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와 선교 현장

시리아 Syria
-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74%),
이슬람교(16%),
- 인 구: 약 18,907,000명,
기독교인: 794,000명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6위
- 수 도: 다마스쿠스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민족적 적대감(Ethnic
antagonism):, 편집증적인 독재(Dictatorial
paranoia):,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
(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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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Syria)는 박해 점수 86점을 기록하여 2017년 세계박해순
위(WWL) 6위에 올랐다. 이는 2016년의 기록(87점, 5위)에서 소
폭 하락한 것이며, 작년에 비해 교회 또는 기독교인 소유의 상점
및 일터 습격 사례가 적게 보도되었다. 이슬람 국가(IS) 및 이슬람
반군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탄압 가운데 놓
여 있다. 폭력 사태 보도가 줄어든 이유는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대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지난
집계 기간 동안 이미 파괴되었다. 박해 점수 하락의 또 한 가지 원
인은, 현재 내전으로 인해 혼돈에 휩싸여 있는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오늘날 시리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주체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IS) 대원들, 그리고 알 누스라(al-Nusra
Front; 시리아 반군조직) 등 여러 과격 집단들이다.
내전 발발 이전의 시리아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비
교적 많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었다. 그러나 이
슬람 무장 집단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
다. 이슬람 국가(IS)는 2014년 6월 말까지 시리아와
이라크의 수많은 지역에서 칼리프 왕국(caliphate, 이
슬람 왕국)을 설립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지역에
서는 샤리아 법(Sharia,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집
행되었다. 라카시(Raqqa)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2014
년 2월에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딤미 계
약(dhimmi contract, ‘딤미’는 이슬람 법이 다스리는
국 가에서 '무 슬림이
아닌 국민'을 일컫는
말)"에 서명할 것 을
강요 받았다. 현재 대
다수 기독교인들은 IS
점령 지역에서 대피한
상태다. 이슬람 과격
주의 집단들의 영향
력이 증가하면서 시
리아 사회 전체가 과
격화되고 있으며, 특
히 과격 집단 점령 지
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족적 적대감(Ethnic antagonism): 개인이 소속
부족 또는 가문에게 충성하는 것은 부족 중심주의
(tribalism)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부족 중심주의
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낡은 규범과 가치를 계속해
서 강요하려 한다. 중동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시리아의 부족 중심주의 역시 이슬람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Muslim Background Believers, MBBs)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힌다.
편집증적인 독재(Dictatorial paranoia): 내전 이전
의 시리아에서 편집증적인 독재는 주로 정부 관리들
에게서 나타났다. 예컨대 국가가 교회를 감시하여

설교 중에 정치적 내용이 언급될 수 없도록 했다. 오
늘날 시리아 정부는 반군 세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감시할 겨를이 없다. 물론 전
쟁 중인 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움직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의 시
리아에서 편집증적인 독재의 주체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 무장 집단들이다. 이들은 시리아 각지를 점
령하고 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내전으로 인해 처벌이 부재하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직적인 부정부패 및 범죄
가 성행하고 있다. 인질을 붙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중 범죄가 빈발
하고 있다. 여러 다른
종교의 시리아인들이
납치 당하고 있다. 기
독교인들의 납치 배
후에는 경제적, 정치
적 그리고 사상적 요
인이 공존한다. 기독
교인들은 부유하며
국가 정권에 지지적이
라는 인식이 있기 때
문이다. 무슬림이 아
닌 소수 집단이라는
사실 역시 납치 사건
을 발생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2. 박해배경
시리아 내전은 2011년 민중의 봉기로 시작되었다.
시리아 민중들은 자유의 확대 및 경제적 구조 조정
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에 기타 아랍 국가들에게서
도 비슷한 시위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시리아 사회
의 갈등은 훨씬 더 뿌리 깊고 복잡했다. 여기에는 계
급 간 갈등, 농촌과 도시 간의 갈등, 정치적 자유의
억압 등 여러 방면이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
위는 극도로 폭력적인 종파 간 갈등으로 신속히 확
산되었으며, 현재 이미 6년 째 계속되고 있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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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강한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Number of points

