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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 Ⅰ

년 월에 개최된 북한의 제 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제 비서가 사실2016 5 7 1

상의 선핵정치 를 선언하는 등 북핵 문제는 빠르게 진(nuclear-first politics)

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북핵 문제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 

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년 프랑스의 위성이 . 1990 SPOT 

변 핵시설 모습을 공개하면서부터 다 이후 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응해온 . 25

한국 정부들은 북핵 고도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악습( )惡習

을 보여주었으며 북핵의 향방을 예견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 

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교체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과 정치세력 간 북핵 . 

공조 부재로 인하여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에도 실패했다 군 도 북핵 문제. ( )軍

의 진화를 앞질러 가기보다는 뒤따라가면서 반응적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ㆍ ㆍ

일관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핵능력이 가시화될 때마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 

보여 왔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 과 한국. , (Kill-chain)

형미사일방어 를 돌파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의 실전(KAMD) (SLBM)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도 한국군은 년대 중반까지 이들 체계들을 구축한2020

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북한이 신포급 잠. 

수함을 대남 전략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급진전시키고 있지만 한국 해

군의 톤급 전략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는 년대 후반으로 계획되어 있3,000 2020

다 정부와 군의 무사안일 일관성 부재 소극성 등은 북한 정권의 강력한 핵동. , , 

기와 집념과 그리고 체제가 보장하는 일관성에 의해 압도당했고 그러는 중에 , 

핵보유 북한에 대한 비보유 한국의 일방적 취약성은 누적되어 왔다 .1) 

정부와 군이 보여온 악습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갑작스러운 개선을 기대하

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이념적 성향이 다르고 좀처럼 협력하지 않는 . 

정치세력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단임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런 여건에서 정부 공직자나 군은 재임기간 중 , ‘

무탈을 위한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다 언론이 보여준 악습도 만만치 않았다. . ’

언론들은 평소 국내전문가들의 경고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가도 나중에 외국 

전문가나 기관이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면 대서특필하는 경향을 보 고 핵관, 

1) 김태우 대북정책 전반적 실패 돌아볼 때다 문화일보 년 월 일자 참조 , , 2016 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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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도 수주일 후면 방송에서 사라지는 단발성 보도 자세

도 반복했다 국민이 북핵 문제에 대체로 무신경한 가운데 시청률과 구독률에 . 

연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악습은 압권이었다 년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여부가 절실. 1992

한 안보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유사한 풍조는 이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반복되었다 정치권은 핵실험 등 북. 

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해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

로 치부했고 대응책 수립을 위해 여야 가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력을 , ( )與野

보여주지 못했다 년 총선은 북한의 제 차 핵실험과 제 차 장거리 발사체 . 2016 4 6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핵 문제가 또 다시 초미의 관심사, 

로 떠오른 시점에 실시되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북핵이 정책공약이나 공천 , 

과정에 반 된 흔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군이 앞서가는 북핵 . 

문제를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럼에도 비판적 분석을 업. , ( )業

으로 삼는 전문가들에게 있어 김정은 정권 이래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북핵 문

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책무일 것이다. 

년 월 일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2016 1 6 4

은 과거와는 달랐다 북핵 고도화의 엄중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제기 한민구 국(2016.1.8), (THAAD) (2016.1.13), 

방장관의 사드 수용검토 발언 등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 (2016.1.25) 중단

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2016.2.9) , 

재를 통한 북한 돈줄 죄기를 호소했다 월 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하. 3 2‘ ’

에 결의 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년 월 일 제 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2270 . 2016 1 6 4

일 만에 그리고 월 일 광명성 호로 위장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57 2 7 4‘ ’

후 일 만에 특정국에 대해 안보리가 비군사적 조치로는 사상 최강으로 평가25 ‘ ’

받는 제제 조치이자 년 이래 여섯 번째의 대북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이2006

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을 사상 . - (Key Resolve-Foal Eagle)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한국사회에서는 한반도 핵안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에 사용된 핵탄의 종류 한반도 핵안보의 장래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 , , 

중국의 향후 역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 사드 , , , 

배치 추진 여부 핵대화 재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궁금증이 증폭되었고 이 , , 

