼리파(Khalifa)와 무함마드(Muhammad)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마
침내 격변과 폭력에 맞서 뭉친 알 나흐얀 통치 가계가 쉐이크 술탄(Shaikh Sultan)의 아들을 지지하
는 데 뜻을 모았다. 새로운 통치자, 쉐이크 샤크부트는 1928년부터 그의 삼촌들과, 특히 칼리파 빈
자이드(Khalifa Bin Zayid)의 분명한 지지를 받으면서 통치했다. 한편 그는 그의 형제들과 서로간에
결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들 어머니들에 의해 이 협정은 그들 모두에게 의무
지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Zahlan, The Ori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42-45쪽 참조.
107 Residency Agent, Sharjah, to Political Resident, Bushire, and a report transmitted via G.C. Barrett,
Political Agent, Bahrain 참조. 사르자흐의 주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여전히 엄마 품에 있던 작은
소년 자이드(Zaid) [물론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를 그녀는 부라이미(Buraimi)[알-아인(al
Ain)]의 부티(Butti)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갔고, 지금도 그녀는 그곳에 살고 있다. (…) 부티는
바니야스 부족의 키바이사티스(Qybaisatis) 분파 지도자 중의 하나였고, 이는 이 분파가 지금의 아부
다비 쉐이크(Shaikh)에게 갖고 있는 적의를 설명해준다.” 비록 이 글은 풍문에 의거한 기록이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정확해 보인다. Rush, Ruling Families of Arabia, 144쪽 참조.
108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52쪽 참조. “유년기의 자이드는 7살 이후로 꾸준히 아버지
의 마즐리스 모임에서 재잘거리곤 했다. 그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 궁금한 것을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걸 결코 멈추지 않았다.”
109 쉐이크 자이드가 그의 몇몇 평생 친구들과의 관계를, 특히 알 쉐이바 빈 하밀, 무바라크 빈 파드힐,
무함마드 빈 아흐마드 알 아타이바(Al Shaiba Bin Hamil, Mubarak Bin Fadhil, Muhammad Bin Ahmad
Al Otaiba), 그리고 나중에 아흐마드 칼리파 알 수와이디(Ahmad Khalifa Al Suwaidi)와의 관계를 발전
시킨 건 이 기간 동안이었다. Shaikh Zayid’s later interview with the Egyptian journalist Wagi Abu
Zahri in Akhbar al-Yawm, January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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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족들에게 보상해줄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로 그는 자신 스스로 서약을
하고 지역 무역상에게 돈을 빌려 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그럼으로써 부족들과의 신뢰를 유지
할 수 있었다. Frauke Heard-Bey, “Der Prozess der Staatswerdung in arabischen Őlexportlȁndern,”
Vierteljahreshefte fǖr Zeitgeshichte 23, No. 2 (April 1975), 182쪽, 주 59 참조. 쉐이크 샤크부트의 경우는
절대적인 재원의 부족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출에 대한 접근이 더 문제였다.
6 Roderic Owen, The Golden Bubble: Arabian Gulf Documentary (London: Collins, 1957), 93, 98쪽 참조.
저자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쉐이크 샤크부트는 이 책의 영웅이다.”
7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73-87쪽 참조. 다양한 통화가 아랍 만에서 유통되었는데, 18세기에 가
장 선호받는 화폐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사(Maria Theresa) 은화인 탈러(thaler)였다. 하지만 대
부분은 인도 루피로 지불되었다.
8 그 계약과 재무적 합의에 대해서는 Ibid., 609-619쪽 참조.
9 Ibid., 641-6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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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층도 없었고, 탐사해야 할 지대의 크기와 힘든 작업 조건으로 인해 투기적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해안 쪽의 한 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 석유 탐사로 1,2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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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내는 건 런던에 있는 정부였는데, 그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지역 통치자들과 거래
해 추가 이권을 획득하기 전에 영국 회사가 그러기를 열망했다. 조약에 의해 영국 정부는 토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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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는 그 잠재적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을 개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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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297-312쪽, 특히 303쪽 참조.
Zahlan, The Origin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22-123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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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aikh Shakhbllt Bin Sultan Bin Zayed, Ruler of Abu Dhabi to the Political Agent, Bahrain 참조.
Telegram from the Political Resident, Bushire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dia, London, dated May 8,
1939 참조. “현재 쉐이크들은 우리가 영국인들과 비이슬람권 외국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법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 하지만 ‘공식적인{original emphasis}’ 양도의 문제로 쉐이크들
에게 접근할 경우 아마도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적어도 그들 중 몇몇의 경우
는 사법권 양도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8,
135쪽 참조. 이 문제는 같은 날 주재관이 국무성에 보낸 편지에서도 다루어졌다. 주재관은 영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인 지배를 확대해가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1) 쉐이크들은 단
지 전시입법이라는 우리의 의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2) 그들이 보상(quid pro quo[original emphasis])
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Abu Dhabi, Sharjah 그리고 Ras al Khaimah의 쉐이크들은 추구하는 사법권
양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137쪽 참조.
이 각성은 거의 1년 만에 결실을 맺는 데 성공했다. 1946년 12월 21일 런던의 영국 정부는 아부다비
를 과거 어느 때보다 영국의 세력권 안으로 더 견고하게 하는 ‘휴전 해안’ 규칙(Trucial States Order)
을 공표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169-192쪽 참조.
쉐이크 자이드는 모리스에게 그 전쟁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거였다고 언급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The story of the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iyan. P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Outline Series of Books, 1976), 29쪽 참조.
1946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시에 본부를 둔 중동 학회는 성명서 발표 형식으로 그 의도를 표현했
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재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은 중동에 대한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정치 전략적 개입을 하게 되었다. 전략적으로 중동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
륙을 잇는 거대한,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권력의 샘이 흩어져 있는 교차로였다. 그리고 중동은 소비에
트 연합에 대한 미국의 전쟁 원조가 운반되는 중요한 공급로가 되었다. 특히 아랍 만과 이란을 (…)
통해서였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중동 지역
에 관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소비에트가 이란과 터키로 움직이고 그리스에서의 게릴라전을
지원함으로써 트루만 대통령은 중동에서 새로운 소비에트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
었다. (…) 두 번째 사건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실행가능하고 수용가능한 타협책을 찾으려던 영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J.E. Peterson (ed.), American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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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69), 3-4쪽 참조.
18 결국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한 형제의 지원을 보장하는 가족 협정의 중요한 당사자였다.
19 1950년대에 이런 확실한 사례가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
제들 간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치자는 형제들과 그런 원칙으로 보조를 맞추려 들
지 않았다.
20 여기서 언급하는 건 쉐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Shaikh Khalifa Bin Zayid)이다.
21 재출간된 Record of the Emirates, Vol. 8, 82-85쪽에서 Loch (Political Agent, Bahrain) to the Political
Resident in Bushire, February 17, 1935 참조.
22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1873-1957, Vol. Ⅹ (Gerrads Cross: Archive Editions,
1986), 23쪽에서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Bahrain Agency and the Trucial Coast for the year 1944
참조.
23 고속도로가 넘쳐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과거에 아부다비
와 알-아인 사이는 험하고 거친 길이었고, 며칠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Edward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Mimoirs of Earlier Days in the UAE and Oman (Dubai: Motivate Publishing,
1993 edition), 47-48쪽 참조; 또한, 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54쪽 참조. 겨울에서 여름까지 인구가 늘어났다
줄었다 했지만, 1930년대 힘든 시기에 아부다비보다는 덜 쇠퇴를 경험했다는 하나의 일화(逸話)적
증거로 보인다. 1950년대에 정확한 합계를 구해보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24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67-69쪽 참조.
25 바니 키타브(Bani Qitab) 부족 외에도 알-다프라흐의 더 넓은 지역에는 알 마나힐(Al Manahil), 알 라
시드(Al Rashid) 그리고 바니 카아브(Bani Ka‘ab) 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26 통치구역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가족과 적대적인 부족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인 지역에서 술탄(Sultan)의 실제 권력은 무시할만한 것이었다.
27 1949년 이후에는 분쟁의 초점이 되긴 했지만, 1934년에는 알-아인 및 주변 마을들과는 관련이 없었
다.
28 이것을 코란의 의무인 자카트(zakat) 지불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카트는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
하는 의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신의 영토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리 상상
력을 발휘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이 될 수가 없는 아부다비의 부족들에게는 모순적인 것이
다. The Buraimi Memorials 1955: Saudi Arabia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7), Appendix B,
Parts 1 and 2, 291-327쪽(특히 318-319쪽, “Misuse of the Term Zakah”) 참조.
29 Zahlan, United Arab Emirates, 85쪽에서 인용된 Thomas to Political Resident, June 13, 1927 참조.
30 미출간된 FO(외무성) 371/163205 33829, Lt. Col. Edge to Political Agency Abu Dhabi, March 23,
1962 참조.
31 아부다비에 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은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증
거에 의해 훼손된 경계 개념에 기대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 복사물을 사우디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없고, 또 다른 경우인 부족의 충성에 관한 주장은 가공된 것처럼 보였다. 19세
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침략자들에 의해 일시적인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
고, 이것은 법적인 권리 요구로 판단될 수도 없었다. 제시된 기록 어느 것도 알-다프라흐에서의 아부
다비 부족의 권리를 훼손하지 못했다.
32 Zahlan, The ori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81-183쪽 참조.
33 이것이 1946년 알-아인에 왜 쉐이크 자이드를 통치 대리인으로 임명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아
흐마드 빈 무함마드 빈 히랄 알 다히리(Ahmad Bin Muhmmad Bin Hilal Al Dhahiri)는 부라이미
(Buraimi) [알-아인(al Ain)]의 성자(wali)였고, 그가 죽은 후 전임자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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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빈 가님(Ali Bin Ghanim)이 알-지미 지역의 성자로 지명되었다. 그 결과로 쉐
이크 샤크부트는 쉐이크 자이드가 승계하는 1946년까지 부라이미의 아부다비 마을 지도자들을 통
제할 권한을 알-아인의 성자로 이브라힘 빈 우스만(Ibrahim Bin ‘Uthman)에게 주었던 것이다. J.B.
Kelly, Eastern Arabian Proniers (London and New York, NY: Frederick Praeger, 1964), 135쪽 참조.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X, 25쪽에서 Administrative Report of the Bahrain
Agency including the Trucial Coast and Qatar for the year 1945 참조.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17,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90), 21쪽에
서 “Trucial Coast News Report,” No. 2 for the period ending January 31, 1946 참조.
Ibid., 43쪽에서 “Trucial Coast News Report,” No. 3 for the period ending February 15, 1946 in “Bahrain
Intelligence Summary,” No. 4 for the period February 16-28, 1946 참조.
1956년 1월 정무 공사는 런던에 있는 외무성에 “아부다비 오아시스 지역의 팔라즈스(falages)에 중요
한 공사가 진행됐는데, 정원에 도달하는 물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할 수 있었다.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20, 79쪽에서 FO 10101/1/56, Burrows (Political Resident) to
Riches (Foreign Office), January 19, 1956 참조.
팔라즈(falaj) 시스템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설명은 Julian Walker, Tyro on the Trucial Coast
(Durham: The Memoir Club, 1999), 34-37과 138-141쪽 참조.
Frauke Heard-Bey, P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178-180쪽 참조.
Hamdi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The Leader and the March, second revised edition
(Tokyo: Dai Nippon Printing Company, 1983), 59쪽 참조.
Heard-Bey, P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177-180쪽 참조.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61쪽에 인용된 Shaikh Zayid의 언급 참조.
Surah Ⅷ: 17, “그가 구름에서 물을 흘려내려 보낸다. 그러면 수로는 그 크기대로 흘러간다(물과 함
께).: Translation of the Meaning of the Holy Koran, M.H. Shakhir (New York, NY, 1984) 참조.
그는 물론 그 일에 기술을 적용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중동성 개발국장이었던 크로포
드(Crawford)가 부라이미를 방문했다. 바레인의 정무 공사 버로우스 경은 런던에 이렇게 보고했다.
“부라이미에 대한 크로포드의 최고 희망은 새로운 우물을 파고 땅속에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쉐
이크 자이드에 의해 이미 실행되고 있는 팔라즈(falaj) 시스템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고, 큰
지하 수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위해 공기 드릴을 사용하는 자이드의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다.”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19, 537쪽의 FO 10101/1/54, Burrows (Political
Resident) to Fry (Foreign Office), January 4, 1954 참조.
Walker, Tyro on the Trucial Coast, 140-141쪽 참조.
그의 형제 쉐이크 하자(Shaikh Hazza)는 공식적으로 알-아인에 임명된 쉐이크 자이드만큼이나 리와
(Liwa) 오아시스 지역에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Wilfred Thesiger, Arabian Sands (London: Longmans, Green, 1959; reprint London: Penguin Books,
1991), 268-269쪽 참조(재출간본 페이지 인용).
연루된 주요 부족에는 아부다비 쪽의 알 마나시르(Al Manasir)와 두바이 쪽의 바니 키탑(Bani Qitab)
이 포함된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515쪽의 “Extract from Bahrain intelligence Summary No.15
for the period 1st to 15th August 1946” 참조. 휴전 해안과 카타르를 포괄하는 바레인 주재관의 행정
기록에는 1945년 10월 17일 밤 두바이 군대 300명이 쿠르 가나드하흐(Khur Ghanadhah)를 점령했다
고 나와 있다. 1937년의 경계선 조정에서 쿠르 가나드하흐는 두바이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었
다. 그래서 이 점령은 “아부다비에 대한 침략이 되었고, 게다가 많은 무장 군인들이 바다를 통해 수
송되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바다를 통한 침략을 금지했던 영국 정부와의 1853년 조약을 위반한 것
에 해당됐다.”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X, 24쪽 참조. 두바이 군대는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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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떠났고, 쉐이크 샤크부트는 어떤 보복 행위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 알 마
나시르는 이미 두바이를 상대할 특공대를 출발시켰고, 자신들을 어떤 협정에 속하는 당사자로 여기
지 않았다. 다음 해에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그의 동맹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재관
에게 시인했다. 두바이 부족들은 보복했고, Liwa 북쪽에서 전투가 계속되었다.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17, 424쪽의 “Summary of events during the month
of May 1947,” Hay (Political Resident) to Donaldson (Foreign Office), June 4, 1947 참조.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18, 44-45쪽의 “Bahrain Intelligence Summary” for
the period February 16 to March 15, 1948 참조.
Ibid., 622쪽의 FO 101/9/50, Pelly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Furlonge (Foreign Office), August 5,
1950 참조. 이것은 후에 알-아인을 취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의 핵심이 될 Al Na‘im 부족을 상
대로 겨냥된 행동이었다.
Rainer Cordes and Fred Scholz, Bedouins, Wealth, and Change: A Study of Rural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Sultanate of Oman (Tokyo: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1980), 34-48쪽 참조.
이 자료에서는 “모든 부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한 정부의 숙고된 정책은 성공적인 발전과정
의 기초를 놓았다”(2쪽)라고 언급한다. 저자는 또 중요한 정치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아부다비의 사
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 충성이라는 원칙의 복원도 생각해봐야 한다.”(29쪽)
예로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107-114쪽과 Kelly, Eastern Arabian Frontiers, 142-174쪽
참조.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하는 장문의 사건 목록을 영국에 건넸을 때,
외무성의 블랙햄(R.C. Blackham)은 “이런 종류의 꾸며낸 불평들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미출간된 FO 371/104297 68852, Blacklam (Foreign Office) to Pelham
(Jedda), June 14, 1953 참조.
미출간된 FO 371/104302 68852, Translation of a letter from Shaikh Zaid to Political Officer dated 4th
Ramadan 참조.
Ibid. 참조.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nistration Reports, Vol. X, 21쪽의 Administration Report for the Bahrain
Agency including the Trucial States and Qatar for the year 1947 참조.
Kelly, Eastern Arabian Frontiers, 143쪽 참조.
Ibid., 166쪽에 인용된 Saudi reply, December 6, 1952 to British Note, November 22, 1951 참조.
이 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Ibid., 194-20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네 번의 시도가 있었다. 켈
리의 설명에 따르면, 1955년 3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대리인인 압둘라 알 쿠라이시(Abdullah Al
Qurayshi)는 쉐이크 자이드를 만나 그에게 제네바에서의 중재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걸
로 끝날 것이고 당신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스스로를 돕는 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 그
지역에서 발견된 석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50퍼센트를 줄 거라고 했다. 7월 26일 알 쿠라이시는
알리 이븐 바라크(Ali Ibn Barak)이라는 사자를 보내 그에게 새 차와 현금으로 4만 루피를 제안했다.
8월 4일 알 쿠라이시는 다시 쉐이크 자이드에게 접근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석유에 대해 그에게
400만 루피에 달하는 큰 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제네바로 떠나기 전 쉐이크 자이드는
뇌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세 자루 권총을 그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알 쿠
라이시의 메시지를 받았다. 50퍼센트 몫에 대한 제안이 진짜였고, 이행되었을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와 관련된 영토 분쟁에서 바레인과 합의에 이르른 원
칙이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적절하게 쓰여지는 돈이었다. 이 모든 시도가
9월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폭로되었을 때, 뇌물 행위에 대한 일련의 아부다비 증언에 맞서 효과적
인 항변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폭로는 사우디의 소송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그들의 법적
논거는 압박, 공갈 그리고 뇌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쉐이크 자이드는 분명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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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아라비아 관리가 말하는 제안들에 대해 코멘트 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제안들
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리 자신을 불리한 자백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을 위
한 싸움에서 수행했던 행동은 사우디의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에서
아부다비가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훌륭한 지성과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방식은 올바른 것
으로 입증되었다. 결국 더욱더 많은 사우디의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국제 재판은
파기되어 버렸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군사적 행동이었는데, 쉐이크 자이드가 오랫동안 확신하고 있었
던 이 군사적 행동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7달 동안에 150만 루피 이상이 하마사흐로 보내졌다. 그 마을이 점령되었을 때, 15만 900루피가 발
견되었고, 15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로 보인다는 코멘트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돌려
보내졌다. 최소 125만 루피, 어쩌면 더 많은 루피가 부족민과 지역 쉐이크들에게 뇌물로 사용되었던
게 분명하다. Ibid., 204-206쪽 참조.
Ibid., 195쪽 참조. 하마사흐가 점령되었을 때, 지불 날짜와 액수가 적힌 많은 뇌물 수령자 목록이 발
견되었다.
Ibid., 202쪽 참조. 최소 1300개의 현대식 소총과 18만 5000발의 탄약이 하마사흐에 보내졌고 분배되
었다. 특히 이 엄청난 양의 탄약은 부족 지역을 매우 동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 내용은 1999년에 출간된 헨더슨의 자서전 완간판에 실려 있다. 처음으로 하마사흐 점령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자료와 그 당시의 쉐이크 자이드의 역할이 드러났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Edward
Henderson, Arabian Destiny: The Complete Autobiography (London: Motivate Publishing, 1999), 219-242
쪽에 나온다.
Edward Henderson, Arabian Destiny: The Complete Autobiography (London: Motivate Publishing, 1999),
219쪽 참조.
Zahlan, The Origin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31-135쪽, for Zayid the Great’s forceful approach in
relation to the Al Na‘im 참조.
Ibid., 140쪽 참조. 이 주체는 1938년 외무성에 위탁된 대영제국 국방운영위원회(Committee of
Imperial Defence)였다. “이븐 사우드(Ibn Saud)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동쪽
국경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을 [갖고](원저자 강조), 외무성과 인도 정부는 아부다비의 쉐이크가
한 가닥의 영토를 양도하는 문제를 수용하도록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Henderson, Arabian Destiny, 220쪽 참조.
Ibid., 223-224쪽 참조.
Ibid., 228-229쪽 참조.
Ibid., 220쪽 참조.
Ibid., 229-230쪽 참조.
그의 명성은 알-아인 지역을 넘어 널리 퍼졌다. 조인국간 회의를 매개로, 그는 가끔 쉐이크 샤크부트
또는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조인국 회의를 매개로 이곳에서 다른 조인국들의
통치자들과 몇몇 후계자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는 두바이의 후계자인 쉐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Shaikh Rashid Bin Sa‘id)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부족 동맹간에 분쟁을 야기했었던 아부
다비와 두바이 간에 긴장관계(1945-1948)를 안정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접촉을 이미 가졌었다. 그 결
과로 얻은 평화는 그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조인국 회의는 논의할만한 이슈가 제기되는 중요한 토론
회장이 되었다.
1948년 11월 헨더슨은 “그는[자이드(Zayid)]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지도적인 인물이었고, 모든 지역
에서 일어나는 부족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었다”라고 언급했다. Ibid., 65쪽
참조.
형제간의 논쟁은 쉐이크 자이드 자신의 이익이나 안락을 위해 쓸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항상 알-아
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실패한 통치자에 관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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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쉐이크 자이드는 누군가에게 쉐이크 샤크부트의 재무 정책에 대한 자신과 그의 다른 형제의 관점을
설명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489쪽의 FO 10154/39154,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Foreign Secretary, London), April 15, 1954 참조.
77 1954년 쉐이크 샤크부트는 부당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는데, 쉐이크 자이드가 그의 뒤에서 영국과 거
래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쉐이크 하자 빈 술탄(Shaikh Hazza Bin Sultan)은 쉐이크 자이드가 단지 요
청받은 것을 했었을 뿐이라고 공언했다.
78 빈 질위(Bin Jilwi)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79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45쪽 참조. 1960년 오아시스 병원이 문을 열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또한 오아시스의 어린이들에게 신성한 코란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80 “Historical Summary of Events in the Persian Gulf Shaikhdoms and the Sultanate of Muscat and Oman
1928-1953”에서 영국인들은 “1953년까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자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25쪽 참조.
81 1902년 콕스는 방문을 했었지만, 그가 정무 공사로 임명되기 전이었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5, 547-549쪽 참조.
82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ican Gulf Vol. 19, 497쪽의 FO 10101/10153, Burrows to Fry
(Foreign Office, London), October 5, 1953 참조.
83 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20, 589쪽의 “Trucial States Diary” for the period
January 28 to February 27, 1958 참조. “부인(Lady Burrows)과 동행한 정무 공사 각하께서 (…)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와 그 사령관, 그리고 아부다비에 주재하는 행정관을 대동하고 1월 30일
아부다비를 출발해 알-아인을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텐트 아래 2월 2일까지 머물렀다 (…) 알아인에서 H.E. 그리고 부인은 오아시스의 정원과 관개수로(falajes)를 구경했다. 1월 31일 밤, 쉐이크
자이드는 그들을 만찬에 초대해 대접했고, 다음날 밤 각하는 쉐이크 자이드, 무스카트 왈리(Muscat
Wali) 그리고 지역의 저명인사들을 위한 저녁 파티를 열었다.”
84 Ibid., 374-375쪽의 “Trucial States Diary,” No. 3 for the period March 1-31, 1957 참조.
85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Ⅺ, 559쪽의 Trucial States Annual Report for 19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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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Memoirs of Earlier Days in the UAE and Oman
(London: Qyartet Books, 1988), 19-20쪽 참조.
Frauke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317-321쪽 참조.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56쪽 참조.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1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7), 49-50쪽
참조. “그 오아시스는 (…) 크기와 풍부함 그리고 거주자들 수에 있어서 장점을 가진 동부 아라비아
의 가장 중요한 경제 단위 중 하나였다. 그런데 거기에다 오만의 아랍 만 쪽 바티나(Bātinah) 해안의
소하르(Sohār) 항구와 연결되어 있고 (…) 아부다비 시내와 다른 조인국 해안 항구들과 연결되어 있
으며 (…) 중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잘 닦인 길을 통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유일무이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록에 오아시스 단지는 과일, 야채, 자주개자리(lucerne), 그리고 대추야자를
수출했고, 쌀, 의복, 커피 그리고 설탕 무역의 중심지였다.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sian Gulf, Vol. 20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90), 670쪽의
“Persian Gulf Monthly Report for the period July 3 to August 6, 1958,” paragraph 16 참조.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90), 721-722쪽의 FO E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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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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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05/1, A.C.I. Samuel (Foreign Office) to Col. W. Russell Edmunds (Treasury), January 15, 1954 참조.
가장 큰 단일 액수로 배정된 건 알-아인 오아시스로의 수로 개선을 위한 4000파운드였다. 6년 후
헨더슨은 쉐이크 자이드가 관개수로(falaj) 유지를 위해 “5만 루피에 달하는 큰 돈을 쓰고 있을지 모
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더 나아가 그 공사의 결과는 배우 만족할만한 것이었다고 기록했다.
“예를 들면 알-무와이치스(Al Muwaiqi’s) 과수원에는 5주마다 물이 흐를 수 있었고, 3분의 1 이상은
전혀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 그래서 나무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3주마다 전체에 물이 공