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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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의 주체는 이슬람 수니파(Sunni)와 이슬람 시아파
(Shia)이다.
시리아 반군 세력은 점차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으
며, 내전 역시 갈수록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지하
드(이슬람 성전[聖戰])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모든 시리라 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취약한 집단들이 그리스
도인들이다.
시리아 기독교 인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민
족 및 종교적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
재 내전 중의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이
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알레포(Aleppo)
와 다 마 스 쿠 스(Damascus) 시내 및 주 변, 그리
고 시리아 남부 레바논 국경 근처의 홈스 (Homs
governorate) 주(州) 등 시리아 기독교 인구가 밀집
해 있는 도시들이 하필 정부와 반군 양쪽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독교인 집단은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그들이 국가 정부에 지지
적이라는 인상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3. 박해 받는 교회의 유형 두 가지
세계박해순위 기관, WWL에서는 교회를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는데, 시리아에는 그 중 세 종류의 교
회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내전으로 인한 박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 시리안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에 속한다. 시리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들 소속 기독교인들
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전쟁 지역을 포
함하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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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타격을 입는 것은 대중적으로 드러나기 쉬운 교
회 지도자들이다. 전통 교회의 성직자들은 특별한 복
장을 갖추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된다. 전통 교회
공동체는 아무래도 다른 유형의 교회들보다 식별하
기가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회 건물이 버젓이 세
워져 있으며, 교인들 역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 국가 공공 기관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교
파와 교회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진 정치적
명성으로 인해, 아사드(assad) 대통령에 대항하는 집
단들로부터 오는 핍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교
회들과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
수했는지(아사드 정권에 지지적이었는지, 중립을 지
켰는지, 거리를 두었는지,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
지)에 따라서 핍박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다.
무 슬 림배 경 의 기 독 교 인 공 동 체: MBBs(Muslim
Background Believers)들은 유독 가족들로부터 오
는 핍박에 시달린다. 가족 구성원이 이슬람교를 떠
나는 것은 가문의 굉장한 수치로 간주되기 때문이
다. 특히 주류 종파인 이슬람 수니파 지역에서 두드
러지는데, MBBs들은 가족에서 제명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당할 수도 있다. 이슬람의 급격한 과격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가족
과 사회의 반대는 더욱 강해졌으며, 반군 점령 지역
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쿠르드(Kurdish) 지방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그나마 덜한 편인데, 이
는 쿠르드 지역의 수니파 무슬림들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부가 현재 전쟁을 치르느
라 정신이 없는 만큼 지난 몇 년간 존재해 왔던 정부
로부터의 핍박은 사라졌다.
비 전통 개신교회: 침례교회, 복음주의교회, 오순절
교회 등은 서구에서 유래되었다는 반감, 분열된 모

■ 전반적으로 시리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박
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 (14.556)이며, 2016년도에 발
표된 세계박해지수(WWL)인 14.287점보다 소폭 상
승했다. 수집된 다량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점수가 상
향 조정 되었다. 실제로 2016년도 세계박해지수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인 탄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 삶의 모든 영역 에서의 박해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
고, 박해가 가장 심각한 영역은 교회(14.896), 지역사
회(14.664), 국가(14.584) 순으로 나타났다. 독재정
치와 결합된 이슬람 과격단체의 탄압이 주된 박해의
원인이다.
■ 이슬람 과격단체의 탄압은 대부분 개인과 가족, 지
역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박해 받고 있다.
■ 올해 폭력지수는 작년(15.556)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13.7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들은 IS를 포함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이 장악하
고 있는 지역에서 이미 탈출했기 때문에 폭력 사건
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전년
도 보고 기간에 파괴되었던 점도 폭력 지수 감소의
요인이다. 또 다른 원인은 내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
서 입증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시리아의 전반적인 상황은 IS와 이슬람 과격 단체의
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와
전국의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을 향한 탄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0