과정에서 다양한 오해들도 노정되었다 본고는 북한의 제 차 핵실험이 의미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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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핵안보적 함의를 식별하고 한국 정부와 군이 지금까지

와는 다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이후 더욱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4

고도화 핵군사력 건설 정책 추정되는 핵전략 한국 핵안보의 취약성 대북제, , , , 

재 상황 중국의 이중적 북핵 정책 미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 등을 종합할 때 , , 

한국의 대응책은 외교 억제 대화 로 요3D(diplomacy , deterrence , dialogue )‘ ’

약될 수 있다 여기서 외교란 일관되고 강력한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 

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의미하며 억제란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와 국, 

민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군사적 억제 조치들을 의미한다 대화. 

란 북핵문제를 설득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모든 양자간 또는 다자간 대

화를 총칭한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 한국은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 , 

억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대화와 협상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반드. 

시 거쳐야 할 과정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 , 

에서의 가짜 대화는 북핵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시간을 ‘ ’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익 한데 그치지 않고 유해 할 수 있다는 점( ) ( )無益 有害

이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기약없는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 ,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군사적 억제는 핵해결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기본과제이

며 때문에 정부는 군사적 억제가 부실하면 외교와 대화도 부실해진다는 고전적 , 

진리를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오늘 한국이 군사적 억제를 강구하고 북핵 제제 . , 

공제공조에 집중하는 것은 내일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를 시‘ ’

작하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이라 할 수 있는 북한정권의 변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차 한 핵실험과 한 도 안보. 4Ⅱ

차 핵실험  진실 증폭 열탄 개연1. 4 : 

북한은 제 차 핵실험 직후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 을 선언했지만 제 차 4 , 3“ ”

핵실험 때와 비슷한 규모의 인공지진 규모와 추정 폭발력 그리고 풍계리 핵실

험장의 지리 지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수폭 실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외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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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한미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그러했다.2) 하지만 이는 이 

후에 전개된 진실게임의 서막에 불과했다 국내외에는 북한이 실제로 터뜨린 . 

핵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수폭 실험 여부를 ,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쟁이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

폭 폭발에서 발생하는 헬륨은 가벼워서 신속하게 공중으로 비산하는데다 자연

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수소“

폭탄 실험으로 위장된 사기극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는”

데 이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다, . 

정황들을 종합하면, 에 미치지 못하는 폭발력이었다는 이유로 증폭분열탄10kt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북한이 제 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탄이 , 4 3-4kt 

급의 소형 원폭에 증폭분열탄 기술이 접목된 것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3) 

제 세대 핵탄인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된 우라늄이 원료이며 이1

들의 핵분열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분열탄 이다 세대 (fission bomb) . 2

수폭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융합탄

이며 통상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의 폭발력을 발휘한다(fusion bomb) , . 1.5

세대 핵폭탄으로 불리는 증폭분열탄 은 원폭의 내부에 (boosted fission bomb)

소량의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배치하여 폭발력을 배 높인 것인데 융합에너2~5 , 

지가 폭발력으로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융합에서 발생되는 중성자가 분열반응

을 돕는 것이어서 엄 히 말해 수폭은 아니지만 수폭의 원리가 일부 활용된 것

이기에 수폭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고도 북한이 수폭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과 징후들은 많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추출되지만 삼중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수소나 , 

리튬 에 중성자를 조사 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원자로 가동6 ( ) . 照射

을 통해 가능하다 이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구소련으로. 

부터 도입하여 년 가동한 연구로와 북한이 자력으로 건설한 1965 IRT-2000 

변의 원자로이다 특히 년 월 일 합의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 , 2007 2 13

년 월에 재가동된 변 원자로가 삼중수소 생산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2013 8

2) 제 차 핵실험시 감지된 지진파 규모는 기상청 유럽 미 이었고 추정 폭발력은 국가정 4 4.8( )~5.1( , ) 6(

보원 추정최대 음 년 월 일 제 차 핵실험 때의 인공파 규모는 이었고 추)~12kt( ) . 2013 2 12 3 4.9~5.1

정 폭발력은 음6~7kt .

3) 이러한 결론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박사 외 다수의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자문을 통해 내린 것임 이후 이 박사는 비공개 전문가회의를 통해 동일한 견해를 발표했음 이상. . 