급될 수 있다. 아부다비 오아시스 마을의 다른 과수원들은 이제 이전에 받던 물의 두 배 내지 세
배를 받는다. 그리고 알-아인(Al‘ain) 마을은 (…) 지금 건설중인 지하 수로가 새로운 수원지와 연결
되는 순간 이전에 비해 몇배 더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물이 그렇게 값비싼
나라에서 농부들에게 공짜로 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고, 국민들이 자신의 비용
을 들이지 않고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쟈이드의 일반적인 정책의” 핵심 요소였다고 말했다. 미출간
된 FO 371/148916 33243, Henderson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Lamb (Political Residency,
Bahrain), March 27, 1960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J.P. Tripp, Economic Secretary's Visit to Abu Dhabi, October 18-25,
1962 참조.
Ibid. 참조.
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64쪽 참조.
재출간된 Political Diaries of the Perisian Gulf, Vol. 19, 628쪽의 FO 10101/11/54, Richards (for B.A.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Fry (Foreign Office, London), October 7, 1954 참조.
예로, 미출간된 FO 371/148896, Annual Review of Events in the Persian Gulf for 1959 참조. 그 말은
(여기에서 Kuwait로 사용된) 남부 아랍 만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나세르 지지자와
범아랍주의에 도취된 ‘혁신론’에 의해 고무된 “정부 재조직화에 대해 집중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
다. 영국 역시 아랍 만에 대해 증대하는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파생되는 도전에 대해 예민하게 의식
했다. 주재관의 1948년 연례보고서는 “통치자들이 어느 편인가 하면, 아랍 만에서 미국이 힘과 부를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대신해서 미국으로 선회하려는 어떤 움직임의 징조도 없고 그
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의존하고 있는 영국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
고 기록하고 있다.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1873-1957, Vol. XI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6), 3쪽 참조. 해가 지나면서 영국은 아랍 민족주의와 미국의 돈과 힘이라는 한
쌍의 위험 사이에서 방향을 정해야 했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 영국의 지위를 잠식하는 사우디의 돈
과 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했다.
이런 재정투입 상황은 증가하는 사우디의 영향력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주재관의 1953
년 연례 보고서는 “처음 작은 수순을 밟은 건 그 해의 휴전 해안 개발과정이었다. 마킨스(Roger
Makins) 경이 1952년 자신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값싸게 아랍 만을 운영할 수 없고 여기에서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정 지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사우디가 올해 초에 아부다비 외의 휴전 해안
의 도시들에서 승리하며 등장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국으로 전달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 효과적으로 사용된 힘에 대한 아랍의 존중은 우리의 명성이 추락하는 것에 대응해 사우디의
명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영국과 쉐이크 왕국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는 이익을 구
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Ibid., 367쪽의 FO
10102/3/54,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London),
March 12, 1954 참조.
손해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구들은 특히 1956년 이후의 이집트
같은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난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아랍 만에서 적합한 집사의 책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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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8, 609-619쪽의 Agreement between PDTC and the Ruler of Abu
Dhabi, January 11, 1939, Article 4(b) 참조.
15 재출간된 Record of the Emirates, Vol. 9, 579-604쪽의 Agreement dated December 2, 1950, between the
Ruler of Abu Dhabi and the Superior Oil Company 참조.
16 미출간된 FO 371/156669 33473, “Persian Gulf Monthly Summary” for the period January 1-31, 1961,
paragraph 14 참조.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공동 국경에 대해 범위를 정하려는 영
국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서면 동의했다. 이 동의는 ‘휴전 해안’ 석유 개발(PDTC)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국경지대에 대한 탐사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길을 허
락할 것이다.”
17 1960년 3월 8일 바레인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공사 미들턴 경은 런던 외무성 뷰몬트(R.A. Beaumont)
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국의 딜레마를 드러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12, 301쪽의 미
출간된 FO 371/149084 (1535/1) 참조. 석유회사 ADMA와 프랑스 파트너는 Das 섬에서 우선 첫째
연간 1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 장비는 1년에 6백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회사는 1962년부터 해마다 150만 톤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잡았다. 그들은 이곳 통치자
에게 가능성 있는 미래의 개발계획은 빼고 생산계획을 말하기로 했다. 재정적 측면에서 회사는 쉐이
크 샤크부트에게 1960년 최초에 25만 파운드 그리고 1961년에 25만 파운드를 더 인상할 준비가 되
어 있었다. 1962년 말경 석유 생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그의 로열티 수입은 연간 총 125만 파운드가
되고, 그 숫자는 1965년까지 유지될 것이었다. 이 숫자는 그가 전 해에 받았던 3만 7500파운드의
선금과 비교되었다.
18 예를 들어 1960년 3월 미들턴 경이 인용한 수치들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면, 예상되는 개발 자금의
재원은 1년에 5만 파운드였을 것이다.
19 영국 정부는 새로운 유전들이 발굴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했
지만, 지역의 통치자들이 석유 회사에게 권리를 서명 양도하려하지 않는다는 걱정이었다. 광범위한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아니었다. 이 결과로 1966년 봄까지 지속
된 아부다비에서 쉐이크 샤크부트를 설득해 영국의 충고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주재관의 노력과 관
련이 있는 긴 교신이 있었다. 미출간된 Correspondence in FO 371/185562 37516, 특히 letter 1534/6
from Lamb (Politicar Agent, Abu Dhabi) to Luce (Political Resident, Bahrain), May 21, 1966 참조.
20 이것은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입국에 영향을 주게 된다.
21 회사가 3월에 진행하려 준비했던 25만 파운드의 인상은 10월까지 12만 5천 파운드로 축소되었고,
이것은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 미출간된 FO 149087 33405 (1535/1), Middleton
(Political Residency, Bahrain) to Beaumont (Foreign Office, London), October 31, 1960 참조. 쉐이크 샤
크부트는 회사가 원래 계약과 달리 5:5 기본 수익분배 협정 조건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을 우려하
고 있었다. 미들턴 경은 “샤크부트는 곧 (…) 회사가 그보다 우위에 서려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라고 기민하게 의견을 말했다. 몇 년 동안 쉐이크 샤크부트는 석유가 발견되든 그렇지 않든
지간에 연간 금액이 그에게 지급되는 협정을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는 수익분배 협정을 제안받고
있었는데, 이 협정은 발견된 그리고 팔리는 석유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익이 낮거나 아
예 없으면, 그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엄청나고 아마도 공상에 가까운 미래의
부를 약속할 만큼의 고정 지불금이 계약상 보장되는 걸 선호했다.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는 개발에
관한 소식뿐만 아니라,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석유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위험을 꺼려했다.
22 쉐이크 샤크부트를 접근하는 또 하나의 견해에 대해서는 Henderson’s report to D.F. Hawley in
December 1959 참조. 그는 “나는 그들을 만날 때 풍물들을 내놓고 일반적으로 샤크부트에게 호의적
인 견해를 피력했다. 나는 우리가 과거에 그의 나약함을 지나치게 과장한 경향이 있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간과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우리가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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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아부다비를 가망없는 정부로 결론 내버리는 많은 실례를 본다”고 논평했다(11절에서). 그
는 계속해서 쉐이크 샤크부트가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균형 감각은 더 전
통적인 통치자들의 신랄한 관점에 대한 유용한 중화제였다고 말한다. 미출간된 FO 371/148929
33243, Henderson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Hawley (Political Agent, Trucial States), December
29, 1959 참조.
영국이 5:5 배분을 강조한 동기는 정치적이었다.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석유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식민지 착취로
비난을 받고 정치적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느낌을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전달한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이 5:5 협정은 매우 복잡했다. 쉐이크 샤크부트 쪽에서 이 협정의 서명을 꺼리는 건 아마도 이
협정이 법률적 복잡함에 대한 단서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통치자의 큰 아들이 그의 자리에 서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에 쉐이크 샤크부트는 형제
인 하자(Hazza)에게 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쉐이크 자이드를 신뢰했고, 그가 자신의 자리를 물
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출간된 FO 371/156669 33473, “Persian Gulf Monthly Wummary,” September 1961 참조.
미출간된 FO 371/156669 33473, “Persian Gulf Monthly Wummary,” October 1961 참조.
미출간된 FO 371/157033 33628 (1014/61), Craig (Politicar Agency, Dubai) to Trip (Political Residency,
B), October 18, 1961 참조.
쉐이크 샤크부트가 계산서 지불을 간단히 거절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예로 1962년 3월 경찰서장이
던 에지 대령(Lt. Col. Edge)은 “1961년 통치자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복장과 장비를 주문한 것이
부재시 책임자였던 쉐이크 자이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비용지불을 승인하지 않았
다”라고 보고했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Edge to Political Agency Abu Dhabi, March 23,
1962 참조.
미출간된 FO 371/157033 33628 (1014/61), Craig to Tripp, October 18, 1961 참조.
1961년 3월 “Monthly Summary”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텐난츠(Tennants) 사와
두바이에서의 측량과 신속한 방파제 건설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아부다비에 지점을 오
픈하는 것에 대해 동방은행(Eastern Bank)과 합의했다.” 하지만 5월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
다. “지난달 깊은 바다에 방파제를 건설하는 텐난츠사와의 협상이 파기되고,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이제 핼크로우스(Halcrows)사가 방파제, 도로, 주택, 시장 개량, 수원 탐사 그리고 공항 시설이 포함
된 조직적인 개발 계획에 관한 입찰을 획득하도록 인가했다.” 곧 그는 하나는 100만 파운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375만 파운드가 드는 두 가지 계획 모두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회사를 독려하고 있
었다. 그는 또한 개발을 위해 차관을 증대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론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유롭지 않다면” 차관에 대한 고려를 거부할 거라고
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언급되자, 양측에 악감정을 남긴 채 이 계획은 틀어진 것 같았다. 미출간
된 FO 371/156669 33473, “Persian Gulf Monthly Summaries” for March, May and June 1961 참조.
해고된 이들 모두가 바로 떠나지는 않았다. 그의 첫 번째 비서관이었던 젊은 아랍 전문가 리엔하르
트는 1960년 봄에 도착해 3개월이 못돼 해고되었다. 그는 통치차 개인의 선택이었음에도 “외면상
불성실했고 도착한 이래로 발전이 없다는 결함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리엔하르트의 반론은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발전이 있었을 텐데, 받은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였다.” 미출간된 FO
371/156669 33473, “Persian Gulf Monthly Summaries” for June 1961, paragraph 15 참조. 그런데 리엔
하르트는 통치자 자신의 형제가 제기하는 변함없는 충고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쉐
이크 자이드는 기간산업 발전과 사회적 지출을 주장하고 있었다. 미출간된 FO 371/157034 33628
(1104/61), Miles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Ford (Political Residency, Bahrain), April 18, 1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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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벅마스터(Buckmaster)는 계속해서 “정착민의 수장인 사이프 빈 무사(Saif bin Musa)는 (…) 특히 쉐이
크 샤크부트로부터 겪은 적이 있는 거만한 대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
했을 때 쉐이크 샤크부트는 그에게 단지 40루피를 주면서 돌려보냈었다.” 재출간된 Jand Priestland
(ed.) The Buraimi Dispute: Contemporary Documents 1950-1961, Vol. 1.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
1992), 617-618쪽의 M.S. Buckmaster’s report of his “Tour of Liwa and Dhafara: March-may 1952” 참조.
34 Ibid., 616쪽 참조. “바퀴 자국 속에는 매우 넓은 공기 타이어를 장착한–거의 확실히 (…) 아람코의
차량 중 한 대인 듯한 10톤 화물트럭에 의해 선명하게 찍힌 자국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바퀴 자국
은 거의 정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 10마일을 더 나아갔다. 그 당시 나는 너
무 긴 여정을 감당할 만큼의 연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9마일
쯤에서 나는 어떤 10개 바퀴자국 세트를 발견했었는데, 그 중 두 개는 최소 10톤짜리였다.”
35 Henderson, This Strange EventfuI History, 81-82쪽 참조.
36 아부다비의 부 주재관 누탈(S.J. Nuttall)이 두바이의 주재관 발포아 폴에게 보낸 1966년 7월 16일자
보고서에는 그 상황의 근본적인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사령관이었던 윌슨(Wilson) 대령은 이 문제에
서 자신은 별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은 “아랍 군대 내의 아랍인 장교
들이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장교들이 통치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누탈은 이렇
게 기록했다. “이 장교들 사이에는 거칠고 불손한 언사도 있다. 그 순간에는 단순한 언사에 불과하
다. 하지만 이제 아부다비 통치자에게 적의를 품는 교육받고 유능한 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급
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1941/66) 참조.
37 1965년 아부다비의 Annual Review of Events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통치자가 그의 증가하는
석유 수입(1965년에 1070만 파운드)을 쓰기를 꺼려하는 것이 불만의 한 원인인데, 12월 다스(Das)
섬의 노동 불만은 하나의 징후이다.” 미출간된 FO 371/185523 35441, Lamb to Luce, January 1, 1966
참조.
38 램은 쉐이크 자이드가 전해준 한 모임에 대해 보고했다. 그 모임에서 형제들은 적절한 개발 예산을
짤 필요성에 대해 통치자와 대립했다. 심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통치자에게 자
신과 다른 형제들은 “그에게 맞설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넷이 함께 동맹을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고 가족의 연장자들이기 때문이다. 함께 공조를 맞추
지 못한다면 가족과 정부는 산산조각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쟈이드는 이 말을 하자 샤크부
트가 상당히 놀라 어쩔줄 몰라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기분이 가라앉는 동안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1013/66), Lamb to Luce, May 21,
1966 참조.
39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아부다비의 리와(Ahmad Bin Fadhil)에 대한 주장을 위한 쉐이크 샤크부트의
핵심 증인 중 하나가 이탈한 것을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494쪽의 FO 10514/39/54, Burrows(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April 15, 1954 참조.
40 1965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는 이렇게 언급한다. “불만이 주민의 모든 분파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의 사고는 외부의 아랍 민족주의 활동에 영향받고 비판은 통치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Sheikhly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예컨대 그것은 “쉐이크 샤크부트가 1965년 말에 제시했던 약
속을 1966년에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심각해질 것이
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기록은 외무성 내에서 정보 차원에서 널리 회람되었다. 미출간된 FO
371/185523 35441, Lamb to Luce, January 1, 1966 참조.
41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581쪽, Article l(e) 참조. 아마도 아부다비에서 이런 유형의 문서에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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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42 그래서 1952년 3월 ‘7개 토후국 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사르자흐 토후국에 주재하던 행정관 윌튼
(John Wilton)은 바레인에 주재하는 정무 공사 헤이(Rupert Hay) 경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자신이 금식 중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두 아들을 보냈다. 윌튼은 다음과 같
이 논평했다. “나는 그가 직접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는데 (…) 그가 선택한 대리인이 아주 운이 좋
았던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형제인 쟈이드는 리와에 가고 없었고, 하자(Hazza)
는 알-아인에 보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
다.” 윌튼의 관찰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를 대신할 자연스럽고 바람직
한 대리인이었을 거라는 것이다. 통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위원회가 아닌 다른 어떤
대표단의 제안도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쉐이크 샤크부트는 모든 방면의 권력을 자
신의 수중에 두었다. Ibid., 173쪽 참조.
43 윌튼은 위원회 설립을 도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통치자들의 집단적 행동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1940년대 말 아부다비 분쟁 직후에 나왔다. 움 알 카이와인 토후국의 통치자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
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당시 사르자흐 토후국에 주재하던 행정관 잭슨(Noel
Jackson)은 분쟁 해결을 축하하기 위한 식사에 모든 통치자들을 초대했다. 그들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위대한 통치자 자이드’의 시대 이래로 많은 통치자들이 함께 모인 첫 번째 경
우였다. 나중에 윌튼은 같은 방식을 따랐는데, 통치자들이 모여 칼바(Kalba)와 사르자흐 토후국에서
의 상속과 관련된 공통의 이슈를 논의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도도 없고, 통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모임은 공식
적인 휴전국 위원회 설립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고, 결국 쉐이크 자이드의 주도하에 연맹으로 발전해
가고 UAE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 2월 26일 윌튼 경과의 개인적 대화 참조.
44 1953년 4월 25일 위원회 세 번째 모임에서 행정관(Sharjah)은 위원회 창설을 위한 공적인 이유를 준
비했다. “행정관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목적, 즉 그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치
자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의를 증대시키자는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기 시작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183쪽의 “Minute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Trucial States Council”
참조.
45 ‘나세르주의’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어왔다. 그래서 수에즈 간섭 1년 전 주재관이 런던의 외무성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서방 강대국들 간 논쟁 중이던 문제들이 해소되어감에 따라 꽤 오래전부터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곧 아랍 만에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집트인의 선전과 증가하는 침투 (…)”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XI,
441쪽의 FO 10103/5/56, Burrows to Selwyn Lloyd (Foreign Secretary), May 7, 1956 참조.
46 주 42 참조.
47 영국은 통치자들의 집단적 견해와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대로 그 만남을 이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칼바 지역의 상속권에 대해 통치자들의 집단적인 지침을 구하려 했다. 이런 민감한 사
안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그건 “오로지 자와심(Jawasim)”의 문제라며 휘말려들기를 거부했다. 통치
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는 영국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때 행정관은 영국 정부가 칼바에 최근의 불만족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에 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휘말려들지 않을 영속적으로 인정받는 안정적인 정부
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충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176-177쪽의 FO 0228/5/52, Political Agent Sharjah to Political Resident Bahrain, March 23, 1952 참조.
48 1953년 12월 1일 사르자흐 토후국에 주재하는 영국 정무 공사는 바레인에 주재하는 정무 공사 버로
우스 경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 위원회가 자문기구나 입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휴
전 해안의 기장 기본적인 민회의 기능이라도 수행하길 바라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호불신이 있어 영국의 대표자들처럼 같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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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여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한 반공식적인 모임의 자유 토론에서 나오는 생각과 실행은 모든
참석자들의 이해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모든 통치자들이 자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라
기보다는 주로 영국 정부에 대한 예의적 차원으로 참석한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189쪽의 FO 0228/20/53, December 1, 1953 참조.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201-204쪽의 FO 10110/13/54, Pirie Gordon (Political Agent,
Dubai) to Burrows, July 5, 1954 참조. 정무 공사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고든(Pirie Gordon)은 변화
의 느낌을 이렇게 전했다. “유능한 통치자 일곱 인물 모두가 다시 참석했다. 오랫동안 그의 아들인
쉐이크 라시드(Shaikh Rashid)의 섭정으로 직무가 수행되고 있던 두바이의 나이든 통치자만이 유일
한 불참자였다. 게다가 (…) 그 당시 우연히 아부다비의 통치자인 형을 방문하고 있던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과 (…) 많은 통치자들은 시작부터 이전 회의에서 보여준 조심성 있는 행동에서 벗어나기 시
작했다. (…) 심지어 아부다비의 통치자는 (…) 여러 번 논쟁에 끼어들었다. (…) 두바이의 섭정자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화하고 싶은 매우 바람직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스스럼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201쪽 참조.
Ibid., 204쪽 참조.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223쪽의 Despatch No. 15, 10110/10155 from J.P Tripp
(Political Agent, Dubai) to C.A. Gault (Acting Political Resident, Bahrain), August 27, 1955 참조.
Ibid., 228쪽의 1955년 8월 23-24일 주재관 사무실에서 개최된 ‘7개 토후국 위원회’의 7번째 모임 회
의록 참조. 인용된 통치자는 라스 알 카이마흐(Ras al Khaimah) 토후국의 쉐이크 사크르(Shaikh Saqr)
였다. 관행에 따라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
었지만, 통치자의 견해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와 거의 확실하게 일치했다.
Ibid., 237쪽의 Item 2 (c) 참조. 적합한 주제로 개인적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1953년 주재관이 그의 연간 보고서에 표현한 것처럼 “(…) 석유가 채산성이 될 만큼 생산되고 수익
을 거두게 되면, 수익에서 그의 몫 중 2%를 휴전국 위원회에서 자신의 영토에 충분한 석유를 갖지
못한 불운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원조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제안되
었다. 샤크부트는 과연 돈키호테 같은 방식으로 4%를 내놓겠다고 화답했다. 재출간된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Vol. XI, 367쪽의 FO 10102/3/54, Burrows to Eden; March 12, 1954 참조.
보우스테드의 증언은 약간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1895년에 태어났고, 아부다비가 퇴역 전 마지막
근무지였던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Boustead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Luce, October 3,
1962, Holograph Annotation to Paragraph 11 참조. 하지만 쉐이크 샤크부트에 대한 그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되고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훈련받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쉐이크 샤크부
트에 대해 적의가 있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와 적법한 것보다 더한 칭송으로 어떤 사건을 윤색할 수
도 있었겠지만, 그가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지는 않다. 대조적으
로 보우스테드는 쉐이크 자이드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첫번째 알-아
인 방문과 쉐이크 자이드와의 첫 만남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에 의해서 순식간에 납치라도
되지 않는다면 그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 나는 그의 주변에 작은 성인에 대한 일종의 숭배와
관심을 가지고 (…) 모여드는 군중들을 보고 항상 깜짝 놀랐다. 그는 모두에게 변함없이 친절한 말을
사용했고, 그가 가진 돈을 정말 잘 썼다. 나는 그의 고향인 알-아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행된 이 모든 것들에서 바로 충격을 받았다.” Hugh Boustead, The Wind of Morning: The
Autobiography of Hugh Boustead (London: Chatto and Windus, 1971), 233쪽 참조.
통치자가 ‘가려거든 가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그 이탈의 규모에 대해 쉐이크 자이드는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유출이 야기할 정치적 타격을 실감하고 있었다.
아부다비와 카타르 간의 이 다툼은 멜휘스(M.R. Melhuish)가 미들턴 경을 위해 준비한 195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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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자 바레인에 주재하는 정무 공사의 내부 비망록에 충분히 요약되어 있다. 멜휘스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요약으로 그의 보고서를 끝맺었다. “가장 중요한 난관은 중요치 않은 섬 하나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이제는 두 통치자의 가슴에 격정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사고
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미출간된 FO 371/148958 33243,
M.R Melhuish, Confidential Minutes, January 31, 1959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Confidential 1084, Boustead to Luce, April 7, 1962 참조.
미출간된 FO 371/157034 33628, Confidential 1102, R.O. Miles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J.A.
Ford (Political Residency, Bahrain), May 24, 1961 참조. 이 기록은 쉐이크 샤크부트가 25%의 소득세
를 요구하고 있었던 반면에 쉐이크 자이드는 외국인의 사업에 대해 자유로운 정책을 선호했다고 언
급하고 있다.
1962년 10월 27일자 트립(J.P. Tripp)이 작성한 극비 문서는,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회사에게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통치자의 정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 그 수
준으로의 물가 인상을 유도해 아부다비 토후국의 주민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뿐이다라고 내게 말했
다”라고 기록했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J.P. Tripp, Economic Secretary’s Report of a Visit
to Abu Dhabi, October 18-25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Boustead to Luce, April 9, 1962에 첨부된 대화록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Luce to Crawford (Foreign Office), April 17, 1962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Boustead to Luce, October 3, 1962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Boustead to Luce, October 17, 1962 참조.
미출간된 NARA, Pol 15-1, Trucial Oman A-75 from AmConsul Dhahran, James A. May, Acting
Principal Officer to Department of State, August 28, 1963 참조. TIME과 Life 두 잡지에 쉐이크 샤크
부트의 인물과 성격 등이 기사화되었다. TIME지는 “Sheik Jackpot”으로, Lift지는 “‘O long of Life’
낙타 젖을 마시고 석유로 달린다”로 표제를 달았다. 고지식하고 외교적 수완이 없는 걸로 나오지만,
둘 다 악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치자는 과격할 정도로 화를 냈다. 다흐란(Dhahran)의 미국 영
사는 국무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샤크부트는 이 기사와 TIME지의 다른 기사에 매우 화를 냈다. 그
는 다흐란의 미국 영사에게 접근했고 문제의 잡지에 대해 편지를 썼다. [영사]는 아부다비의 통치자
가 보낸 개인 심부름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수령]했다. 편지에서 그는 거짓되고 비호의적이라 생
각되는 자신과 관련된 몇몇 신문 기사들에 대한 그의 비애감을 표현했다. 출판물 이름이나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 후 영국 대리 정무 공사 브라운(Francis Brown)은 샤크부트가 비교적 최근에 Life
지와 TIME지에 실린 기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진술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샤크부
트가 또한 영국에서 몇 달 전에 상영됐고 프로그램 대본을 입수한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 때문에
속상해 있었다. (…) ‘The Listener’로 재연된 BBC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Edward Attiya의 한 대담 프
로 역시 그를 ‘미쳐서 껑충껑충 뛰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487-496쪽의 FO 10154/39154, Burrows to Eden, April 15,
1954 참조.
각국으로부터 온 주요 회사들은 1962년과 1966년 사이에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
들을 제안했다. 독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Yousef Al-Hassan (ed.), The Dialogue Between Civilizations:
The UAE and Germlany (Amman: Friedrich Ebert Foundation, 1995), 9-33쪽의 Frauke Heard-Bey,
“Germany and the Gulfbefore 1971” 참조.
미출간된 NARA, American Consul, Dhahran, John Evarts Horner, February 19, 1964, to Department
of State, Pol R Trucial States, A-174 참조.
예로 “휴전 조인국의 지방분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군대” 같은 장문의 분석. 미출간된 NARA, Pol
2 Trucial States, A-115, American Consul, Dhahran (Arthur B. Allen) to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0, 1965 참조.