Violence

개인영역: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 과격단체의 통제 지
역 안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모든 교파의 기독
교인들은 개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되어 있
다. 실례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다. 확산되어 가
는 이슬람 세력의 과격화로, 쿠르드족(Kurdish) 거주
지를 제외하고, 그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국의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개인적
인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
고 있다.
가족영역: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신앙이 가족
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들은 더 큰 박해에 직면하
게 된다. 그나마 쿠르드족(Kurdish) 지역 안에서의
박해는 덜한 편이다. 또한 무슬림배경신자들(MBBs)
은 공문서에 표시된 자신들의 종교를 변경할 수 없
으며 기독교식 결혼, 세례, 장례식 등을 기록할 수 없
다. 이러한 상황은 IS 통제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기
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국적
으로 무슬림을 배우자로 둔 기독교인인 경우, 이혼
시 아이들 양육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영역: IS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기
독교인들의 지역생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신앙이
알려지면 모든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다양한
문제와 직면해야만 한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IS 근
거지의 모든 시민들은 이슬람식 복장 규정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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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의 상납
금을 강요하고, 일정한 음식과 사업 규정을 따르도
록 강요한다.
국가 영역: 나라가 내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죄
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다. 정부 통제구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
로 국민 생활에 있어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
러나 공공부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
게 된다.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신앙이 알려지
게 되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복음 전도와 이
슬람 이외의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 과격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기독교인
을 포함한 모든 비(非)무슬림들은 이류 시민으로 취
급 받는다.
교회영역: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내 교회 대부분은 파괴됐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행
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고의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
든 그 외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교회 건물이나 기도원을 수리하거나
복구할 수 없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시
상황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 전국적으로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의 결혼
은 불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이다.
폭력: 종파간 갈등은 종교적, 인종적으로 소수집단
인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극단적 무슬림들은 반기독교 폭력 사태에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S 선전 잡지는 사로잡힌
반무슬림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싣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이 납치되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살해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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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S는 시리아 북부 도시 하사카(Hasaka)와 서
부 도시 홈스(Homes)의 앗시리아인(Assyrian) 마을
을 공격한 이후, 최근 수많은 앗시리아인들(Assyrian)
을 억류했다가 풀어줬다. 인질로 억류된 230명 중 마
지막으로 남아 있던 40명은 납치 1년만인 2016년 2월
석방됐다. 내전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손상되고 파괴
됐지만 의도적인 공격으로 훼손된 경우가 많다. 2016
년도 세계박해지수(W.W.L)와 비교해 볼 때, 공격 당
한 교회에 대한 보고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
은 시리아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 사
건을 일일이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2017년도 세계박해지수(W.W.L) 보고 기간 동
안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만을 이곳에 언급해 보면,
(1) 2015년 12월 30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Qamishli) 내 기
독교인 소유의 식당에 세 번의 폭탄 공격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16명이 숨졌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
생했다. 사망한 16명 중 1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IS는
시리아 아이의 그림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 2016년 1월 24일, 카미실리(Qamishli)에 또 다
른 공격이 있었다. 앗시리아인들(Assyrian)을 대상으
로 두 번의 폭발물 공격이 있었고, 그 주변의 상점들
도 피해를 입었다. 폭발로 앗시리아인(Assyrian) 3명
이 사망했으며, 20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의 배후
역시 IS임을 스스로 주장했다. 교회 주변에서 자행되
고 있는 자살 폭탄 테러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공격
도 있었다.
(3) 2016년 1월 17일,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한 미사
일 공격으로 알레포(Aleppo) 인근에 위치한 아르메
니아 복음주의 임마누엘교회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일 예배가 끝난 지 몇 시간되지 않
아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다행히 사
상 자 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4) 2016년 3월
27일, 시리아 북부
라 스 알-아 인(Ras
Al- ‘Ayn)에 위 치
한 성 조지 시리아
정 교 회(St George
Syriac Orthodox
Church) 앞에서 여
성으로 보이는 자
살 폭탄 테러범이 폭발물이 장착된 벨트를 맨 채 폭
발해 몇몇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5) 2016년 6월 19일, 카미실리(Qamishli)에서는 또
다른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다. 1916년 일어난 앗시리
아인(Assyrians)과 아르메니아인(Armenians)에 대한
오스만제국의 집단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진
행되던 중 성 가브리엘교회(Church of St. Gabriel) 밖
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자폭하는 사건이 있었다. 쿠
르드인(Kurds)과 기독교인을 포함해 4명이 죽고, 여
러 명이 다쳤다.
(6) 2016년 7월 18일, 카미실리(Qamishli)에 위치한
앗시리아 정통파 성 샤넬 교회(Assyrian Orthodox St.
Charnel Church)에 익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 교회

내부를 훼손시켰다.

미래전망
2016년 말, 시리아(Syria) 정권은 러시아(Russia)와
이란(Iran) 정부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
로 보인다. 이슬람 국가(IS)가 장악한 지역들이 점
점 줄어들고 있다. 경제정보연구소(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무슬림
과 지하드 반군 세력이 장악한 인구가 적은 동부 지
역을 비롯해 서부 지역을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당 지
역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격렬했던 전쟁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경제정보연구
소(EIU) 분 석가 들
은 내년에도 인도
주의적 위기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로이터 통
신에 의하면 알레포
(Aleppo)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에서 아사드(Assad)
정권이 반군을 패배
시킨다 할지라도 지
휘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게릴라 폭동과 폭탄 테러
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전의 혼란과 면책 과정에서 소수민족이 처한 상황
은 매우 열악하며 이는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경제
정보연구소(EIU) 예측을 근거해 볼 때, 기독교신자들
의 생활이 단기간 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최전방 또는 반군이 장
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발생하기
어려우며, 이로써 스스로 자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사회는 다원성을 잃었고 불안정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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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폭되고 있다. 폭력과 핍박 속에서 자국을 떠나
거나 실향민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내
전 중에도 시리아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독교인
들이 다수 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늘
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시리아(Syria)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
극심한 종파간 갈등을 겪는 나라
시리아 내전은 정치개혁 요구하게 만든 폭력 탄압뿐
아니라 경기 침체, 정권 부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복잡 다
양해졌다. 농촌과 도시 지역간 갈등과 계층간 갈등
이 벌어지고, 정치적 자유는 억압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종파간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급속도로 번
져나가고 됐다.