민 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핵개발 전망 년 월 일 제 차 세종정책포럼 발제문 참조, 4 , 2016 2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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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높다 북한이 이미 풍부한 우라늄 자원과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어 우. 

라늄탄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세대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1

추가생산만을 위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것으로 보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년대 이후 융합기술 완성을 공언해 왔는데 이를 단순한 허언2000 , ‘ ’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정황들도 많다 북한이 여년 동안 강력한 핵( ) . 60虛言

동기 하에서 중단없이 핵개발에 매진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폭 개발을 , 

미루어 둔 채 원폭 개발에만 몰두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핵보유국. 

들이 원폭 개발 이후 년 이내에 수폭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10

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원폭 및 수폭 개발에 착수하여 원폭 실험 후 년 개월 2 7

만에 수폭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사례를 감안한다면4) 첫 핵실험 이후 년째인  10

북한이 여전히 수소폭탄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비합

리적이다 또한 북한이 수폭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가진 . , 

지리적 지형적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 폭발실험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ㆍ

때문에 향후에도 수폭 실험 부재를 근거로 수폭에 이르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수폭의 경우 메가톤급 이하로 제작하기가 어려운데 기체상태의 중. , 

수소와 삼중주소를 사용하는 초기형 수폭 습식 수폭 의 경우 리튬화합물( ) (Li6D)

을 사용하는 건식수폭에 비해 폭발력을 조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북한은 핵실. 

험시 유출되는 유해 방사능 물질들이 철저하게 봉쇄되지 않는다면 인근 중국

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핵개발을 위해서라도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 

봉쇄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메가톤급 이상의 수폭의 경우 . 

이런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핵실험장 자체가 붕괴되어 재사용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5) 다시 말해 북한이 수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융합기술을  , 

접목한 증폭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의 제 차 핵실험이 북한이 수폭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4

있는 사건인데도 이를 두고 수폭이 아니었으므로 괜찮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설령 세대 핵탄을 사용한 핵실험이었다 하더라. 1

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는 강도가 든 총이 기관총이 아니고 소, 

4) 미국은 년 원폭을 개발하고 년 후에 수폭을 개발했으며 러시아는 년 국은 년 프랑스 1945 7 , 4 , 5 , 

는 년이 소요되었음8 . 

5) 이상민 박사의 자문에 근거한 추정 .



  핵 치  한  억 략( ) 先核 태우 /   11

총이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 

북한이 보유한 핵관련 자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강력한 핵동, 

기 반세기가 넘는 핵개발 역사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오른 미사일 능력과 빈번, , 

한 투발수단 실험 등을 종합한다면 핵탄의 소형화 경량화 능력이나 재진입 , ㆍ

기술 수준을 폄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지금은 북한의 핵능력을 간과하기. 

보다는 북한의 세대 핵무기의 실전배치와 수폭 개발이 임박했다는 가정하에 1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차 핵실험 후 한 도 안보  2. 4

북한의 제 차 핵실험과 광명성 호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증4 4‘ ’

폭시키는 계기 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이성 의 한계를 넘어선 저항적 도, ( )理性 ㆍ

발적 행동을 표출했다 북한이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을 선언한 이후 유엔안보. ‘ ’

리는 추가적인 대북 결의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고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 “

해결 을 강조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결의안을 조율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 ”

여섯 번째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월 일 오전 시 분 장. 2 7 9 30

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고 직후에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은하로켓으로 지구, “

관측위성 광명성 호를 쏘아 올려 분 초 만에 고도 지구궤도에 성공4 9 46 500km 

적으로 진입시켰다 고 발표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 도 북한이 . (USSTRACOM)”

발사한 물체가 지구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북한은 모든 핵실. ‘

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이전의 안보리 결의들을 ’

다시 한번 위배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월 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2 23~25

부장과 유엔제재 문안에 합의했고 월 일 안보리는 특정국에 대한 비군사적 , 3 2

제재로는 최강으로 평가받는 결의 호를 채택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2270 .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이행되어야 하지만 개별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군사

행동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했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독. 