주석 319

71 심지어 쉐이크 샤크부트 자신의 아들들도 때때로 그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Lt. Col. Edge to Political Agent for Abu Dhabi, April 6, 1962 참조.
72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Lt. Col. Edge to Political Agency, Abu Dhabi, March 23, 1962 참조.
그렇지만 쉐이크 하자(Shaikh Hazza) 가족은 성 안에 자신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었다.
73 발포아 폴은 쉐이크 샤크부트가 자신의 나라를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것을 못마땅해한 것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게 되는 순간이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단지 몇천 명에 불과하고, 충분히 행복한 종류의 삶을 살아왔다.” Gerald Butt, The Lion in the Sand:
The British in the Middle East (London: Bloomsbury, 1995), 115쪽 인용.
74 함께 서 있는 형제들에 관한 진술을 램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자이드가 말했다. (…) 나는 동맹
으로 함께 서 있는 네 명의 ‘형제들’과 가족 역시 샤크부트의 행동이 전반적으로 통치 가계의 지위
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한다.”
75 문서 중 일부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다는 기록은 그 당시에 대한 다른
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당시와 관련된 관리들의 기억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정부 기관들이 연루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군대, 각료 사무실, 경제 부처의 기록에 최소한의 어떤 흔
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이 가능한 아부다비에 대한 미국의 기록이라면, 이 문제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증거로 보아 그 변화를 위한 추진력은 가족 내부
로부터 나왔고 그 변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6 영국 관리 중에서 가장 기민한 사람 중 한 명인 램은 1966년 쉐이크 샤크부트가 방문하기 전에 요르
단의 영국 대사에게 은밀하게 “독재자의 기질과 결합된 그의 오랜 권력 경험은 그로 하여금 국가를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교적인 측면에서 그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순수하
게 품성의 힘으로 엄청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전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대단
한 지성과 강력한 기억력을 타고났다”고 썼다.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Lamb to Parkes
(British Ambassador to Jordan), April 16, 1966 참조.
77 1966년 6월 쉐이크 자이드가 사적으로 런던을 방문하는 동안 약속된 견해들을 기반으로 진행된 토
론 주제는 매우 시사적이다. 쉐이크 자이드가 비콘스필드(Beaconsfield)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 홀 반
(Hall Barn)에서 휴가 중이던 램을 만난 건 이 방문 기간이었다. 아부다비 통치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램은 이 변화가 통치 가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간
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그것이 통치 가계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며,
영국의 도움이나 승인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이 논의를 끝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임은 분명했다. (1996년 램과의 개인적 대화)
78 램은 “그는 아랍 쉐이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다. 관대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이유로 아마도
아부다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물이다. (…) 쉐이크 자이드는 국가를 위한 개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Lamb to Parkes, April 16,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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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Gerrards Cross:Archive Editions, 1990), 487쪽의 FO 10154/39/54,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Foreign Secretary), April 15, 1954 참조.
이것과 관련된 좋은 사례는 두바이의 주재관이 쉐이크 자이드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존스턴(A.J.
Johnstone)의 반응이었다. 존스턴 경은 알-아인에 관한 엄청난 양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존스턴
의 요청에 쉐이크 자이드는 그 대리인이 면담하고 싶어하는 알-아인의 몇몇 주요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해주었다. 더구나 그는 존스턴이 묻는 주제들에 관해 명백한 확신 또는 절대적인 부인을 해주었
다. 쉐이크 자이드는 영국 정부가 연구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태로 대답해 주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요청되는 것들에 대한 유용한 증거와 부차적인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존스
턴은 그 만남에 정말 만족했고 대단한 존경으로 쉐이크 자이드를 대우했다. 그는 쉐이크 자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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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출간된 FO 371/156678
33473(1051/61), Johnstone (Political Agency, Dubai) to Jones(Arabian Department, Foreign Office),
February 8, 1961 참조.
Roderic Owen, The Golden Bubble: Arabian Gulf Documentary (London: Collins, 1957), 187쪽 참조.
Ibid., 209-210쪽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Sir William Luce’s “Record of discussions with Shaikh Zaid bin Sultan
at Buraimi on May 22-23” (1962), paragraph 3 참조. “나는 그에게 쉐이크 샤크부트가 통치에서 물러
나야 한다면 누가 그를 계승할 것이지를 물었다. 그는 자신은 통치자가 되는 걸 열망하지도 않고,
현재는 전혀 선택의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모리스는 그의 아들
술탄(Sultan)이 쉐이크 샤크부트가 사임하는 걸 단념하도록 설득시켰다고 기록했다. 술탄은 “ (…)
그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원했던 바로 그 은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The story of H.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iyan, Presid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Outline Series of Books, 1976), 57쪽 참조.
그 당시 쉐이크 자이드는 알-아인의 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5만 루피에 달하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쉐이크 샤크부트가 그의 아들 술탄을 통해 돈을 보냈을 때, 이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쉐이크 자이드는 변할 거라는 형의 보증을 받아들였
고, 형이 권좌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487-496쪽의 FO 10154/
39154,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Foreign Secretary), April 15, 1954 참조.
“혁명이 아니라 가계의 합의를 통해”가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 Hamdi Tammam, Zayed
bin Sultan Al-Nahayyan: The Leader and the March, second revised edition (Tokyo: Dai Nippon Printing
Company, 1983), 72쪽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542 35656 referring to a draft of “The Trucial States: A Brief Economic Survey,”
by Dr. K.G. Fenelon, CBE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BT 1202/4), T.F. Brenchley (Foreign Office) to F.J. Burlace (Ministry
of Defence), May 3, 1965 참조. “나는 지금 정치적 요인이 변화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고 있는
데, 우리는 통치자의 군대 보유를 수락해야 하고 더 이상 우리 쪽 지연으로 인해 통치자가 무엇인가
를 얻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1202/65), A.T. Lamb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H. Phillips
(Political Residency, Bahrain), September 16, 1965 참조. “아부다비에서 오로지 통치자에게 충성하도
록 잘 유지되고 훈련이 잘 된 군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고 또한 통치자의 이익이기도
하다. 아부다비의 방어와 국내 안전을 위해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와 협력하고 또한 어느
순간 영국을 위해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를 대체할 수 있는 군대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이익은 충족될 것이다. 이것은 통치자의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틀림없이 통치자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견된 영국 장교들에 의해 지휘되는 군
대는 통치자에게 충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쉐이크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종사하거나 통치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 정
부에게는 경제적 관점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Telegram No. 727, Bahrain to Foreign Office and ditto Lamb(Abu
Dhabi) to Phillips(Residency, Bahrain), September 11, 1965 참조.
적절한 하나의 사례는 재무국장을 임명하는 문제였다. 미출간된 FO 371/185530 35390 (1013/66),
Lamb to Luce (Political Resident, Bahrain), February 9, 1966 참조. 같은 형태의 문제가 통치자에게 더
나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려 노력했을 때 재발했다.
한 영국 의사가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그의 어머니를 치료했고, 통치자는 깊이 고마워했다.
Annual Review of Events in Abu Dhabi, 1965 참조. “소수였던 그의 관리들은 사실상 모든 결정,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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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관련된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에게 보내야 했다. 그의 영국인 비서 클락(Mr. Clark)은 실질적
으로 통치자에게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다. 그의 조언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따르는 일은 더욱
없었다.” 미출간된 FO 371/185523 35441, Lamb to Luce, January 1, 1966 참조.
‘남부의 걸프 지역’이란 말은 John Duke Anthony의 1975년도 책에서 사용되었고, 이 말은 적절하게
Abu Dhabi, Ajman, Bahrain, Dubai, Fujairah, Qatar, Ras al Khaimah, Sharjah 그리고 Umm al Qaiwain
을 포함한다. 이들은 결코 하나의 국가를 이룬 적은 없지만, 오만이나 북쪽의 쿠웨이트와는 달리 많
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John Duke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People,
Politics, Petroleum (Washington, 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75) 참조.
그는 강인하고 단호한 협상자였지만 항상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을 시작할 때 공공연하
게 개요를 설명했다. 1966년 11월의 비망록에 표현된 램의 견해는(“Assessment of the personality,
policies, role of Shaikh Zaid bin Sultan Al Nahayyan”) 다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이 이상적으
로 보는 낭만적인 아랍 쉐이크의] 외관상의 특징보다 겉모습 아래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논의에서
지적이고, 인내심 강하고 그리고 분별심이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그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베두인 족의 모든 천성
을 가진(예를 들면, 아부다비에서 은행들과 성공적인 신경전을 펼친 다음 그의 현 계좌에 대해 6.5%
의 이자 지불을 이끌어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통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정치가다운 이해력
을 가지고 있고 국제 정치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본능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그의 인식은 오랜 기간의 연습으로(알-아인의 통치자
로서) 인해 탁월해졌다.” 미출간된 FO 371/185529 35559 (1011/66), Confidential: Despatch No.3 of
November 5, 1966 from Lamb (Political Agent in Abu Dhabi) to Crawford (Political Resident in Bahrain)
참조. 램이 언급했던 은행들의 문제는 쉐이크 자이드의 실용적인 접근에 대한 완벽한 실증이다. 지
방의 은행들은 한동안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단지 3%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이것은 영국 당국도 옹
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더 이상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었다. 즉위 후
즉시 쉐이크 쟈이드는 자신이 더 나은 이율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은행들은 항의했
다. 그는 그의 전임자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꾸짖거나 압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은밀히 다른 은행들
과 아부다비 입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소식은 신속하게 은행 ‘비밀 정보망’에 알려졌다. 이
후 곧 새로운 통치자는 현재의 은행가들에게 꾸밈 없이 더 좋은 이율 제안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은행가들은 곧바로 6.5%에 동의했다.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1954년 주재관이 그에게 강하게 영국인
고문을 임명할 것과 행정을 개선할 것을 강요했다. 쉐이크 샤크부트는 바레인의 동료 통치자 쉐이크
살만 빈 하마드(Shaikh Salman Bin Hamad)와 그의 고문이었던 벨그라브(Charles Belgrave)의 경험을
통해 고문 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정부는 더 이상 그에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대신
고문, 그리고 주재관(영국은 아부다비에 주재관을 보내고 싶어했다), 궁극적으로는 런던에 있는 정
부에 책임지려 했다. 재출간된 Records of the Emirates, Vol. 9, 92-93쪽의 FO 1053/5, Confidential
No.103, Samuel (Foreign Office) to Burrows (Political Resident, Bahrain), July 9, 1954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23 35441, Annual Review of Events in Abu Dabi, 1965 참조. “쉐이크 샤크부트
는 (…) 다른 휴전 조인국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떼어놓고 싶다는 욕망을 계속적으로 드러냈다.
[1965년] 1월 초, 휴전 조인국 개발 기금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단지 2만 5000파운
드를 약속했다. (…) 그는 [1965년] 10월에 주재관과 함께 논의된 북쪽의 휴전 조인국들간 연맹에 대
한 아이디어를 열렬히 지지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휴전 조인국로부터 완전히 탈퇴할 기회로 보고 있
었고, 11월의 휴전국 위원회 모임에는 동생 쉐이크를 보냈을 뿐이다. [1965년] 겨울 그가 다른 통치
자들에 의해 위원회의 첫 번째 아랍 의장으로 공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별 감흥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그 해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
가 마음을 바꾼 동기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지만, 그의 동요는 통치자로서의 그에 대해 커져가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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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불만 원인 중 하나였다. 미출간된 FO 371/179915 33465 (1102/65), Lamb to Luce, November
28, 1965, paragraph 4, 그리고 미출간된 이후 자료 FO 371/185524 35441 (1011/66C), Balfour-Paul
to Luce, March 5, 1966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16 35465, Confidential Telegram No. 370, Luce to Foreign Office, May 20, 1965
참조.
정무 공사 루스 경은 아부다비의 보우스테드(Boustead)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통치자에게 전달해 달
라는 요청의 전보를 보냈다. “나는 그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에 호소한다. (…) 150만여 파운드
[original emphasis]를 기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칭송과 감사를 받을 커다란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
라.” 그 메시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출간된 FO 371/179916 35465, March
10, 1965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16 35465, D. Slater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Luce, May 9, 1965 참조.
영국은 아랍 연맹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외무성의 크로포드(Crawford)는 재무부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요약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에서의 영국의 더 큰 개입을 위한 계산서 문제로 귀착되었다. “나는 우리가 걸프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위협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무언가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걸프 지역에서 영국의 지위를 끝장내는 것은 늘 나세르(Nasser)의 오래된 목표 중의 하나였
다. 최근 그곳에서 파괴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어왔다. 최근의 바레인 폭동이 있었고, 지난
겨울 사르자흐와 두바이 토후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예멘 이주자 집단의 소행인 것으로 판명됐다. 주재관은 우리가 걸프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의 침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권
고했다. 사르자흐 토후국에 있는 왕립 공군 비행장을 포함해 휴전 조인국들은 남부 걸프지역의 우리
지위에 항상 중요한 요소였다. 이 지위는 Abu Dhabi Marine Areas(여기서 영국의 Petroleum은 3분의
2의 주주이다)가 아부다비 연안 지역에서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확인한 지금 더욱더 중요하다. 미출
간된 FO 371/179916 35465, Crawford (Foreign Office) to P.S. Milner-Barry (Treasury), April 26, 1965
참조.
“예를 들면, 자이드는 이미 파이살(Feisal)[사우디의 왕]은 아랍 연맹이 해안으로 더 침입해 들어오기
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의 육로 정책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출간된 FO
371/179916 35465, Luce to Thomson (Minister of State, Foreign Office), May 16, 1965 참조.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의 “모든 순간에 ‘휴전 해안’ 오만 스카우트 부대와 협력하고 동등한 기반으로
리와(Liwa), 알-아인, 제벨 타나(Jebel Thanna), 타리프(Tarif)와 같은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며
텐트나 적당한 임시 막사에 사는 지역 군대”의 목적에 동감했다. FO 371/179929 35506, J.E.H.
Boustead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Luce, March 27, 1965 참조. 이 주제는 8장에서 좀더 집중적
으로 다루어진다.
본책 90-96쪽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1202/65), Lamb to Phillips, October 11, 1965 참조.
Ibid., 1965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23 35441, Lamb to Luce, January 1, 1966에서 Annual Review of Events in Abu
Dhabi, 1965 참조.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Record of discussions with Shaikh Zaid bin Sultan at Buraimi on May
22-23”(1962)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1033/66), Lamb to Sir R.W. Parkes (British Embassy, Amman), Apri1
16, 1966 참조.
램은 “현재 월 2만 5000파운드가 안되는 그의 국내 지출과 요르단에 준 총 70만 파운드에 달하는
최근의 선물은 서로 걸맞지 않기 때문에” 통치자가 미래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 신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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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란다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1033/66), Lamb to Luce,
Apri1 30, 1966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Lamb to Weir, May 21, 1966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Restricted, Lamb to Luce, May 21, 1966 참조. 쉐이크 자이드는 후에
“나는 가끔 형에게 개인적으로 형제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우리와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해 조언했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아부다비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형들은 가끔 논쟁을 통해 쉐이크 샤크부트를 설득하려
고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어떤 압박감 대신 가능한 조용히 설득하는 게 최선이라고 느꼈다”
라고 진술했다. 몇 번이고 그는 중개자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그는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다른
형제 중 누군가를 문제삼고 싶거나, 어떤 일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 말아라. 문제삼고 싶은 형제에게는 항상 형제 중 누군가를 활용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라. 메신저를 보내라. 다리를 놓아라. 하지만 무엇을 하든, 결코 직접적으로 비난
하거나 또는 호전적인 방식으로 형제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형제간의 존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했다. 그가 쉐이크 샤크부트에게 자유
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공손함을 유지했다. 나중에 통
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때때로 좌절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55-56쪽 참조.
Ibid., 1966 참조.
모리스에 따르면, 쉐이크 자이드의 삼촌 아들인 쉐이크 아흐마드 빈 하미드(Shaikh Ahmad Bin
Hamid)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많은 요인들이 쉐이크 자이드가 1966년 권력을 장악하도록
강제했다. (…) 세가지 사실만 살펴보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부를 빼앗기고, 고립된다
는 거였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도 그 자원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돈은 정유 회사로부터 나왔다. 돈은 부의 축적을 위해 사라졌다. 두 번째는 바니야스 부족의
주역인 가계는 쉐이크 샤크부트가 아부다비 토후국을 지배하는 방식에서 만족하지 못했다[sic]. 냉정
하게 말해서 그의 통치는 능률적이지 않았다. 그의 통치에는 결함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세 번
째 사실은 이웃하는 나라들이 아부다비의 상황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불만
은 우리가 부유한 국가인데도 부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부
유국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급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는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53-54쪽에서 인용.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Record of discussions with Shaikh Zaid bin Sultan at Buraimi on May
22-23”(1962) 참조.
램은 1966년 7월 3일 런던에 도착해야 했다.
1996년 11월 테이프로 녹음된 램 경과의 개인 대화록.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이용할만한 기록 자료가 없다. 이것들은 당연히 비밀이었다. 이 기간을 다루고
있는 많은 영국 문서들은 2007년까지 미공개인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건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영국에 있는 동안 쉐이크 자이드는 토론의 윤곽을 잡는 데 있어 주
도권을 가져갔다. 그가 받은 피드백은 영국이 그들이 선택한 움직임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가족들
에게 조언할 만큼 충분히 명확했다.
미출간된 FO 371/185529 35559, Despatch No. 3 of November 5, 1966, from the Political Agent in
Abu Dhabi to the Political Resident in Bahrain 참조.
그날 일은 Balfour-Paul’s Despatch No. 20 of August 8, 1966에 기록되었는데, 이 자료는 2007년까지
공문서 보관소에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연구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에서
발포아 폴은 그날의 에피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통치 가계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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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건 나 같은 대리 공사의 몫이었다.” Glen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Britain's Relinquishment of Power in her last three Arab Dependen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23쪽, 주 68 참조.
쉐이크 샤크부트, 발포아 폴, 드 부츠는 그들의 만남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물론 쉐
이크 자이드는 그들의 만남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곧 그의 형과 전화로 길게 통화했다. 쉐이크 자이
드는 그 화제에 대해 아와드 알 아르샤니(Awad Al-Arshany)와 인터뷰를 가졌다. 알 아르샤니의 견해
는 그의 책 Zayid the Paladin who Conquered the Desert, in Arabic (Cairo: 1980), 134-135쪽에 드러나
있다.
Claud Morris, The Desert Falcon, 70쪽 참조.
출간된 FO 371/185537 35590, Telegram No. 371, Luce to Foreign Office, June 8, 1966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29 35559, Confidential Despatch No. 3 of November 5, 1966, from the Political
Agent in Abu Dhabi to the Political Resident in Bahrain 참조.
Ibid. 참조.
이것은 또한 석유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두바이와 잠재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의
응답이었다. 결국 그는 이 원칙을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확장하려고 했다. 아랍 형제들간의 친선은
그가 펼친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했고, 이 기준은 이어지는 30년 동안 담화 때마다 반복적으로 천명
되었다.
“아부다비의 첫 번째 보통 우표(쉐이크 샤크부트의 초상화가 담긴)는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로서
의 책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사라졌다.” Mahbub Jamal Zahedi, Gulf Post: Story of Post in the Gulf
(Karachi, Pakistan: Sanaa Publications, 1994), 74쪽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60 35716 (1446), Melhuish (British Residency, Bahrain) to Nuttall (Political
Agency, Abu Dhabi)에서 시작되는 1966년 8월 10일에서 9월 6일 사이의 교신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29 35559, Despatch No. 3 of November 5, 1966, from Melhuish (Political
Residency, Bahrain) to Nuttall (Political Agency, Abu Dhab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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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19일 다란의 미국 영사가 아부다비를 방문했고 곧 이어 국무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쉐이크 자이드가 여러 정책을 통해 주민들
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내게 확인해 줬다. 무엇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경제적 번
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그를 지지하고 있는데, 쉐이크 자이드가
내린 몇 차례의 정치적 의사결정도 인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미출간된 National Archive
Records Administration, American Consul Dhahran to Department of State, Airgram No. A-50,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s in Abu Dhabi, October 19, 1966 참조.
John Daniels, Abu Dhabi: A Portrait (London: Longman, 1974), 54쪽 참조. 이 대화는 1967년 다니엘
스가 도착한 직후 진행됐다.
여기에는 다른 차원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최종 통제 가능한 ‘휴전 해안 개발청’을
통해 발전 노력이 진행되길 원했다. 특히 쉐이크 자이드가 ‘휴전 해안 개발청’에 자금을 출자한 이
후부터 영국은 발전 방향에 대한 그의 주도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논조가 조금 바뀌었다.
미출간된 FO 371/185529 35559, Despatch No.3 (1011/66), A.T. Lamb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R.S.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paragraph 14, November 5, 1966 참조.
FO 371/185529 35559, Confidential Memorandum, ].E. Marnham (Foreign Office) to Sir Roger Allen,
December 6, 1966 참조. 엘렌은 여백에 자필로 이렇게 추가했다. “내 생각에 아부다비 토후국이 이
젠 약소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웃 토후국과 협력하기보다 지배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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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결과는 이 두 사람의 예측을 모두 빗나가게 했다.
1966년 11월 19일 정무 공사는 영국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냈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발
전 프로그램이 적당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빠른 결과를 원하는 쉐이크
자이드의 조급함과 열정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으며, 그 위험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런 추
세가 계속된다면 아부다비 토후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
면 아부다비 토후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양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 월급이 오를 것이고, 이에 영향을 받아 T.O.S. 병력의 월급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영국에도 직접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발전의 혜택을 위해 서두르는 것
과 이 서신에서 정무 공사가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조적이다.
미출간된 FO 371/ 185540 35590,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Marnham (Foreign Office),
November 19, 1966 참조.
7 영국 관료들은 ‘휴전 해안 개발청’을 모든 발전과 원조 제공의 경로로 활용하길 원했다. 한 예로 UN
의 기술지원 제안에 대해 영국 해외개발성(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
다. “원칙적으로 UN이 제안한 기술적 지원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게 봉착할 수도 있는 어
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이 업무의 주요 인력들이 실제로는 UN에 의해 선발되더
라도 ‘휴전 해안 개발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수도 UN보다는 발전기금(Council)을 통해 지급되도
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UN에 의해 임명된 인력들이 ‘휴전 해안 개발청’ 산하
해당 위원회의 의견조율 단계를 생략한 채, 개별적 프로젝트를 각 통치자들과 따로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미출간된 FO 371/185535 35590, Outward Telegram 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to Dubai and Bahrain, November 4, 1966 참조.
8 예를 들어 the long correspondence in respect of Brian Colquhoun and Partners, Consulting Engineers,
and of Wimpey에 대해서는 미출간된 FO 371/185540 35590, between March 7 and November 20,
1966 참조.
9 그는 외무성의 마른햄(Marnham)에게 향후 조언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쉐이크 자
이드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적
어 보냈다. 미출간된 FO 371/185540 35590, Crawford to Marnham December 17, 1966 참조.
10 아부다비 토후국은 남부 아랍 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부유한 토후국이었다.
11 발포아 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견을 말했다. “현지에 근무하는 영국 관료들이 현지 상황에 몰두
하다 보면 자기 보호색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갖게 된다.” Glen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Britain's Relinquishment of Power in her last three Arab Dependen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53쪽 참조.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가 자신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음에 틀
림없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서신보고에 근거해 판단컨대, 일부 현지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현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낸 서신에는 출세주의도 반영되어 있었다. 즉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도 런던 본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외교부 내에서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은 ‘현지인에 기우는 것’,
즉 영국정책을 어기고 현지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관용구나 외무성의 은어를 보
고서에 채택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관료도 있었다. 또한 일부 유능한 관료의 경우 자신이 보고서를
읽는 누군가의 흥미를 끌기 위해 스토리나 우화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어떤 관료의 경우 자신의 보고서 안에서 자신이 통치자
를 포함한 모든 접촉했던 인물에 대한 우월감의 다른 표현인 일정한 거리감을 꾸준히 나타내는 방
식으로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따라서 진술된 것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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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출간된 American Consul Dhahran to Department of State,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s in Abu
Dhabi, October 19, 1966 참조.
13 아부다비 토후국의 초기 발전상에 대한 상세한 평가는 Two Glorious Years in the History of Abu Dhabi
(Beirut, n.d.), 53-101쪽을 참조.
14 이에 대한 상세한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K.G. Fenelon, The United Arab Emirates: An Economic
and Social Survey,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1976), 80-83쪽을 참조.
15 Two Glorious Years in the History of Abu Dhabi, 203쪽 참조.
16 Ibid., 147쪽 참조. 1966년 1200만 톤에서 1970년대에 3200만 톤으로 한 해 석유생산량이 증가하자
이 정도의 자금이 조성될 수 있었다.
17 Mana Saeed Al-Otaiba, The Economy of Abu Dhabi: Ancient and Modern, second edition (Beirut:
Commercial &Industrial Press, 1973), 79-80쪽 참조.
18 이는 전문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을 위주로 한 사회적 혁명의 일환으로 경제발전을 꿈꾸며
1958년에서 1962년까지 전개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는 달랐다. 아부다비 토후국이 추진한 모델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수입과 외부전문가 고용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
19 이 가운데 5,900만 디나르는 위기에 처한 토착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원처럼 쉐이크 자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종 여행 관련 프로젝트 또는 여행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또
한 사막지대의 농업거점과 같은 선구적 시도는 수년에 걸쳐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얻었고 국제사회
의 평가를 얻었다. 이런 선구적 정책의 한 예로 ‘행복의 섬(Isle of Happiness)’에 위치한 아리드 랜드
리서치센터(Arid Lands Research Center) 건설과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대학 환경리서치 실험실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of the University of Arizona)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 NARA, Pol 7, Trucial States, Power/Water/Food Project in Abu Dhabi: Possible Visit by Shaykh
