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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 수출...
‘평화적 목적’ 사용 모니터링 필요
- ‘18년~21.8월 최루탄 342만발 수출, 대부분 동남아, 서남아, 아프라카 국가
- 백혜련, “한국산 최루탄 수입국가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 필요”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라카 등 국가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
~ ‘21년 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 9천정을 수출했다. 대수출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도 일부 수출되었지만
소수였고,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수출됐다.

‘18년~21.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
구분

허가
횟수
5

수량

수출국

충남경찰청

수출
업체
A

308,349발

경북경찰청

B

21

842,637발

경남경찰청

C

24

2,272,586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루,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국, 오만,
인도네시아, 토고, 코트디부아르,
페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가봉,
니제르, 세네갈, 말라위,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요르단,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오만,
차드

50

3,423,572발

지역

최류탄

합계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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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1.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 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
구분

최류탄
발사
장치

지역

수출
업체

허가
횟수

수량

경기북부
경찰청

D

42

18,872정

경북경찰청

B

21

747정

63

19,619정

합계

수출국
나이지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니제르, 방글라데시, 세네갈, 차드,
케냐, 미국, 인도, 에스와티니,
아랍에미리트,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아제르바이잔, 태국, 프랑스, 리비아,
홍콩, 모로코, 영국, 튀니지,
마케도니아, 카메룬, 오만, 칠레
알제리,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콩고,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프랑스, 태국, 오만,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자료: 경찰청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총포화약법⌟ 제9조
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루탄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상 ‘전략물자’에 해당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받아
야 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이에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고 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 제1항).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국가 또는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장비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최근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루탄 발사로 인
해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발생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청이 대수출국가에 대해 한국산 최루탄
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향후 한국산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한국산 최루탄
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 검토해
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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