자제재를 결정하고 호주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제재를 검토하, (EU) 

는 등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압박은 강도를 더해갔고 안보리는 월 일 결의 , 3 2

호를 채택할 수 있었다 월 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차 핵안보정상2270 . 4 1~3 4

회의 는 미국과 중국이 결의 호의 철저한 이(Nuclear Security Summit)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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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합의한 무대 으며 한국에게 있어서도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선, 

도하는 외교무대 다.6) 

멈추지 않는 북핵의 고도화에 충격을 받은 데다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에 대

한 중국의 미온적인 자세에 실망한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

재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강경한 대북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중, 

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가장 강력한 조치 다 이로서 개성공단은 . 2004

년 가동 이후 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었다 월 일에는 주한미군의 사드13 . 3 4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한미 간 약정을 체결(THAAD) 

했고 월 일에는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했으며 월 일부터 월 , 3 8 , 3 7 4

일까지 진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는 한미군 만 명이 참가하여 최10 - 32‘ ’

대 규모를 기록했다.7)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합동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들이 동원되었다 북핵의 고도화. 

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 돈줄 죄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 ’

한국 정부의 외교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제 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여준 도발적인 언행도 빈도와 강도에 있, 4

어 특별했으며 유엔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들을 취했다 북한은 , . 

호가 채택된 다음날인 월 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을 위시2270 3 3 300mm 

하여 월 동안 계속적으로 스커드 로동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면서3~4 , , ,8) 

핵능력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표. ㆍ

6)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월 일 동안 한미 한일 한중 한미일  3 31 , , , 

정상회담 등을 연거푸 개최했음.

7)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절반에 가까운 만 명의 병력과 미군 만 천 명이 참가했으며 미군에는 30 1 7 , 

천 백 명의 미 해병대가 포함되었음 미 해병은 오키나와의 제 원정군뿐 아니라 미 본토에서도 9 2 . 3

파견되었으며 북한 내 전략목표들에 대한 강제진입작전을 연습했음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형 상륙, . 

한 척도 참가했고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의 탑재기까지 합쳐 총 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음2 , C. 150 .

8) 북한은 월 일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비행거리 최대 사거리  3 3 300mm ( 100~150km, 

발을 동해에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월 일 중거리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200km) 6 3 10 2 (500km), 

월 일 노동 계열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 실패 발 월 일 개량 신3 18 2 (800km, 1 ), 3 21 KN-02 

형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 등을 동해로 쏘았으며 월 일에는 단거리 발사5 (200km) , 3 29

체 발을 원산에서 내륙방향으로 발사했음 제 차 핵안보정상회의 중인 월 일에도 발사체 발을 1 . 4 4 1 1

쏘았음 북한은 년 동안 회에 걸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한 . 2015 3 (SLBM) 

데 이어 년 월 일 태양절에는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로 실2016 4 15

패했음 월 일에는 시험 발사를 통해 와 에 성공하는 장면을 . 4 23 SLBM Cold Launch Hot Launch

보여주었음 북한은 월 일에도 무수단 미사일 기를 발사했으나 실패에 그쳤음 북한이 다양. 4 27 2 . 

한 미사일을 다양한 거리로 발사한 것은 핵탄두 탑재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방

향만 바꾸면 한국 내 목표들과 괌 오키나와 등지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 

위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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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기술의 완성 장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의 완성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 , 

공 대미 선제 핵타격 태세 완비, ( ) 對美 9) 등을 선언했고 김정은 제 비서가 미 , 1

사일 제작소인 태성기계공장과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시찰하는 모습과 소형

화된 핵탄두 모형도 공개했다 한국을 향해서도 위협적인 언행을 쏟아 냈다. . 

한국의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공단 내 한

국측 자산에 대해 청산을 선언했다 월이 되면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직접 나. 3‘ ’

서서 서울 해방작전과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 ‘ ’

과 욕설을 쏟아 내는 등 노골적인 대남위협을 반복했다.10) 북한은 서울 타격을  

시사하는 북한군의 포격훈련 모습을 공개했고 제 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 4

는 기간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향해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을 감행했(GPS) 

다 이어서 월 일부터 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제 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 5 6 9 7 1

비서는 핵보유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제안함으로써 ‘ ’

사실상의 선핵 정치를 선언했다( ) .先核 11)

북한이 매년 월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비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3 ‘ ’

키는 것은 연례적인 일이었지만 금년에 특별한 강도의 언행을 보인 것에는 다, 

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들을 위배하는 . 