Zayid to U.S., August 19, 1970 참조. 아리드 랜드 리서치센터의 역사에 대해서는 Hassan Dawood
Salman, “Technology Planning for the Post-Oil Era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adford, 1988), 213-227쪽 참조.
20 Al-Otaiba, The Economy of Abu Dhabi, 175-182쪽 참조.
21 미출간된 FO 371/185540 35590 (1103/66), Lamb to Balfour-Paul (Political Residency, Bahrain),
November 15, 1966 참조.
22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가 영국이 불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음에도 라디오방송
국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공무담당자들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있었다.
23 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136-137쪽 참조.
24 다흐란에 주재하는 미국영사는 이렇게 보고했다. “램이 출장에서 돌아오자 쉐이크 자이드는 그를
불러 ‘내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램은 그
가 잘 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몇 가지 실책들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과 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하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고 말하며 램의 평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어리석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계획에 따
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자신은
32년 동안이나 부득이 방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미 오래전에 이 토후국에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둘째, 그는 램
에게 자신이 형 샤크부트와 다르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램은 그런 조건에서라면 과다한 지출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속도를 조금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줬다. 이에 대해 그는 램의 의견에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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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공감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출간된 NARA, American Consul
Dhahran to Department of State, Subject: Political Developments in Abu Dhabi, October 19, 1966 참조.
무함메드 알 파힘(Mohammed Al-Fahim)은 이렇게 회고했다. “다행히 1966년 이후 지난 30년 사이에
외국으로 떠나갔던 아부다비 토후국 주민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떠
나 생활하고 일하던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각국의 업무관련 기술과 경험, 교육이라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역량들이 필요하던 시기에 이들은 소중한 기여를 했다.”
Al-Fahim, From Rags to Riches, 138쪽 참조.
John Duke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People, Politics, Petroleum (Washington, 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75), 144-146쪽 참조.
특히 이를 통해 쉐이크 자이드는 잠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고로, 이는 과거 그의 형인 샤크부트가 쉐이크 자이드와 다른 형제들을 자신이 통치하
는 기구에서 배재했던 이유였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최초 정부 조직과정에는 이런 태생적인 정치적 원리들이 고려되고 있었다. 쉐이
크 자이드는 통치 가계 내부의 다양한 요소와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통합했다. 다음에 나열되는 인
물들이 대표적으로 정부에 직접 참여했다. 즉 아부다비 토후국 부 통치자이자 부 군(軍)통수권자 쉐
이크 칼리드 빈 술탄(Shaikh Khalid Bin Sultan), 공공서비스, 전기･수자원 보건, 교육을 책임지는 쉐
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Shaikh Hamdan Bin Muhammad), 경찰과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쉐이크 무바라
크 빈 무함마드(Shaikh Mubarak Bin Muhammad), 알-아인 지방자치정부 책임자이자 농업부문 책임
자인 쉐이크 타흐눈 빈 무함마드(Shaikh Tahnun Bin Muhammad), 사법부 책임자인 쉐이크 수루르 빈
무함마드(Shaikh Surur Bin Muhammad), 통치 가계의 장로 가운데 일인이면서 토지등록을 책임지는
쉐이크 무함마드 빈 칼리파(Shaikh Muhammad Bin Khalifa), 역시 통치 가게의 장로이며 지방자치정
부들을 책임지는 쉐이크 사이프 빈 무함마드(Shaikh Saif Bin Muhammad) 등이 있었다. 재정부분의
최고책임자는 외국전문가가 맡았지만 부 책임자는 쉐이크 무함마드 빈 칼리드(Shaikh Muhammad
Bin Khalid)가 맡았고, 그는 또한 전통, 그리고 개발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노동･사회
문제, 민간 서비스 책임자는 쉐이크 아흐마드 빈 하미드(Shaikh Ahmad Bin Hamid)였다.
Hendrik van der Meulen, “The Role of Tribal and Kinship Ties in the Politics of the United Arab
Emirates,” Ph.D. dissertation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1997) 참조.
Al-Fahim, From Rags to Riches, 125-126쪽 참조.
Ibid., 140쪽 참조.
이는 아마도 복잡한 가계 스토리를 역사의 소재로 삼는 구전 문화라는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
을 듯하다.
이 때문에 그는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개선하기로 결심했는데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분야 개선에
힘썼다. 이 분야에서 그의 부인 쉐이크 파티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의 개선에 매우 큰
기여를 했고, 그녀는 아부다비 토후국 안에서 모범적 여성상을 실천했다. 이 건강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대상은 베두인족이었다. 다흐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는 이렇게 보고했다. “새로운 통치자 쉐
이크 자이드가 영국에게 말했던 첫째 사항은 아부다비 토후국 내부의 베두인족을 다시 정착시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가 비록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석유 부국인 아부다비 토후국
에 유목민 생활을 하는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규칙적
으로 먹을 것과 물을 찾아 도처를 떠도는 삶은 수치스럽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영국 측에 말했다.” 미출간된 NARA, American Consul Dhahran, Political
Developments in Abu Dhabi, October 19, 1966 참조.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를 계획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1949년에 벌
써 아랍민족주의 진영에는 영국이 아랍 만에서의 기존 이익을 연방제 형식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소
문이 돌고 있었다고 발포어 폴은 주장했다. “Persian Gulf Annual Review for 1950” reprin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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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1873-1957, Vol. XI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86), 119쪽
참조. 그가 적절하게 ‘기괴하다’고 표현했던 누군가의 추정 가운데 영국이 아랍 만 토후국들을 이라
크 통치자인 압둘 일라흐 빈 후세인(Abdul-Ilah Bin Hussein)에 통합시키려 한다는 이른바 ‘바그다드
안(Baghdad Pact)’이 있었다. 다만 영국 정무 공사 헤이 경은 1970년대가 되면 이 지역이 완벽하게
독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발포아 폴은 연방의 실험단계로 1952년 ‘7개 토후국 위원회’
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954년 3월에 정무 공사 버로우스 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옳다.” FO 10102/3/54, Burrows
(P이itical Resident, Bahrain) to Eden (Foreign Secretary, March 12, 1954, reprinted in Persian Gulf
Administration Reports, 367쪽 참조.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분석은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112ff 참조.
이 역시 1950년에서 1951년 사이에 집권했던 노동당 내각의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Harold Wilson, A Personal Record: The Labour Government, 1964-1970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479-483쪽 참조.
따라서 영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결정하
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일각에서는 향후 이 지역에서 일체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서 손을 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이 모호한 입장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영국정책의
핵심이 혼란과 불일치를 노출했다. 영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던 경제위기가 이 문제의 원인이었지만,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이 갑작스러운 철수의 부분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영국은 제국주의
흔적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모색하고 있었다. 탈퇴 움직임을 힘으
로 막지 않겠다고 영국이 언급한 이후 1965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다루기 힘든 식민지 남로
디지아(Southern Rhodesia)의 경우에서 가장 잘 드러난 것처럼 노동당 내각이 이 목표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이었다. 남로디지아 상황이 남긴 그림자 때문에 영국 정부는
총체적 힘의 한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한 1968년 북아일랜드 공화국에 군대를 파견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영국 본토 바로 옆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군사적 개입이 요구되자 다시
이런 비관적 사고를 하지 않았을 수 없었다. 또한 1967년 이스라엘의 이웃국가 공격도 중동에서 실
질적 개입을 중단해야겠다는 영국의 의지를 강화시켰다. 당시 영국 국방장관이던 힐리(Dennis
Healey)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힘든 경험들 때문에 나는 영국의 경제상황
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점증하는 민족주의 때문에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됐다.” 현지에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팽창주의적 이
스라엘과 그 이웃국가들의 충돌 사이에서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가 어려웠다. 1967년 6월 전쟁
기간에 나타난 아랍권의 반응은 이 지역에서 영국이 철수하게 만든 미묘하고 드러나지 않은 동기였
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변한다는 정치적 징후를 포착하는 데 있어 쉐이크 자이
드는 전문가였다. Dennis Healey, The Times of My Life (London: Michael Joseph, 1989), 299쪽 참조.
힐리 국방장관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철수를 역시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영국 정
부는 1967년 5월 마침내 ‘차별 없는 시장’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시점부터 싱가포르부터 철
수와 아랍 만 지역에 잔존하는 개입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그는 회고록에 적고
있다. Healey, The Times of My Life, 293쪽 참조.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당시 그가 O.S.T. 비용을 떠
맡겠다는 이 지역 통치자들의 요구를 영국 TV에서 공개적으로 퇴짜놓은 것은 불쑥 터져나온 말실
수가 아니었고, 퉁명스럽고 상대에게 몹시 거부감을 주는 발표를 통해 이 이슈를 마침내 잠재워야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123-131쪽 참조.
예를 들면, 아랍 만 토후국에 대한 영국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미출간된 NARA, Pol 1, Trucial
States - UK, No A-228, American Embassy, Kuwait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1, 1965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D.C. Carden (British Consulate General, Muscat) to Crawfor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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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Bahrain), October 26, 1966 참조.
42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Crawford to Lamb, November 2, 1966. 참조. 주바라(Zubara) 지역에
위치한 바레인 통치가계의 유산이었던 땅과 하와르(Hawar)섬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은 두 세대에
거쳐 계속됐다.
43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Lamb to Carden, December 12, 1966 참조.
44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Confidential Telegram, Bahrain to Foreign Office, Telegram no. 830,
December 19, 1966 참조. “아부다비의 영국 정무 주재관은 쉐이크 자이드가 파이살 국왕과의 회동
이란 주제를 주도적으로 꺼냈다고 서신으로 보고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파이살 국왕과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하길 원하며 만남 장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전해 달라고 정무 주재
관에게 위임했다. 이 대화에서 쉐이크 자이드가 주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 이슈를 해결하
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개인적 친분 형성이라는 순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45 미출간된 FO 371/185525 35441 (1035/66), Lamb to Balfour-Paul (Political Agent, Dubai), October 12,
1966 참조. “나는 쉐이크 자이드가 ‘휴전 해안’ 토후국 모두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 방
식의 외교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쉐이크 라시드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46 미출간된 FCO 8/1210/1, “'Abu Dhabi: Annual Report for 1968,” Treadwell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Crawford, January 4, 1969 참조.
47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Confidential Record of Conversation on October 26, 1966, between
the Political Resident and the Ruler of Abu Dhabi 참조.
48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무 공사 크로포드의 제안에 대해 쉐
이크 자이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파이살 국왕을 매우 존경하고 있
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우디는 막강한 부와 지위를 가진 국가지만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우디의 적들은 서쪽에 있지 동쪽에 있지 않다. 사우디가 동쪽에는 우려할 만한 대상
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아부다비 토후국이 무슨 수로 사우디를
해칠 수 있겠는가? 맞서야 할 전선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길 원하
는 것처럼 느껴진다. 쉐이크 자이드는 아라비아반도의 각종 이슈에 대해 사우디가 할 수 있는 역할
이 있으나, 그 선택은 순전히 사우디의 몫이라는 데 나와 의견이 일치했다.” Ibid.
49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가 된 이후 그 승계방식에 대해 두바이 토후국은 초반에 의구심을 갖고 있
었다. 영국의 교묘한 처신으로 인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과 긴말하
게 협력하겠다는 그의 결심 덕분에 이런 오해를 빠른 시일 내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
50 미출간된 FO 371/185537 35590 (1086/66C), M.S. Buckmaster (Political Agency, Dubai) to M.C.S.
Weston (Foreign Office), November 9, 1966 참조. 이 자료는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 사이
에 국경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함을 보여준다.
51 미출간된 FO 371/185537 35590 (1082/66), Lamb to Balfour-Paul(Political Residency, Bahrain), August
15, 1966 참조.
52 미출간된 FO 371/18553735590 (1082/66), Lamb to Balfour-Paul, November 15, 1966 참조.
53 미출간된 FO 371/185531 35590 (1044/66), D.A. Roberts (Political Agent, Dubai) to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November 26, 1966 참조.
54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짧지만 정확했다. “UAE의 최종 성공 여부는 문명 쉐이크 자이드와 라시드
사이의 협력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나타난 정황들로 보건대 두 인물 모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
하고 있고 상호협력과 자문을 늘려나갈 것 같다. 비록 각자 전망은 정반대이지만 다행히 서로 협력
할 가능성이 많다.” 미출간된 NARA, Pol UAE-US, Stoltzfus (American Embassy, Kuwait) to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March 28, 1972, paragraph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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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많은 사람들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한다. 쉐이크 자이드처럼 루스벨트에
대해 국민들은 다가가기 쉽고 상냥하다고 느꼈다. 한 예로 청원자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처럼 루스벨트도 자신이 고수하는 숭고한 목표가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들은 때론 잘 드러나지 않는 목표에 의해 조율되고 있었다.
56 두바이 토후국의 쉐이크 라시드나 사우디의 파이살 국왕과 함께 협력하는 쉐이크 자이드의 능력에
있어서 신뢰와 명예는 그 기반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든 그와 심각한 정치적 견해 차이
와 의견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57 영국의 아르헨티나 포클랜드(Falklands) 섬에 대한 침공에서 나타난 대처 전 영국수상의 역할과 이라
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보여준 그녀의 뻣뻣한 역할은 최근의 두 가지 사례다.
58 1966년 12월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교육시스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두바이
에 위치한 UAREM(United Arab Republic Educational Mission) 부분으로부터 받았다. “쉐이크 자이드
는 그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아직 교육 분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이집트측은 향후 UAR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질문했다. (…) 이에 대해 그는 미
래에 그 도움이 필요할지 여부는 당장 알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쉐이크 자이드를 압박
하는 것은 대체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어 그는 방문객들에게 예멘에서의 이집트의 역할에 대
해 매우 거북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쉐이크 자이드는 다른 아랍 국가에 대해 간섭하고 있
는 어떤 아랍국의 사악함에 대해 방문한 이집트인들을 향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 미
출간된 FO 371/185531 35590 (1073/66), Lamb to Balfour-Paul, December 18, 1966 참조. 물론 예멘
에서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휴전 해안’ 국가들에 간섭하기 시작한 이
집트의 태도를 완곡히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집트 대표단은 쉐이크 자이드의 측근인 칼라
프 빈 오타이바(Khalaf Bin Otaiba)에게 아부다비 토후국이 영국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비난했
다. “이에 대해 칼라프는 영국 자문단, 도급업체, 관료 등이 통치자의 시종들이고, 통치자로부터 지
시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쉐이크 자이드에게 조언이나 어떤 제안을 위해
칼라프 자신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통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나세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칼라프는 아마 그렇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아부다비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집트 대표단의 비판을 잠재웠다.”
59 Speech of H.H. Shaikh Zayid at the opening of the 8th Legislative Session, March 4, 1990, cited in
Sheikh Zayed, Hopes and Deeds (Beirut: Book and Publishing Establishment, 1990), 151쪽 (available in
French and Englis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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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에게 있어 통일이라는 개념은 논리정연한 정치적･사회적 철학이었다. 신의 의지로서의 통
일과 조화가 쿠란에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기에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독실한 이슬람교도의 감수성
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다.
Shams Al-Din Al-Doaifi (ed.) Sheikh Zayed: Leadership, The United Arab Emirates 1971-1987 (Beirut:
Book and Publishing Establishment, n.d.), 115쪽 참조.
Ibid., 25쪽 참조.
Ibid. 참조.
“(…) 쇠락하는 대영제국이 유언처럼 남긴 연방제일주의는 이처럼 영국 정부가 넘기고 간 유산의 어
느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신뢰를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었다.” Glen Balfour- 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Britain's Relinquishment of Power in her last three Arab Dependenc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93-94쪽 참조.
Personal communications with Sir A.T. Lamb and Sir John Wilton 참조.
작가 홀든(David Holden)은 1966년에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아랍 만 통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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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정치회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
인다.” David Holden, Farewell to Arabia (New York, NY: Walker and Company, 1966), 159쪽 참조.
8 미출간된 FCO 08/11, Henderson (Political Agency, Abu Dhabi) to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April 4, 1968 참조. “만약 효과적인 연방이 창설된다면 필요한 거의 모든 재원은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조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분석은 벗어나지 않았다. 아부다비 토후국 주
민들은 그렇게 많은 자신들의 재원이 토후국의 밖에 위치하는 기관에 의해 쓰여지길 원치 않을 것
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주요부서들은 아부다비에 위치해야 했다. (…) 통일 이후에도 각 토후국은
내정에 있어서 자치권을 갖되 국방과 외교만큼은 한 명의 국방장관과 한 명의 외무부장관에 의해
대표되어야 했다. 마찬가지 이치로 한 명의 최고사령관과 하나의 군사령부만 존재해야 했다. (…) 이
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일관성 있고,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할 재원을
갖고 있었다.”
9 이보다 두 달 전인 1967년 11월 철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던 로버츠 장관은 이
지역에서 영국이 철수 이후에도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123-126쪽 참조. 하지만 로버츠 장관의 첫 통치자 방문시기에 이미
영국은 철수를 확실히 결정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존재한다. 미출간된 FCO 8/142, “The
Minister of State’'s Visit to the Persian Gulf, November 1967,” 6, section 11 참조. “1970년대 중반
이후까지 아랍 만 지역에 지금처럼 머무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다. (…) 장관들은 또한 이 지역 각 토후국이 독립국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하며 어떤 특별한 협정에
의해서든 강제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흡수된다는 느낌을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지역 각 토후국은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아부다비-두바이 토후국과
5개 약 소토후국연방, 이렇게 네 개 국가로 형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 결정된 개략적 철
수시간에 대한 공식적 언급이나 누설은 반드시 피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실제 철수시간은 조금
늦춰졌지만, 철수한다는 기본원칙은 1967년 11월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10 Balfour-Paul, The End of Empire in the Middle East, 137ff. 참조. 지역방어와 관련한 핵심이슈들은 다소
복잡했다. 1971년 이후 이 지역이 지정학적 변화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는 모두 산유국이고 아랍
만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강력하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세 국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남부 아랍 만 지역에서 연방의 길을 모색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우디와 이란은 주연에 속했
고 이라크는 조연이었다. 영국 보호하에 있던 여러 약소 토후국 영토에 대해 이란과 사우디는 영유
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힘의 균형추로서 영국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랍 만에 국경을 대
고 있는 이 약소 토후국 영토, 그리고 자원에 대해 어느 한 쪽도 완전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
다. 이에 대해 훗날 빌(James A. Bill)은 “각 등장인물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시스
템 위기의 직사각형”이라고 분석했다. 아랍 만의 당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
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정 국가 홀로 또는 몇 개의 국가가 오판하거나 이해관계를 잘못 계산하면
바로 물리적 충돌이나 시스템 붕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James A. Bill, “The Geometry of Instability
in the Gulf: The Rectangle of Tension,” in Jamal S. Al Suwaidi (ed.) Iran and the Gulf: A Search for
Stability,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arch, Abu Dhabi (London: I.B. Tauris, 1996),
109-110쪽 참조.
11 1968년 2월부터 이후 지속될 협상들과 관련한 핵심 우선 순위가 결정됐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Foreign Office, February 29, 1968 참조. “쉐이크 자이
드의 목표는 두바이 토후국과의 통일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 단계에서 9개국 회동을 원치
않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의 정책은 양국의 협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으며 꿔다놓
은 보릿자루처럼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 가동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통일, 연장, 연맹 가운데 어떤 형식에 합의하든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로 남부 아랍
만 토후국 통치자 모임에 임했다.” UAE 건국에 이른 전(全)과정 동안 두바이 토후국과의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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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 골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여러 정황들로 인해 쉐이크 라시드는 쉐이크 자이드
에 비해 불투명한 외교적 술수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UAE 건국 과정에서 쉐이크 라시드가 보여
준 정치적 태도들은 당시 두바이 정무주재관이던 발포아-폴과의 만남에서 그가 한 코멘트에 잘 드
러나 있다. “내가 한 말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내가 말하지 않았
다.” Gerald Butt, The Lion in the Sand: The British in the Middle East (London: Bloomsbury, 1995), 114
쪽 참조.
Abdullah Omran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Arab Emirates, 1950-85 (London: Croom Helm,
1987), 89ff. 참조. 압둘라흐 옴란 타르얌은 협상들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르자흐 토
후국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조언자였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많은 협상참여자를
인터뷰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그 자신이 말했듯이 매우
솔직한 태도로 쓰여졌다. “여기서 나는 솔직하게 어떤 정보와 관련해서는 극도의 비밀유지 제한으
로 인해 상세히 적지 못했음을 밝혀둔다.”(8쪽) 하지만 현재 기록보관소 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비밀
유지 제한에서 풀렸고,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더욱 많은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 제한이 풀리게 될 것이다.
미출간된 NARA, Pol 15-1, UAE, Kuwait 1036, Stoltzfus to Secretary of State, June 10, 1972 참조.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950-85, 90쪽 참조.
두바이의 정무 주재관 로버츠(David Roberts)는 이렇게 기록했다. “아부다비-두바이 통일에 환호했던
두바이의 상인들은 더 확대된 통일을 멀게 느껴지던 카타르, 바레인 같은 국가까지 무역을 확대할
수 있을 기회로 여겼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Roberts to Crawford, March 6, 1968 참조. 동일한
주제와 화법이 푸자이라흐 토후국 통치자와 회동했을 경우에도 나타났다. “3월 2일에 나는 푸자이
라흐 토후국 통치자에게 최근 9개 토후국 통치자들 회동결과에 대한 그의 견해를 질문했고, (…) 그
는 쉐이크 자이드와의 통일을 원하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쉐이크 자이드와의 통일이라고 말
했다. 그는 카타르와 바레인을 ‘먼 지역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Roberts to Balfour-Paul (Political Residency, Bahrain), March 7, 1968 참조.
주석 8 참조.
연방이 어떤 토후국을 포괄하는 조합으로 창설되든 쉐이크 자이드와 쉐이크 라시드에게는 아부다비
-두바이 통일합의가 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인식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다. 카타
르의 입장은 새롭게 도출될 합의가 아부다비-두바이 통일합의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은 아흐마드 알 수와이디(Ahmad Al Suwaidi)에게 밝힌 바가 있고, 램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두바이 통일처럼 확실한 통일이라고 절대 볼 수 없으며 그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연방 합의 논의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여기에 참여하
는 토후국들의 일반적 태도로 보건대 이 연방이 남부 아라비아에서 추진됐던 연방의 운명과 같게
될 것처럼 보였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Lamb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Crawford, March
2, 1968 참조. 미출간된 FCO 8/9 57547, Roberts to Crawford, March 6, 1968 참조. 이에 대해 로버츠
는 이렇게 말했다. “쉐이크 라시드와 쉐이크 자이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보다 훨씬 진도가
더 나간 합의에 도달했다. 아부다비-두바이 통일안은 명백하게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를 만나고 이
어 ‘휴전 해안’ 토후국들을 만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쉐이크 라시드만 좋다
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통치자를 몇 명 단위로 만나든 개의치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아부다비-두바이
통일안에 대해 다른 7개 토후국 통치자들의 비준을 거치게 하겠다는 2차 공동선언을 발표하라는 카
타르 통치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심에 있어 쉐
이크 자이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연방 구상에 대해 각국이 지지를 표명했던 것은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사우디는 이 연방구상을 아부다비 토후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아랍 민족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했다. 또한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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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때문에 바레인과 카타르가 아부다비 토후국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9개 토후국 연방안을
7개 토후국만이 참여하는 연방안에 비해 강력하게 지지했다. 한편 이집트는 더 큰 아랍통일이라는
구상을 퍼트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랍민족주의 전파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여겼기에 이 지역의
연방안을 지지했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March 1968 참조.
하지만 사실상 영국은 처음부터 바레인과 카타르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7개 토후
국’ 연방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Frauke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368쪽 참조. 아부다비, 두바이, 바레인에 각각 주재하던 정무 공사와 정무 주재관 입장에서는 분명
회의적인 입장이 강했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A.D. Parsons (Political Agency, Bahrain) to
Crawford, March 2, 1968 참조. 훗날 자료가 개방되고 난 후, 1971년 이후부터의 기록보관소 자료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거쳐야만 이 이슈의 윤곽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 봐도 영국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
는 않다. 모두가 영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결국은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각 지역
에 주재하는 영국 관료들의 입장은 약간씩 차이가 존재했다. 물론 디테일과 그 열정에 있어서는 차
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철수계획이 노동당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당
이 지배하는 행정부 내에서는 1970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한다면 무효가 될 것이라는 든든한 믿
는 구석이 있었다. 이들의 예상대로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확실
성과 불명확성을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부유한 토후국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의 통치자들은 설립논의 중인 연방의 영
구적 수도가 각자 자신의 토후국에 위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바레인과 카타르에 실망스럽게도 연
방의 첫 7년간 임시수도로는 아부다비가 선택되었고, 영구적 수도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공동 국
경지역에서 각각 무상제공 받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1970년 10월 바레인은 연방의회(Union Council) 대표자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자는 제안을 했
는데, 이에 대해 아부다비 토후국뿐 아니라 다른 토후국 모두가 반대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바레인
의 연방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파슨스(Parsons)는 바레인 통치자와 그의 동생 바레인 수상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고한 적이 있었
다. “카타르 통치자 쉐이크 아흐메드(Shaikh Ahmed)는 2월 27-28일 사이의 회동에서 아부다비-두바
이 통일안을 깨뜨리는 것에 찬성했다. (…) 하지만 이 합의가 각 참여당사자 간에 다른 의미로 받아
들여지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Parsons to Crawford, March 2, 1968 참조.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96쪽에서 인용.
미출간된 FCO 8/9 57547, Confidential Telegram, Lamb to Foreign Office, March 19, 1968 참조. “바레
인 수상 쉐이크 칼리파 빈 술만(Shaikh Khalifa bin Sulman)은 여기에 오늘 도착했다. 그의 태도는 아
주 심하게 카타르에 적대적이었고, 이 지역의 진정한 리더라고 말하며 매우 열정적으로 쉐이크 자이
드를 지지했다.”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96-98쪽 참조.
미출간된 FCO 8/918/1 68945, Henderson (Political Agency, Doha) to Weir (Political Residency,
Bahrain), May 13, 1969 참조.
미출간된 FCO 8/924 69095, Treadwell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November 2, 1969 참조.
Richard Schofield (ed.) Territorial Foundations of the Gu!f States (London: UCL Press, 1994) 참조.
특히 알 칼리파는 주바라(Zubara), 그리고 하와르(Hawar) 섬에 대한 바레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2001년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국경분쟁 안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하와르 섬에 대해서는 바레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했고, 주바라와 자난

