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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제재에 대한 스냅백 발동
지난 9월 1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UN 안

타임즈에 의하면 EU의 대이란 무기 금수조치는

보리 결의 2231호에 의거해 대이란 제재를 원상

2023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가 해

복구하는 스냅백(Snapback)을 발동한다고 발표

제되더라도 이란과의 무기 거래는 제재 대상에 해

했다. 이에 따라 UNSCR 1696호, 1737호, 1747

당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이란 금수조치는 EU보

호, 1803호, 1835호, 1929호가 복원되었다. 이

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는 지난 8월 14일자로 만료된 이란에 대한 무기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비공식적인

금수조치를 UN이 연장하지 않은데 따른 반발조

방법을 통해 하루 150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수

치이다.

출해왔으며 미국은 이들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P4+1은 국제법상 미국의 제재 복원은 법적 효력
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했다. 하

미 대선 결과에 따라 JCPOA도 복원 가능

지만 미국은 21일에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
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3자제재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 이후에도 P4+1

(Secondary Boycott)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발 외에 실질적인 조치

을 발표하며 이란 옥죄기에 들어갔다. 하산 로

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인 유인책 없이 이

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미국의

란에 JCPOA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한 추이는 트럼프 정권이 유지되는 이상 변화하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미 대선에

tion) 탈퇴 이후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JCPOA가 복원될 가능성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손해액이 약 1,500억 달

도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

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을 중단하고, 핵외교를 통해 분열을 막고 지역대
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향

미국의 대이란 금수조치는 중국과 

후 잠들어 있는 거인 이란이 다시 한 번 세상으로

러시아를 타깃

나올 수 있을지 미 대선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
는 시점이다.

하지만 미국과 EU 국가들의 대립은 정치적이
며 상징적인 행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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