정치인들의 복잡한 접전지
아사드(Assad) 대통령과 그 정당이 정권을 쥐고 있
으며 군사력뿐 아니라 비공식 불법 무장 단체인 샤
▼ 파괴된도시 알레포(Aleppo)

비아(Shabiba)와 시리아의 소수세력으로 조직된 대
중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반정부 파벌은 심하
게 나뉘어졌는데, 그들 세력의 핵심은 시리아 무
슬림 형제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국가위원회
(Syrian National Council)와 무장단체인 자유 시리아
군(Free Syrian Army)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
가위원회는 알누스라 전선(Jabhat al-Nusra), 이슬람
전선(Syrian Islamic Front), 이슬람 해방전선(Syrian
Islamic Liberation Front)과 같은 이념적인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주요 독립 단체들로써 서로 경쟁상태에
있다. 시리아의 사회학적 구성요소가 복합화 되면서
내전은 다루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분열과 갈등을 초
래하고 있다. 실제 야당은 점점 이슬람화가 진행되
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점점 ‘지하드( “jihad)’의 형태
를 취해 가고 있다. 2014년 6월, 이슬람 국가의 칼리
프(caliphate) 지위는 이러한 국면을 가속화시켰다.
2016년 이슬람 국가는 국제 사회의 간섭으로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그 해 말, 시리아 정권은 러시아
와 이란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
다. 격렬했던 전쟁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경제정보연구소(EIU) 분석가들은 내년에도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 세력의 전쟁터가 된 시리아 내전
시리아(Syria) 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 우 디 아 라 비아(Saudi Arabia)와 카 타 르(Qatar)
를 앞세운 수니파 다수는 걸프 조정위원회와 시아
파 이슬람국가인 이란과 간접적으로는 헤즈볼라
(Hezbollah) 단체를, 직접적으로는 아사드(Assad) 정

시리아교회전경 ▲

권을 지지하는 “저항의 축” 사이에 서로 갈등 상태에
놓여있다.

전략적인 분쟁 지역에 놓여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면책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상
황은 좋지 않으며, 이는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리아 내 기독교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
지다.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인종과 종교간 정체성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와 정치적 타당성 안에서 해석할 수 있
다. 내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와 야당의 전쟁지역인 알레
포(Aleppo)와 다마스쿠스(Damascus) 주변, 레바논
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홈스(Homs governorate) 주
등 주요 전략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
문이다. 폭력이 증가하면서 현재 홈스에는 소수의 기
독교인들만이 남아있다. 전략적인 지역에 기독교인
들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열악함
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커다란 고통
기독교인들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위험한 상황
에 놓여있다. 그들은 비-무슬림 소수 민족으로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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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계층에 속해 있는 반면 동시에 재산이 많아 아
사드(Assad)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두려
움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알 카에다(al-Qaeda) 소
속인 알누스라 전선(Jabhat al-Nusra), 기독교인들
을 신앙심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안사르 브리
게이드(Ansar Brigade) 단체, 알 파로크(al-Farouq)
부대와 같은 살라피스트(Salafist groups) 단체들로
부터 위협과 협박당하고 있으며, 납치되고 있다. 외
국 지하드 전사들의 폭주와 이슬람 국가의 칼리
프 지위(caliphate) 도입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
한 핍박에 종교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슬람 국가
(IS)는 이슬람 법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 2014년 2월,
라카(Raqqa)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딤미
(dhimmi) 약정’이 체결되어 해당 법을 따르도록 강요
받기도 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슬
람 국가(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도망쳤다. 급
진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의 증가는 그들이 장악한 지
역을 빠르게 변화시켜 나갔다. 자국을 떠나거나 실향
민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
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떠나지 않는 기독교인도 있다. 또
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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