(Janan)과 하드자난(Hadd Janan)이라는 작은 섬의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카타르 편을 들었다.
30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37, citing the Qatar official statement of
October 31, 1969 참조.
31 Ibid., 147쪽 참조.
32 Ibid., 148쪽 참조.
33 Ibid., 161쪽 참조.
34 Ibid., 162쪽 참조.
35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려는 대단한 책략”이라고 표현한 그의 유명한 비명체(碑銘體) 문장은 당시 영
국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있다. 회고컨대 영국에서 보수당이 선거에 승리한 1970년 6월부터 최종
철수가 결정된 1971년 3월까지 기간은 예외적으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결정이 ‘선택되지 않은’ 상
태였다. 이 지역 통치자들이 철수소식을 통보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1971년 3월 1일 영국의회에서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었다. 결국 이렇게 수개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원래 철
수 시간표대로라면 새로운 연방정부 수립까지 불과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 철수계획 일정이라는 것은 영국외무성과 내각성에서 문서 형태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36 램이 쉐이크 자이드가 알-아인 지역에서 아부다비로 돌아온 3월 5일에 긴 시간 동안 미팅을 가진
후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 램은 쉐이크 자이드의 열정과 확신이 식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기
록했다. “그는 양호한 상태이고 자신이 상처받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손상을 받았으며 당신이 두려
워하던 그의 ‘사막 은둔’을 야기했던 그 연방통일 구상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UAE, 아부다비-두바이, 그리고 이 지역 기타 토후국을 포함한 연방, ‘7개 토후국 위원회’ 이
세 마리 말을 타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에게 아부다비-두바이 연방의 다음 단계가 무엇
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다른 토후국이 합류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대답했다. 두바이회동 당
시 일부 토후국 통치자들이 주문들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곳 주민들이 아부다비-두바이 연방을 중심으로 ‘휴전 해안’ 토후국이 통일되길 원하고 있고,
바레인, 카타르와는 가까운 동맹을 원치 않는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도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휴전
해안’ 토후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 그의 주요 목표인 것 같다.” 미출간된 FCO 8/9
57547, Lamb to Crawford, March 7, 1968 참조. 이는 사실상 쉐이크 자이드가 최종적 UAE 창설에서
도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37 Ali Ajjaj, “Social Development of the Pirate Coast,” Middle East Forum 38, No.7 (Summer 1962): 75-80
쪽 참조.
38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347쪽 참조.
39 대략 1981년 5월에 GCC 설립 컨퍼런스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된다.
40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의 실패와 다른 유사 사례들이 그의 견해
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41 이에 대해 압둘라흐 옴란 타르얌은 “겉모습만 화려한 공공사무 집행국으로 전락하기” 딱 좋은 것이
라고 평가했다.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74쪽 참조.
42 50명으로 구성된 ‘국가자문회의(National Consultative Assembly)’가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내각과 행
정 실무 조직에 책임자가 임명됐다.
43 이 날짜는 종종 7월 16일로 주장되기도 한다. Ibrahim Al Abed, Paula Vine and Abdullah Al Jabali
(eds) Chronicle of Progress: UAE 1971-1996, 25 years of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Trident Press, 1996), 13쪽 참조.
44 그는 개인적 회동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은 느슨한 연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확실히 밝힌
바 있었다. 만약 다수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아부다비 토후국은 자신만의 길을 가거나 다른 관
심 있는 토후국과 통일될 예정이었다. 그가 말하는 관심 있는 토후국은 두바이 토후국과 사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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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국인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었다.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74-175쪽 참조.
토후국 내부의 헌법 개정은 진행 중인 통일 논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국가 뼈대를 구축할 수도 있다
는 아부다비 토후국 결심의 진지함을 보여준 것이었고, ‘아랍 경제발전을 위한 아부다비 기금’은 연
방에 합류하는 토후국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것 말고도 두바이 토후국은 여러 요구를 제기했는데, 7월의 요일 가득찬 첫 주에 진행된 양자간의
개인미팅들을 통해 대부분 타결됐다. 두바이 토후국 정부는 9개 토후국이 참여하는 연방 창설 가능
성에 대한 소망을 계속 표명하고 있었다. 한 비중 있는 밀사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두바이 토
후국은 연방에 동의하지만 최소한 우리 형제국인 카타르와 바레인이 연방에 참여할 것인가 독립적
길을 갈 것인가를 결심할 때까지 조금 기다릴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아부다비 토후국은
무엇보다 예정된 영국의 철수날짜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만약 그 날
짜까지 인수인계할 정부가 준비되어 있으면, 실제로 불안정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73-174쪽 참조.
UAE 임시헌법 제49조 참조. 1996년 헌법수정안 No.1에서는 ‘임시’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했고, 이로
써 헌법은 영구성을 갖게 됐다. 이 책에서는 1997년 연방 국가위원회(Federal National Council)에서
출판한 UAE 헌법을 주로 참고했다.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은 아바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의 UAE내에서의 지배적 지위에 이의
를 제기했고, 힘의 균형 원칙이 이 두 토후국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75-176쪽에서 인용된 Radio Abu Dhabi
newscast, 1.30p.m., July 18, 1971.
J.E. Peterson, “The Future of Federalism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H. Richard Sindelar Ⅲ and
J.E. Peterson (eds.), Crosscurrents in the Gulf: Arab, Regional and Global Interests (New York, NY:
Routledge, 1988), 221쪽 참조. 이런 중복 때문에 각 토후국 정부조직에 비해 연방정부 조직이 상대
적으로 취약하게 됐다고 피터슨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중복이 궁극적으로
권력이 낮은 수준에서 유보되는 정치구조 안에서 연방정부 조직이 각 토후국의 권리로 여겨지는 분
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UAE 헌법 15조 참조.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지원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
는 주민들에게 주거할 집과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수년이 지나자 이 자선 행위는 차츰 체계
화되고 보다 직접적 목적성을 갖게 됐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부족 내부 혹은 부족 사이에 이뤄졌고,
그로 인한 인척관계는 이미 인정되어 있는 패턴들에 따라 맺어지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젊은이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할 적당한 짝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UAE 사회
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옛 관습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랍 이웃국가 사람이나 아랍권이 아닌 외
국인과의 혼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가족을 사회의 최소단위로 여기고 있던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
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UAE 국민 사이의 결혼을 장려하기로 결심했고, 만약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토후국 출신의 젊은이 사이에 결혼이 증가하면 통일강화와 국가통합에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UAE 남성이 UAE 여성과 결혼할 경우 7만 디르햄을
지급하는 ‘결혼기금(Marriage Fund)’을 연방예산을 통해 새롭게 만들었다. 결국 ‘결혼기금’은 10억
디르햄 수준까지 규모가 커졌다. 또한 이 ‘결혼기금’은 신부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지참금 때
문에 생겨난 결혼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 기금 덕분에 전체 결혼남녀 가운데 UAE 국민
사이의 결혼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해외 UAE 유학생 사이에 결혼이 증가했다. Women in the
UAE (Abu Dhabi: The UAE Women’s Federation, 1995), 51-54쪽 참조.
UAE 헌법 16조 참조.
Ibid., 17조 참조.

55 쉐이크 자이드가 NCF(National Council of the Federation) 첫 모임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이 비전은
UAE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아랍의 대의,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 아랍
형제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랍연맹(Arab League)’에 가입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운명이 아랍
각국의 공동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Sheikh Zayed, Hopes and Deeds
(Beirut: Book and Publishing Establishment, 1990), 20쪽 참조. UAE 헌법 6조 참조. 헌법 6조에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UAE는 종교, 언어, 역사, 공동 운명으로 결합된 위대한 아랍 국가
(Arab Nation)의 일부다. 또한 UAE 국민은 하나고 아랍 국가의 일부다.”
56 예를 들면 1946년 이래로 쉐이크 자이드는 ‘아랍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대화와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각 부족 리더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특히 두바
이 토후국, 그리고 오만과 좋은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57 UAE 헌법 6조 참조.
58 Taryam,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176쪽에서 인용.
59 1968년과 1969년에 아부다비 토후국은 ‘휴전 해안’의 다른 토후국 발전 관련 예산의 90퍼센트를 지
원했고,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금융자산이 신생연방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분
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직접 경험을 통한 안전감은 동료 통치자들에게 UAE가 이익을 줄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 Muhammad Morsy Abdullah, The United Arab Emirates: A Modern
History (Westerham Hill: Hurtwood Press, 1978), 81쪽 참조.
60 안쏘니는 이처럼 정치적 권력과 권한이 아부다비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이 일부 약소 토후국의 불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는 쉽지 않은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토후국은 신생연방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
고 있다. 비록 쉐이크 자이드가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연방의 발전을 추진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중소 토후국이 다수결의 힘을 이용해 아부다비 토후국을
강제하려는 시도들을 묵인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John Duke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People, Politics, Petroleum (Washington, 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75), 105-112쪽 참조.
61 여러 측면에서 이 두 인물의 파트너십은 2차 세계대전을 연방국의 승리로 이끈 영국 처칠 수상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탁월했던 파트너십에 비견됐다. 탁월했던 파트너십만큼이나 UAE의 이 두
인물은 강한 성격 특성과 각자 상이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이슈들에
서 상당한 의견차를 종종 노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의견일치, 그리고 공유하는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결국은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었다.
62 Chronicle of Progress, 13쪽 참조.
63 Ibid.
64 J.E. Peterson, “The Future of Federalism in the United Arab Emirates,” 212쪽 참조.
65 Anthony, “The Union of Arab Amirates,” 271-287쪽 참조.
66 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152쪽 참조.
67 J.E. Peterson, “The Future of Federalism in the United Arab Emirates,” 198쪽 참조.
68 Ibid.
69 Sheikh Zayed: Leadership, 48-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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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1971년 12월 9일 유엔에 가입했고, 그 깃발은 그 해 12월 12일에 처음 게양됐다.
쉐이크 자이드는 알 나흐얀 가계의 역사와 전통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1901년 영국에 의해 카와심
(Qawasim)을 상징하는 깃발을 강요당했던 당시에 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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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는 대체로 아부다비 토후국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란은 UAE에 속한 세 개 섬을
점령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앞의 두 개의 섬이 합병됐을 때 라스 알 카이마흐 토후국은
UAE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972년 초반에 이 토후국이 연방에 합류하면서 이 시기부
터는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 섬들을 돌려받는 문제는 UAE 핵심 정책이 됐다.
예를 들면 아흐마드 칼리파 알 수와이디(Ahmad Khalifa Al Suwaidi)이다. 그는 UAE 신임 외무장관으
로서 최선을 다해 신생 연방이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부 행정과 경제 시
스템의 개발도 책임맡고 있었다.
Shams Ai-Din Ai-Doaift (ed.), Sheikh Zayed: Leadership, The United Arab Emirates 1971-1987 (Beirut:
Book and Publishing Establishment, n.d.), 41쪽 참조.
Ibid., 42쪽 참조.
그는 이미 통치가계 내부 및 보다 광범위한 바니야스 부족동맹 내부의 좋은 관계 수립에 최대한 노
력하고 있었다.
Sheikh Zayed: Leadership, 41쪽. 마찬가지로 1989년에 열린 최고위원회 연설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나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나 다른 일반적 모임 경우에서 나는 독재
적이지 않다. 만약 내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나는 더 바른 견해에 나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통해 대통령과 동료 통치자들, 그리고 통치자들과 주민 사이에 더 생산적인 대화와 좋
은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Gulf News, January 10, 1989 참조. 쉐이크 자이드는 이 지역의 외교
에 있어서도 힘에 의한 통일은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1994년 내전에 시달리는
알리 압둘라 살리(Ali Abdullah Salih) 예멘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힘
의 사용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통일은 힘과 무력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내전 해결을 위해 군
사적 수단을 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예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Gulf News,
May 28, 1994 참조.
사흐 무함마드 레자에 의해 시작된 이란의 ‘백색 혁명’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또한 1960년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과도한 지출은 경제적 불균형을 낳았고, 훗날 국왕이 된 파이살 총리는 이를
강력하게 바로잡았다. 한편 바레인, 카타르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
웠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였다. Jill Crystal, Oil and Politics in the Gulf: Rulers and Merchants in
Kuwait and Qata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의료, 통신과 같은 임시헌법이 규정한 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
처럼 어떤 분야는 책무가 공유되기도 했다.
새로운 공직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공무원직을 놓고 각 토후국 간 경쟁이
치열했다.
이란의 레자와 터키의 아타투르크(Atatürk)의 경우, 옛 사회를 많이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
했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그의 저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정치 질서 안에서 특히 제3장
‘전통 정치체제에서의 정치적 변화’에서 다룬 문제는 UAE의 발전을 다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마
헌팅턴의 “현대화라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무엇보다 정치 시스템이 정책을 혁신하고, 정책
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증진하고, (…) 통신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마을,
부족 사이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종교로부터 분리하고, 권위 구조를 합
리적으로 개선하고, 각 공직 기관을 잘 작동되게 하고, 평가 기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물질
과 상징적 재원을 보다 고르게 분배하고”(140쪽), 이런 요구를 쉐이크 자이드가 수행하는 능력을 보
여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토후국 수준에서는 기초 정치체제를 파괴하지 않고 성
취됐다. 현대화가 전통과 공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헌팅턴은 “미국의 경
우, 사회의 현대화가 쉬웠던 덕분에 정치 제도의 현대화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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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사회와 세계에서 다소 고풍스러운 정치 체제를 결합했다.”(129쪽) 이처럼
한 사회에서 현대화와 전통을 평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음을 UAE도 보여줬다.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참조. 이것이 가능했
던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금리 생활자’ 경제 덕분이었
다. 뿐만 아니라 질(Jill Crystal)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자산”이었
다. UAE에서는 신생 연방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Jill Crystal, “Sources of Power: Social
Stratification and Political Influence in the Arabian Gulf”(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dle East Studies Association in Portland, Oregon, October 1992), 19쪽 참조.
이 헌법은 국민들에게 그들이 과거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권리를 부여했고, 연방 정부의 각종 규제
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다. 예를 들면 국가만이 부동산과 회사를 소유할 수 있
었다. 외국기업은 현지 스폰서나 파트너를 필요로 했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위험으로 기
업 경영에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국민들은 연방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1984년 All India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석유가 발전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 천 년 동안 고립과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들에게 계획, 그리고 이들이 존엄과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 경제적, 정치적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 인터뷰
내용은 1984년 12월 4일 칼리즈 타임즈(Khaleej Times)에 다시 실렸다.
예를 들면 1973년 2월 아부다비 여성 협회가 창립됐고, UAE 사회 내부에서 여성의 특수한 역할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선도적 노력은 향후 20년 넘게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1997년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port of the Arab은 UAE 여성들을 아랍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United Arab Emirates Yearbook
1997 (London: Trident Press, 1997), 190쪽.
Ibrahim Al Abed, Paula Vine and Abdullah Al Jabali (eds.), Chronicle of Progress: UAE 1971-1996, 25
years of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Trident Press, 1996), 19쪽 참조.
Malcolm C. Peck, The United Arab Emirates: A Venture in Unity (London: Croom Helm, 1986) 참조.
UAE의 발전은 같은 시기 이란에 비해 집중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됐다. 시설의 중복과 과잉에 초점
이 맞춰진 대부분의 비판은 근시안적인 것이었다. 여러 토후국들의 부두, 공항 시설들에 대해 비판
적 입장을 갖고 있던 이 저자는 이란이 타당성이 결여된 여러 부두를 갖고 있다고 비슷하게 비판했
다. 이란의 경우 부두 하나에 대략 200척 정도의 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통 평균 5개월을 기다려
야 짐을 선적할 수 있었다. 이란 석유 수입의 5퍼센트 정도가 이런 정체로 인해 낭비되고 있었다.
정체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UAE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UAE의 각종 인프라가 경제발전 속도를 커버할 수 있음이 나중에 증명됐다. J. B. Kelly
Arabia, the Gulf and the West (London: Basic Books, 1980), 197-200쪽, 293쪽 참조.
이는 “토후국 내의 라이벌 관계에 의해 유발된 과다 건설”로 명명되기도 했다. Peck, The United
Arab Emirates, 100쪽 참조.
물론 그는 관개 시설과 농업을 통해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알-아인을 소생시켰다.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Report on the Present Position, Prospects and Priorities (FAO Technical Advisory Service, Near
East Regional Office, Cairo, 1973) 참조.
Ibid., 이 제안은 UAE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었던 어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만약 현재를 살펴보면, 이 분야에서 이처럼 진행된 노력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UAE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녹지가 가득하고 특히 수도인 아부다비, 그리고 다른 일부 섬들을 중심으로
1966년 이후부터 약 9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는 사람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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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med Al-Fahim, From Rags to Riches: A Story of Abu Dhabi (London: The London Centre of Arab
Studies, 1995), 154-155쪽 참조.
1977년에서 1981년 사이에 과수 산출량은 3만 8,000톤에서 14만 6,000톤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계란은 2배, 채소는 4배 증가했다.
280개 이상의 농장이 일 아인 지역 일대에 건설됐다.
움 알 카이와인 토후국과 두바이 토후국에 위치한 다른 리서치센터는 젖소 농장에 대한 연구에 착
수해 결국 상당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한 푸자이라흐 토후국에는 국가적 수
요의 상당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진 가금 농장이 설립됐다.
이 종묘원 가운데 하나는 아부다비 고속도로의 부딥(Bu Deeb)에 위치했고 천연 대수층 위에 위치한
다. 이에 따라 1981년에 8만 4,000그루 아카시아 묘목이 성장했고, 각 그루마다 매일 9개의 우물에
서 올라온 2-3갤런의 물이 공급됐다. 1981년 기준으로 나무 한 그루를 2년간 키우는 비용은 120디
르햄이었다. Peck, The United Arab Emirates, 107-108쪽 참조. 따라서 부딥 종묘원 프로젝트에 연간
1000만 디르햄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UAE 전역에 이런 종묘원이 다수 건설되고 있었다.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참조. 이 나무들의 뿌리가 토양 표면과 하층토를 밀착시키고 침식 작용을 방지했다. 또한
적합한 수종의 잎을 통한 수분 증발은 대기의 습도 개선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공림은 대지
의 온도를 낮추는 작용을 했고, 바람의 지표면 침식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했다.
이는 1979년 2월 26일자 연설이다. Chronicle of Progress, 142쪽 참조. 이 발전 규모는 실로 놀라웠다.
1997년 5월까지 UAE 육지 면적의 4.5퍼센트 이상이 숲이나 경작지로 변했고, 과거 황무지에 불과
하던 200개 이상의 섬이 복구됐다. 첨단의 물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여 재활용된 물이 농장과 숲을
적셨다. 해변을 따라 조금씩 자라던 맹그로브는 얕은 물가를 따라 심어져 야생 동물의 천연 서식지
로 자리잡았다. “How Sheikh Zayed turned the Desert Green,” Christian Science Monitor, May 27, 1997
참조
Sheikh Zayed: Leadership, 99쪽 참조.
대통령으로서 그는 심지어 일부 토후국 통치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정책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도 이들을 책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면 1971년 연방 붕괴 위험마저 나타난 연방발전계획
을 다룬 특정 협상들처럼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만 그는 행동에 나섰다.
쉐이크 자이드가 직면한 가장 핵심 문제는 기존 토후국의 완강한 독립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UAE
정치체제가 이제 막 시작됐고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큰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그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믿었기에 대결과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은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고 장비면에서도 우월했다. 하지만 TOS는 장
비 방면에서는 낙후됐지만 규율 있고 아주 효과적인 육군이었으며 연방군대의 핵심 구성 부분이었
다. 또한 그 작전에 있어서는 쉐이크 자이드가 아부다비 토후국을 통치하던 초기부터 아부다비 토후
국 방위군과 긴밀히 협력했고, 이 두 군대 사이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존재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리와와 알-아인 지역의 사막 순찰에 있어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이 반드시 TOS의 지원과 통제 하
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영국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뒤에는 연방방어군(Union
Defence Force)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John Duke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People,
Politics, Petroleum(Washington, 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75), 104쪽 참조.
쿠데타 지도자 쉐이크 사크르(Shaikh Saqr Bin Sultan)－그는 1965년에 강제로 쫓겨나기 전까지 사르
자흐 토후국을 통치했으며, 아직 영국이 이 지역에 개입하던 시기였다－는 아부 무사에 대한 이란과
의 합의에 반대했으며, 연방에서 탈퇴하고 라스 알 카이마흐와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John Duke Anthony, “The Union of Arab Amirates,” Middle East Journa1 26, No.3 (Summer 1972):
276-277쪽 참조.
Ibid., 277쪽 참조.

37 아마 기술적으로는 통치가계가 다른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는 다른 통치자들로부
터 인정받기 어려웠고, 최고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1987년에 사르자흐 토후국의 대표로서 최
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 비록 최고 위원회가 각 토후국
의 통치자를 결정할 수 없지만 최고위원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과거 영국 정무 공사가 각 토후국 통치자를 ‘인정’하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Middle
East Contemporary Survey, Vol. XI (Boulder, CO: 1987), 368-387쪽 참조.
38 푸자이라흐 토후국 통치자가 1974년 사망하자 그 아들 쉐이크 하마드(Shaikh Hamad Bin Muhammad
Al Sharqi)에 의해 승계됐다. 이 승계는 1974년 9월 18일 최고위원회에 의해 선포됐다. 한편 움 알
카이와인 토후국의 경우 1981년 쉐이크 라시드(Shaikh Rashid Bin Ahmad)가 그의 부친을 이어 통치
자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모든 토후국은 쉐이크 자이드의 사례를 따라 황태자, 또는 부통치자를
공식 지명했다.
39 1976년 대통령직 연임을 둘러싼 의견 대립과정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필요한 경우라면 단호하게 행
동했다. 그의 이런 권력 행사로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임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 사례에서 그의 연임 거부 암시 정도도 그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슈를 돌리기에 충분했다.
40 그는 또한 다른 동료 통치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그의 부재, 그리
고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함축된 위협은 아부
다비 토후국은 연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번영할 수 있지만 다른 중소 토후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즉 만약 아부다비 토후국이 지원하는 부와 특혜가 사라진다면 다른 토후국의
발전은 빠른 시일 안에 사그라지고 말 것이었다. 결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그의 통일 구상을
떠받히는 배후의 진정한 힘은 시간이 흐르면 통일의 명백한 이익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
질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쉐이크 자이드는 국민들을 믿었다. 1976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위기 상황에서 UAE 전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쉐이크 자이드, 그리고 그의 통일구상 편
에 섰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바른 의지가 연방이라는 이상을 의심하는 세력들의 반대들을 잠재웠고
쉐이크 자이드를 지지했다.
41 Chronicle of Progress, 99-105쪽 참조.
42 Frauke Heard-Bey, From Trucial States to United Arab Emirates: A Society in Tran sition, second enlarg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NY: Longman, 1996), 407-410쪽 참조.
43 Chronicle of Progress, 142-144쪽 참조.
44 Ibid., 147쪽 참조.
45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June 1, 1998 참조.
46 J.E. Peterson, “The Future of Federalism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H. Richard Sindelar III and
J.E. Peterson (eds.), Crosscurrents in the Gulf: Arab, Regional and Global Interests (New York, NY:
Routledge, 1988), 216쪽 참조. 표면적인 연방 진행과정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지만 연방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47 “국민은 진정한 이 나라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자산이다.” Sheikh Zayed: Leadership, 100쪽
참조.
48 1997년 12월 군대는 공식적으로 단일한 지위체계로 통합됐고, 1996년 연방 헌법은 임시가 아닌 정
식적인 것이 됐다.
49 J.E. Peterson, “The Future of Federalism in the United Arab Emirates,” 210-227쪽 참조.
50 1971년 쉐이크 자이드의 장남인 쉐이크 칼리파(Shaikh Khalifa)는 20대 초반이었고 그의 둘째 아들
쉐이크 술탄(Shaikh Sultan)은 10대였고 셋째 아들 쉐이크 무함마드(Shaikh Muhammad)는 11살이었
다. 따라서 훗날 이들은 쉐이크 자이드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하고 강력한 측근으로 성장했지만,
1971년 당시에는 그런 역할이 불가능했다. 대신 그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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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이 업무경험을 쌓을 때까지 전체 정치적 구도에 있어서는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그는
형 쉐이크 샤크부트의 통치기에 통치가계 구성원들이 국정에 긴밀하게 참여할 것을 늘 독려했다. 자
신이 통치자가 된 이후에 그는 통치가계 구성원들의 재능을 언제나 적극 활용했다. 자신의 아들들의
경우, 그들이 수행 역할을 연습할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했다. 그 자신도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리
인으로서 긴 시간 동안 노하우를 익힐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들도 반드시 잘 훈련받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들 쉐이크 칼리파는 부친처럼 알-아인 지역 그리고 아부다비 토후국 방
위군 안에서 지위가 부여됐고 이후 아부다비 토후국의 총리로서 일찍부터 책임을 부여받았다. 물론
이런 직책들에 책임이 주어지긴 했지만 통치 테크닉을 배우기 위한 수단의 성격도 있었다. 또한 쉐
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아들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받도록 했다. 쉐이크 술탄의 경우 영국 샌드
허스트(Sandhurst)에 위치한 왕립군사 아카데미를 마쳤고, 쉐이크 무함마드는 샌드허스트와 캠브리
지 대학을 마쳤다. 이렇게 아들들의 통치 경험이 무르익으면서 그들은 부친 쉐이크 자이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점차 늘려 나갈 수 있었다.
분석적으로 보면 1971년에서 1985년 사이에 UAE 국내외 정책의 핵심 축 사이에 상호간섭과 상호
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 핵심 결정인자 가운데 하나는 1979년 쉐
이크 라시드의 총리직 임명이었다. 그가 총리 직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쉐이크 라시드는 연방정부 업
무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쉐이크 라시드는 대단히 유능한 리더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건강악화로 인해 그는 매우 긴밀한 통일국가인가 아니면 느슨한 연방인가, 이 연방정체성에 대한 논
쟁에서 그가 수행하던 중추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즉 그의 중요한 의견이 1980년
대에 걸쳐 차츰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UAE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1990년에 비극적으
로 세상을 떠났고 이는 UAE 전체에 큰 손실이었다.)
국가(國歌), 국가 휘장, 그리고 국기는 1971년 10월에 국민적 관심 주제로 떠올랐다.
1973년 5월에 오랜 과도기를 거친 후 새로운 화폐 디르햄이 그간 여러 토후국에 채택하고 있던 바
레인의 디나르와 카타르의 리얄(riyal)을 대체했다. 단일하고 안전하고 통일된 국가 화폐가 채택되고
UAE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의 관리하에 미국 달러화에 페그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 이런 통화의 완벽한 태환성으로 경제 분야의 안정성이 대단히 강
화됐다. 뿐만 아니라 디르햄 통화의 이와 같은 성공은 UAE 국민경제 성공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72년 8월 1일 연방 우체국(Union Postal Administration)이 개국했고, 이와 동시에 각 토후국이 발
행하던 우표를 대신 발행하기 시작했다. UAE 역사와 우표 발행에 대해서는 Stanley Gibbons, Stamp
Catalogue: Part 19, The Middle East, fifth edition (London: Stanley Gibbons Ltd., 1996), 594-609쪽 참조.
1971년 UAE 축구협회가 설립됐고 그 이듬해에 FIFA에 가입했다. 또한 1974년에 아랍 축구협회
(Arab Football Association)와 아시아 축구연맹(Asian Soccer Federation)에 가입했다.
탐만(Hamdi Tammam)은 쉐이크 자이드의 “한결같은 평정심”을 핵심적 성격 특성이라고 묘사했다.
Hamdi Tammam, Zayed bin Sultan AI-Nahayyan: The Leader and the March, second revised edition
(Tokyo: Dai Nippon Printing Company, 1983), 311쪽 참조.
Bernhard Lewis, Islam in History: Ideas, People, and Events in the Middle East, revised edition (Chicago,
IL: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93), 206쪽 참조. 루이스는 터키적 요소가 전통 이슬람 시스템
변화, 그리고 이슬람 정치 시스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런 요소들이 쉐이크 자이드가 고안
한 구조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라피더스(Ira M. Lapidus)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행할 만한
모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슬림 사회는 같은 개념, 제도, 언어에 기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에게 있어 특정 무슬림 통치자가 합법적 통치의 상징이었고, 이슬람법의 보증인이었고, 역사
지속성의 대표자였으며 예언자 마호메트와의 매개체였다. 또한 무슬림은 국가나 토후국을 전쟁, 교
육, 법률에 관한 마지막 피난 기구로 여겼다. 전쟁 시기에 주민들은 그 보호를 기대했고, (…) 평화

시기에는 학자와 현인에 의존했다. 무슬림 국가는 세계의 문명질서가 지지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안
심시켰다.” 라피더스는 자신의 방대하고 중요한 저작을 통해 수 세기에 걸쳐 잘 통치한 무슬림 정부들
이 다양한 형식을 띠고 존재했음을 논증했다. Ira M. Lapidus,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264-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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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 지역 현지 교육 수준으로는 정교한 무기 사용이 무리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영국 철수
이후 쉐이크 자이드는 UAE가 보다 정교한 무기 보유를 통해서만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인식했다.
1971년 이전까지 교육과 문자보급이 발전하지 못했다. 1950년대 초기에 모든 이 지역 토후국의 학
교에 등록하는 학생 숫자는 매해 250명을 결코 넘어서지 못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3,000명 수준을
넘어섰고, UAE 건국 당년에 3만 명으로 증가했고, 1996년에서 1997년 기간에는 이보다 10배 증가
했다. Abdulah Mograby, “Human Dev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dicators and
Challenges,” in Education and the Arab World (Abu Dhabi: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1999), 286-291쪽 참조. 그 결과 UN이 조사한 1994년 UAE 성인 문자 인식률은 78.6퍼센
트로 상승했고 이는 이 지역에서 바레인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었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146-147쪽 참조. 이런 새로운 문맹 타파에 따라 다양한 통신수단이 가능해졌다. 아부다
비 토후국의 경우 주간 신문 알 이티하드(Al Ittihad)가 발행되기 시작했고 이 매체는 훗날 일간지
로 전환됐다. 또한 1970년에는 사르자흐 토후국에서 다른 신문 알 칼리즈(Al Khaleej)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영자 신문 Emirates News와 칼리즈 타임즈(Khaleej Times)는 외국 통신사에서 공급받은
많은 국제 뉴스와 함께 국내 뉴스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을 통해 국제 활동에 적극적인 UAE 소식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국가가 국제적 이슈나 아랍권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겨났다. 또한 세 개의 주요 아랍권 신문이 196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
면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우 알 와흐다(Al Wahda) (1973), 알 파이르(Al Fajr) (1975) 등의 신문
이 발행되고 있었고, 두바이 토후국의 경우 알 바얀(Al Bayan) (1980)이 발행되고 있었다. 한편 영
자지로는 Emirates News (Abu Dhabi-associated with Allttihad, August 1971); Khaleej Times (Dubai,
1978); Gu!f News (Dubai, 1979); and Gu!f Today (Sharjah, 1996)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Ahmad
Nafadi, Sahafit AI-Imarat: AI-Nash’ah wal Tattawur AI-Fanni wal Tarikhi, translated as The Pres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Origns, Technic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Abu Dhabi: Cultural Foundation,
1996) 참조.
쉐이크 자이드를 대통령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6년, 그리고 1979년에 각종 민감한 사
안들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지지할 수 있었다(8장 참조). 즉 이미 라디오, TV를 통
해 그의 긍정적 이미지가 잘 알려진 상태였다.
Majmu’'at Khutab al Shaikh Zayid (Abu Dhabi: n.d.), 14쪽 참조.
아랍 만 지역을 맡고 있던 정무 공사 루스 경은 1962년 이미 보고서에 이렇게 적고 있다. “쉐이크
자이드가 비록 이웃 국가와 분쟁 해결을 선호하지만 합의 도출을 위해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을
희생하진 않는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W.H. Luce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A.R. Walmsley
(Foreign Office), March 30, 1962 참조.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Majmu'at Tariha Ahadith wa Tashrihat Sahib al Sumu al
Shaikh Zayid bin Sultan al-Nahyan (Abu Dhabi:n.d.), 30-31쪽 참조.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United Arab Emiraes Yearbook 1997 (London: Trident Press,
1977), 58쪽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Lamb (Politiacl Resident, Abu Dhabi) to Phillips(British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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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ain), September 16, 1965 참조.
램은 쉐이크 자이드와의 대화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이 쉐이크 샤크부트
에게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지휘할 영국군 장교를 초빙할 중요성에 대해 따로 말했다고 내게
말했다.” 이처럼 쉐이크 자이드는 군대가 단순히 또는 무기의 주문이 아니고, 장기적 훈련, 체계적인
명령 체계 구축, 그리고 보급체계를 갖춘 제대로 된 군대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
다.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Lamb to Phillips, October 11, 1965 참조.
예를 들면, 1965년 10월 11일에 열린 중요한 회의에서 쉐이크 자이드는 낙타 순찰대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 한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현대화된 군대가 어떻게 조직되고 건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형 쉐이크 사크부트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쉐이크 자이드는 아부다비 토후
국 방위군 장비 구매를 위해 영국으로 파견됐다. 미출간된 FO 371/185578 35760, Weir (Foreign
Office) to Thompson (Minister of State, Foreign Office), June 29, 1966 참조.
미출간된 FO 371/179929 35506, Lamb to Phillips, October 11, 1965 참조.
미출간된 FO 371/185553 35716, Lamb to Balfour-Paul (British Residency, Bahrain), November 5, 1966
참조.
영국 호커(Hawker) 전투기 구매 문제는 계약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는데 쉐이크 자이드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여 해결될 수 있었다. Annex A to 165/2 MAO로 명명된 1969년 9월 16일자 보고서에
는 신콕(P. Sincock) 소령이 배석한 쉐이크 자이드와의 미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쉐이크
자이드는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도록 속았다고 느꼈고, 헌터(Hunter) 거래에 있어서도 호커스에
게 당했다고 느꼈다.” 호커스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애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정중히 청구했다. 하지만 자신이 기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의 가격
을 고수할 권리가 있고 그 가격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
에 쉐이크 자이드는 프랑스 기업들이 훨씬 다루기 쉽다고 판단했다. 미출간된 FCO8/1242, “Record
of Audience with Shaikh Zaid, 13 Sep 1969.” 참조.
Strategic Survey 1972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3) 참조. Table 1 in John
Duke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People, Politics, Petroleum (Washington, DC: The Middle
East Institute, 1975), 105쪽 참조.
두바이 토후국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무기조달 체제를 존속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바이 토
후국은 아부다비 토후국 방위군, 그리고 UAE와 다른 종류의 장갑차를 영국과 인도로부터 구매하고
있었다.
미출간된 FCO 8/11 57547, E.F. Henderson (Political Agent, Abu Dhabi) to Sir Stewart Crawford
(Political Resident, Bahrain), April 4, 1968 참조.
Ibid.
Ibid.
때때로 영국 관료들이 들었던, 쉐이크 자이드가 그의 확대된 무력을 ‘휴전 해안’의 동료 통치자들을
겁주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헨더슨은 이에 대해 나중에 다음
과 같이 자신의 분석을 기록했다. “자이드는 만약 이 지역에서 협력을 통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그
는 필요한 만큼의 군대를 갖추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말함으로써 나의 모든 항의를
무력화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어수선하지 않고 단호하고 용기가 있으며, 그에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느슨한 연방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
이라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나는 생각했다. 만약 연방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면 주민들은 분노할 것
이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통치자들은 모두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출간된 FCO 8/14, Sir Stewart Crawford, Despatch of June 12, 1968 printed at FO/CO/WH,
Appendix Section 3 참조.

21 Ibid.
22 미출간된 FCO8/49, A.T. Lamb to Sir Stewart Crawford, January 20, 1968 참조.
23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1976년 4월, “만약 아랍 만 군대가 무기구입 루트를 하나로 통일하면 특정
독점기업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현명하게 주장했다.
Ibrahim Al Abed, Paula Vine and Abdullah Al Jabali (eds) Chronicle of Progress: UAE1971-1996, 25
years of Deνelop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London: Trident Press, 1996), 94쪽 참조. 이 발언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UAE의 정책을 비판
하기 위해 무기 수입업체 다변화와 관련한 이슈는 자주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Anthony H. Cordesman,
Bahrain, Oman, Qatar, and the UAE: Challenges of Secur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378-380쪽 참조. 코데스만 연구의 숨은 전제는 향후 모든 방어 정책은 미국의 자원이라는 기본 조건
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무기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
데스만은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이 아닌 아랍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쉐이
크 자이드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그들이 더 중시하는 이스라엘 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것임을 잘 알
고 있었다. 1975년에 자신이 보유한 첨단 미라주(Mirage) 전투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
만약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아랍 형제국 가운데 우리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우리는 전투기를 그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공동으로 맞서야 할 전쟁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전쟁 동안에 쿠웨이트는 군대를 이스라엘 전선에 파견했다. 다음 이스라
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군대를 전선으로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Shaikh Zayid's interview in
Newsweek, March 10, 1975 참조. 무기 수입업체 단일화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대해
서는 John Duke Anthony,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ordination,”
in H. Richard Sindelar Ⅲ and J.E. Peterson (eds.), Crosscurrents in the Gulf: Arab, Regional and Global
Interests (New York, NY: Routledge, 1988), 56쪽 참조. 육해공군 시스템을 모두 갖춘다는 정책은 6개
토후국이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장기적으로 동일한 공급처로부터 무기를 구매하
고 후속 장비조작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GCC 각국은 밀접하고 위태롭게 단일한 무기 공급업체에게 의존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지역의 그 어느 국가도 접해보지 못한 매우 드믄 상황이었다. 이보다 중요성은 조금
덜하지만 이런 상태는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의 걸프 전쟁이 동맹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할 필요를 증가시켰으나, UAE가
독립적 군사, 외교 정책의 잠재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여전했다.
24 예를 들면, 알-아인 지역에 위치한 자이드 군사대학(Zayid Military College)은 1973년 4월 첫 졸업생
을 배출했다. Chronicle of Progress, 42쪽 참조.
25 Ibid., 82쪽 참조.
26 Ibid., 86쪽 참조.
27 Ibid., 95쪽 참조. UAE 최고위원회는 연방 정부만이 육해공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 헌법을 수정
했다.
28 Erik R. Peterso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Search for Unity in a Dynamic Reg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8), 72쪽 참조.
29 서부지역(Western Region)은 아부다비 토후국에, 중앙지역(Central Region)은 두바이 토후국에, 북부
지역(Northern Region)은 라스 알 카이마흐에 본부를 두기로 했다.
30 Chronicle of Progress, 126쪽 참조.
31 실제로 그는 아직 전국적 지휘체계 안으로 통합되지 못한 토후국 군대를 무시하여 국군의 효율성이
항상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상태는 각 토후국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대체로 각 토후국 주민들의 지지도 약해진 돈만 낭비하는 독립성의 상징이었다.
32 예를 들면, 연방군대가 바람직한가 토후국군대 유지가 바람직한가의 문제, 여성의 사회적 역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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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탈 주민의 역할, 기술혁신의 필요성, 전문기술과 그 교육, 효율적 경제시스템 발전, 기술이전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가 군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NARA, Griffin, AmEmbassy, Abu Dhabi to Secretary of State, WashDC, Pol 23-8 UAE (Abu Dhabi)
1560, June 12, 1972 참조.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United Arab Emirates Yearbook 1998 (in Arabic) (London:
Trident Press), 130쪽 참조.
걸프 전쟁 기간 UAE가 비록 초기에 국제사회의 이라크에 대한 수출금지에 참여했지만, 이 조치가
본연의 목표에서 벗어나자 쉐이크 자이드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아랍 형제 가운데 일원인
이라크 국민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궁핍에 고통받는 것을 걱정했다. 비록 쉐이크 자이드가 쿠웨이트
방어에 참여했고, 1994년 10월 침공 때처럼 이라크를 저지하는 국제행동에 동참했지만, 동시에 그
는 “이라크 주민들의 고통을 끝낼 책임”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Zayed calls for end to
Iraq embargo,” Gulf News, October 17, 1995 참조. 1997년 1월 35톤의 식량과 약품을 모아 이라크에
전달했고, 한 달 후에는 500톤을 추가로 전달했다.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United
Arab Emirates Yearbook 1997, 56쪽 참조.
UAE 국군은 유사시에만 동원되는 병력이 아닌 우수한 무기체계, 강한 규율, 직업 군인, 정치적 중립
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 지위를 계승하기 전에 영국 관료들과 가진 미팅에 관한 개츠 주니어(John
N. Gatch Jr)의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라. “스스로를 6명으로 구성된 Gulf States East Section of the
Foreign Office ‘Research’ organisation (comparable to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 the US
State Department)의 팀장으로 소개한 폴(Arthur Paul)은 이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현재 쿠웨이트를
방문 중이다. 중동의 일반적 정치 상황을 토론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지역에서 연방이나 국가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철수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의 강
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만약 영국이 아부다비 토후국에서 철수하면 사우디아라
비아가 영국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출
간된 NARA, American Embassy Kuwait to Department of State, Poll, Trucial States-UK, No. A-228,
March 11, 1965 참조.
이 두 강대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말한다. 또한 쉐이크 자이드는 카타르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The US Weekly Summary는 이렇게 보도했다. “아부다비 토후국과 카타르
사이의 오랜 냉전이 통치자 쉐이크 자이드와 카타르 부 통치자 쉐이크 칼리파 빈 모함메드 알 타니
(Sheikh Khalifa bin Mohammed [sic] AI-Thani) 사이의 우정에 의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영국
에 따르면 이 두 인물은 오랜 친구 사이이고, 쉐이크 자이드가 통치자가 되면서 정치적 연애 사건처
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영국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두 토후국이 해상국경 문제를 평화로운
수단으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이 두 토후국의 국경선 문제에서 적정한 답을 도출하면 영국
은 해안선 국경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아부다비와 카타르 양국간의 국경선 분쟁은 이
지역의 다른 통치자들에게 협상을 통한 해결에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출간된 NARA,
Weekly Summaries Eastern Province, Bahrain and Trucial States, No. 15, October 12, 1966 참조. 당시
부 통치자는 쉐이크 칼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Shaikh Khalifa Bin Hamad Al Thani)였기 때문에 인용
에서 ‘쉐이크 칼리파 빈 모함메드 알 타니(Sheikh Khalifa bin Mohammed Al-Thani)’라는 언급은 오류
다. 쉐이크 자이드의 입장에서 이라크도 관심 국가이긴 했지만, 직접 육지나 해상에서 국경을 맞대
고 있는 국가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NARA, AmEmbassy Jidda to DOS, Incoming Telegram, April 18, 1967, 017004 Confidential Jidda
4296 참조. “쉐이크 자이드는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신중하게 처신했다. 그는 파이살 국왕을 부친처
럼 대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파이살 국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만약 두바이 토후국에 위
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의존해야 할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파이살 국왕은 자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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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와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좋은 토대를 제공하게 될 이번 방문에서 두 사
람은 개인적으로 많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이 방문 결과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고, 알-아인 지역이 아부다비 토후국의 영토
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이살 국왕에게 다짐받지 않은 것에 대해 영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만(Man)은 귀국행 비행기 출발에 앞서 쉐이크 자이드를 ‘쌀쌀맞다’고 평
가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뜩이나 카타르와 분쟁을 겪고 있는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인 쿠르
알-우다이드 섬을 통한 아랍 만 접근권을 고집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일반적 타결이 쉬운 부차적 이
슈부터 협상하기로 결심했다.
기억건대, 압둘 아지즈(Abdul Aziz) 국왕은 “영국인이 ‘단서달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어떤 제안을 하
고 설득시킨 다음에 꼭 끝에 다시 ‘단’이라고 말한다”라고 속내를 말한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그의
생각으로 영국은 책임을 회피하며 결코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기록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널리 알려진 것을 살펴보면, 완전히 허구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1973년 1월 아부다비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는 프랑스 공사와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를 회람시켰다.
“새로 부임할 프랑스 공사 벨리비어(Jean Bellivier)는 지다(Jidda)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인데, 자
신의 경험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 토후국 사이의 국경분쟁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자신이 부임하고 나서 UAE, 그리고 아부다비 공직담당자들과 대화를 하며, 상대적으로 유
리한 지점에 서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분쟁을 진지하게 협상하길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내게 말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파이살 국왕이 영국과 밀통한 소규모 부족의 추장 정도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
가 실제로 그 지역을 점령하거나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
되고 강한 자신의 국방력을 갖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쉐이크 자이드는 향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UAE 군사적 위협을 격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아부
다비 토후국 방위군 규모를 키우고 잘 무장시키는 정책을 견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군장비와 관련하여 쉐이크 자이드는 최소한 자신의 소규모 군대가 효과적인 공군과 대포를 갖추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진지하게 국경분쟁 문제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벨리비어는 보고 있었
다. 나는 벨리비어 공사에게 미라주 전투기의 인도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부다비
토후국이 아직 제작되지 않은 전투기를 주문한 것이 문제라고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
했다. 주문한 12대 가운데 첫 인도가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1973년 12월 전까지는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미출간된 NARA, AmEmbassy, Abu Dhabi to Department of State, Pol
32-1, Saud-UAE, January 29, 1973 참조. 이 서신에서 중요한 것은 미라주 전투기가 최신 모델이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한 것보다 앞선 기종이라는 내용이다.
J.B. Kelly, Arabia, the Gulf and the West (London: Basic Books, 1980), 397쪽 참조.
1973년 10월 12일까지 미국 4대 메이저 석유회사의 회장들이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군사력을 증강
하려는 그 어떤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아랍의 온건파 산유국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닉슨(Nixon)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다.
Ibid., 396쪽 참조.
이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는 Chronicle of Progress, 51-52쪽 참조.
쉐이크 자이드의 이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했지만, 켈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1973년의 전쟁에 대해 유쾌하면서도 신랄한 분위기로 이렇게 평가했다. “아랍 각국에 있어
1973년 여름 이후의 독특하게 연결된 여러 경제적 환경들 때문에 과거 아바스(Abbasid) 등 아랍 왕
조시대에서나 가능한 단결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Kelly, Arabia, the Gulf and the
West, 395-457쪽, 특히 423쪽 참조.
1973년 정전 이후, 이스라엘은 수에즈운하 서쪽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켰고 시나이 반도의 광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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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을 포기했다. 이처럼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게 점령지에서 철수했던 이유는 미국의 지원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쪽으로 현저하게 선회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아마
팽창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랍으로부터 안정적 석유 공급이 미국의
번영에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Otto von Pivka, Armies of the Middle East
(Cambridge: Patrick Stephens Ltd., 1979), 47쪽 참조.
쉐이크 자이드는 런던 금유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이집트와 시리아에 1억 루블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동맹국에 완벽한 석유 수출 보이콧을 주도했다.
이 시기에 대한 기록보관소 자료 열람이 가능하기까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배경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나 연대기적 자료로 볼 때, 이 두 아랍 인접국 사이의 긴장
완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다른 많은 정치적 변수가 함께 작용했지만 성공적 결론
도출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위신에 있어서까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
다는 의미로서의 거의 모든 인센티브를 쥐고 있었던 파이살 국왕 덕분이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단
지 그것은 ‘명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파이살 국왕이 아랍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금을 투
입해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쉐이크 자이드의 실천에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당시 아부다비 토후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쉐이크 자이드는 아랍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런던의 은
행권에 자국의 미래 석유관련 수입을 저당잡히고 조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152쪽 참조.
이 합의를 다룬 많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제 합의 조건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출판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평가는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148-149쪽을 참조.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 토후국 모두 이 분쟁지역에 대해 더 이상 분쟁
발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쉐이크 자이드가 택했던 ‘신뢰구축을 통한 해결’이 거둔
큰 성과였다. 전통적 방식의 지배를 통해 양국 모두 차츰 이익을 공유했고 UAE 건국 덕분에 외부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생겼다. 결국 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노력 덕분에 양국 고위당국자
들이 1974년 7월 29일 일정한 방식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국간의 분쟁이슈는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 합의는 쉐이크 자이드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부총리 파드 왕자에 의해 7월 29일
사인됐다. 이어 1974년 8월 21일에 파이살 국왕과 쉐이크 자이드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어 이 방식
은 실질적인 것이 됐다. 이 방식에 따르면 양국은 오만에 속한 마을을 제외하고 과거 사우디아라비
아 주권을 주장하던 부라이미 오아시스지역 6개 마을에 대한 주권을 아부다비 토후국이 갖고, 부유
한 자라라흐(Zararah) 석유지대는 분할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쿠르 알-우다이
드 지역을 통해 아랍 만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합의의 승인에 따라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착수
할 수 있었고, 석유, 지역 방위 등과 같은 이슈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협력관계를 적극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한쪽에 기울지 않는 연구자인 안쏘니(Anthony)는 이 합의가 도출된 직후 UAE에
머물면서 고위 공직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따라서 그의 판단이 이 합의와 가장 비슷할 가능성
이 있다. 세부적 조정 기간 동안에 구체적 합의들이 조정되어 나갔지만 합의의 핵심내용은 쉐이크
자이드와 파이살 국왕이 합의한 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물은 스코필드(Richard Schofield) 교수가 분석
한 것과 동일하다. 분쟁 오아시스지역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장하던 그 완전한 영유권은 1974
년 아부다비 토후국과의 합의로 확실히 철회됐다. Richard Schofield, “Borders and Territoriality in the
Gulf and Arabian Peninsula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n Richard Schofield (ed.), Territorial
Foundations of the Gulf States (London: UCL Press, 1994), 44쪽 참조.
1974년 12월 3일 쉐이크 자이드는 향후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파이살 국왕을 방문했고,
이어 일주일 후에는 교육, 정보, 농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분야의 협력과 업무조정 계획을 협의하
기 위해 아마드 칼리파(Ahmad Khalifa Al Suwaidi)가 이끄는 대규모 대표단이 도착했다. 이 분야들
정도라면 양국 최고 수반이 의논할 주제 모두가 망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hronicle of Progress,

71-72쪽 참조.
55 쉐이크 자이드의 첫 번째 목적은 UAE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아랍 만 지역의 단결과 친선이었고, 이 목표도 달성했다. 그의 세 번째 목표는
알-아인 지역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이 역시 성취했다. 국경
문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영수회담에서 토의하진 않았고, 후속 실무자회담에서 다루어질 주제였
다. 35년 이상 영국이 ‘지도 위의 선’을 놓고 씨름했으나,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 그는 평화와 우애의 건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 시점부터 양국간의 관계는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양국간의 입장 차이보다 공통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 토후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그처럼 오래 지속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을 모욕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
아가 1930년대에 알-아인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압둘 아지즈
국왕이 나즈드 지역을 오스만 제국의 허락 하에서 지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이 주장을
30년 넘게 고집했다. 따라서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이븐 사우드는 터키 정부의 종주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자의 해안 지역
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다시 터키의 종주권에 종속되기 위해 서둘렀다. (…) 이후 1914년
초기에 그는 정식으로 터키 정부와 터키의 정부 하의 나즈드 지역 통치자 지위에 합의했다.” 재출간
된 The Buraimi Memorials 1955: United Kingdom, Vol. 1 (Gerrards Cross: Archive Editions, 1978), 9,
clause 13 참조. 그러나 압둘 아지즈 국왕은 자신이 1913년 하자 지역에서 축출한 오스만 제국에
원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1902년 오스만 제국과 동맹관계였던 알 라시스를 축출하고 나즈드
지역을 다시 장악했다. 따라서 아부다비 토후국을 위한답시고 영국이 사우디왕가를 오스만 제국에
예속된 것으로 주장한 것은 모욕적 주장이었다. The Buraimi Memorials 1955: Saudi Arabia Vol. 1,
Part V, paragraphs 20 and 21, 398-399쪽 참조.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잡한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쉐이크 자이드는 이 문제가 영토의 문제가 아닌 명예의 문제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파이살 국왕 자신도 말했었다. 쉐이크 자이드는 영토에 관한 저열한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영국 정부가 간과했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 이를 통해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단초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쉐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입을
통해 수차례 이 지역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적 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영국이 가한 모
욕이 시정되길 원했다. 이를 통해 그는 알-아인 지역에 대한 사우디의 요구를 철회하게 할 수 있었
다. J. C. Wilkinson, Arabia's Frontiers: The Story of Britain's Boundary Drawing in the Desert (London:
LB. Tauris, 1991) 참조.
56 1974년 이 합의에 따라 사우디는 UAE를 국가로 인정했고, 이는 양국간 우호 발전의 서곡이었다.
1974년과 1975년에 다양한 소식통들이 양측 주장의 근거가 된 지도와 자료들의 심각한 세부적 결함
때문에 다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1974년 합의의 이런 모호한 부분 때문에 합의
자체에 의혹이 생기긴 했지만 도하(Doha)에서 열린 1976년 12월의 그 시끄러웠던 OPEC 회의에서
아부다비 토후국이 사우디가 제시한 가격을 지원했던 일을 계기로 1976년에서 1977년까지 양국관
계는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양국은 특히 오만에서 맹위를 떨치며 꾸준히 세력을 확장 중이던
PFLOAG(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Oman and the Arab Gulf) 문제라는 공동관심사가 있었다.
57 UAE 건국 전부터 건국 후까지 양국 사이를 중재한 쿠웨이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명예로운 것
이었다. 1971년 이전에도 쿠웨이트는 아무런 정치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지역의 교육 발전에 중
요한 공헌을 했다. 이 덕분에 쿠웨이트는 주변국들로부터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조언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UAE 내부에서 발생한 1979년 정치위기 때에도 쉐이크 라시드를 총리로 임명하라는 아이디
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해준 쪽도 쿠웨이트가 파견한 중재자였다. 물론 이 아이디어 덕분에 UAE는
국내 난국을 풀 수 있었다. Anthony, Arab States of the Lower Gulf, 32-33쪽 참조.
58 “1970년대에 사우디는 이라크를 제외한 아랍 만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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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zher A. Hameed, Saudi Arabia, the West and the Security of theGulf (London: Croom Helm,
1986), 14쪽 참조.
UAE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 각 토후국의 외교정책에서 손을 떼기 직전이었던 영국은 이 섬들에 대
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묵인했다.
Statement to Al-Anwar newspaper, quoted in Shams Al-Din Al-Doaifi (ed.) Sheikh Zayed: Leadership, The
United Arab Emirates 1971-1987 (Beirut: Book and Publishing Establishment, n.d.), 262쪽 참조.
Chronicle of Progress, 372-373쪽 참조.
이는 2000년 1월 30일, 연방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개막 연설이다. UA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The Emirates Daily Digest, No. 019, January 31, 2000 참조.
이는 1954년 6월 26일 백악관 오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이다.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Boston:
Little Brown, 1992), 622쪽 참조. 1972년 쉐이크 자이드는 동일한 내용을 딘스모어에게 이렇게 말했
던 적이 있었다. “전쟁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미출간된 NARA, Pol 15-1,
UAE, Dhahran 318, February 16, 1972 참조.
그는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을 포함한 이 지역 아랍국 입장
에 대해 이해했다. 그가 이란과 이라크를 아예 관심 밖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두 국가와 공동보
조를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환경 이슈에 관한 그의 선구자적 기여는 이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국제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 이처럼 일찍 환경, 생태, 자연사 등 분야의 장기적 조사 발전 프로그램에 기금을 조성하고 그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미출간된 FO 371/163025 33829, Luce (Political Resident, Bahrain) to Walmsley (Foreign Office,
London), March 30, 1962 참조. “3월 15일 그는 알리무사에게 자신은 아웃국가에 대한 형 쉐이크 샤
크부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라면 영국에 모든 것을 일임하기보다 인
접국과의 모든 분쟁을 직접 당사자와 만나 세밀한 조정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쉐이크 자이드
는 원래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가 이 발언을 협상 타결을 위해 아부다비 토후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출간된 NARA, Pol 15-1, UAE, Dhahran 318, February 16, 1972 참조.
J.C. Matejka,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Arab World: The Majlis Mechan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3) 참조.
Erik R. Peterso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51. Peterson, in turn, drew his information from Anthony
H. Cordesman, The Gulf and the Search for Strategic Stabil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625,
as well as Joseph A. Kechichia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Search for Security in the Persian Gulf,”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1985), 18쪽 참조. 이는 1973년 1월 21일 UAE 외무장관이
UAE와 다른 아랍 만 국가들에서 온 외교관들을 위해 모임을 주최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Chronicle of Progress, 37쪽 참조. 1973년 9월 3일 이 지역 통치자들을 방문 중이던 쉐이크 자이드는
‘아랍 만 지역 형제국’ 사이의 협력 강화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 Ibid., 49쪽
참조.
이와 관련해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철수로 야기됐고 지금 소련의 침공
과 극단주의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지역의 힘의 공백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현지 세력들로
채워질 것이다.” Michael A. Palmer, Guardians of the Gulf (New York, NY: The Free Press, 1992), 88쪽
참조.
미국의 계획안에서 사우디는 그저 평형추 같은 역할에 불과했다. Emile A. Nakhleh, Arab- American
Relations in the Persian Gulf (Washington, D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5), 38쪽 참조.
Palmer, Guardians of the Gulf, 106쪽에서 인용.

73 Abdul Kassim Mansur (pseud.), “The Military Balance in the Persian Gulf: Who will Guard the Gulf
States from their Guardians?”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November 1980 참조.
74 Sheikh Zayed: Leadership, 143쪽 참조.
75 Ibid.
76 “분명 중요한 촉매이긴 했으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란-이라크 전쟁이 GCC 창설 단계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Erik R. Peterso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99쪽 참조.
77 Ibid., 98쪽 참조.
78 Ibid., 99쪽 참조.
79 Ibid., 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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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UAE, 아랍 만 지역, 그리고

아랍 세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조사기관이다. 1994년 아부다비에 설립된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 센터는 아랍 세계에 관한 각종 현안
이슈의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중추 기관이다.

이

센터는 컨퍼런스와 심포지엄의 개최, 워크숍 조직,
강좌 지원, 원서와 번역서 출판, 리서치 자료 출판 등

여러 형식으로 학문적 의견 교류를 위한 토론의 마당을 제공하
고있다. 또한 여러 학자들에 대한 적극적 장학 사업, 학문적
서적과 저술에 대한 지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각종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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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

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H.H. 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
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어 번역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희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도서관과, 아랍 지역에 관한 독특하고 폭 넓은 정보를

시대적 상황에서 이 책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

해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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