제 차 핵실험과 제 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직후이어서 적반하장4 6

적 대응을 통해 이를 희석시키려 했을 것이며 호에 대해 강하게 ( ) , 2270賊反荷杖

항의함으로써 추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자 했을 것이

다 금년 한미 연합훈련에는 연합작전계획 에 의거한 대북 선제타격 훈련. 5015

 9) 리수용 외무상은 년 월 일 러시아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해  2016 3 28 “

조선인민군은 선제 핵타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말함 리 외무상은 월 일 유엔본부에서 . 4 21”

열린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회의 에서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대해 만 명2030 (SDG) - 30“ ” “

의 방대한 무력과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 으로 비난하고 ”

미국의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고 선언함.“ ”

10) 북한군 총참모부는 월 일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한국군의 족집게식 타격 3 12 “

에는 북한식 초정 타격으로 응징하겠다 면서 대규모 반격작전을 통해 음모의 소굴을 가차없이 ” “

불마당질해버리고 서울해방 작전에 나설 것 이라고 천명함.”

11) 년 제 차 당대회 이후 년 만에 열린 제 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제 비서는 조선노동 1980 6 35 7 1 “

당의 위대한 도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 , 

고 핵강국 우주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는 역사적 기적을 창조했다 고 선언하고 첫 , , ” ‘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호 발사의 대성공 등을 언급했음 같은 날 노동신, 4 . ’ ‘ ’

문은 김정은을 세기 태양으로 묘사하고 북항을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강조21‘ ’ ‘ ’

했음 또한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선제 핵사용을 하지 않을 . “

것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강조했는데, , , ” “ ” “ ”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국제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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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의 핵시설을 포함한 전략적 목표들을 노리는 내륙기습상륙침투 훈련을 

포함되었고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염두에 두F-22, E-130J ( )斬首

거나 북한의 정보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들이 전개되었는데 여, 

기에 대한 불안함도 반 되었을 것이다 평양정권은 높은 수위의 대남 및 대미 . 

협박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월 일 개최 예정인 제 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최5 6 7 ‘

고 존엄의 위상을 확실하게 내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제 차 핵실험 . , 4’

이후 북한이 보여준 도발적 행동들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준비 대유엔 항, 

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제 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복합적인 목적, , 7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빈번한 투발수단 실. 

험에는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향후 핵군사력 운용을 위한 기술적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북한, 

이 향후에도 더 많은 핵실험을 필요로 할 것으로 봐야 한다. 

 

 

핵  한  핵안보 . Ⅲ
 

 

  핵 략과 한  핵안보1. 

집권 후 불안감 속에 년을 보낸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유일 도 체제의 4 ‘

안착은 지고 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평양 정권은 당군( ) . ( ) 至高 黨軍’

권력엘리트 재편 핵군사력 건설 인민친화적 리더십 구축 등 세 분야에 노력, , 

을 집중해 왔다 권력엘리트의 재편을 위해서는 전통적 선당 정치의 복. ( )先黨

원 최고위당군 인사에 대한 숙청 및 처형 군 장성들의 계급을 강등 복원시, , ㆍ

키는 견장 정치 등을 계속하면서 충성경쟁을 부추기는 전시용 건설 사업( )肩章

을 계속해 왔으며 인민친화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김정은 제 비서는 빈번한 , 1

현지지도 군부대 시찰 대민 접촉 등을 시도해 왔다 이어서 북한은 제 차 당, , . 7

대회를 통해 핵무력 건설 치적을 앞세우고 김정은 우상화에 집중하면서 사실

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

핵군사력 건설은 평양정권이 대에 걸쳐 추진해 온 유훈사업으로서 김일성 3

주석이 창시자 겸 설계자 다 김일성 주석은 년대부터 핵관련 인력을 양. 1950

성하고 년대에 변과 박천에 핵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년대 동안 북1960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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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모든 부처들에게 핵개발 재정지원 최우선을 지시할 만큼 핵무기 개발을 ‘ ’

우선시했다.1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대가 펼쳐놓은 핵개발 사업의  집행자로

서 방대한 핵개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김정은 제 비서는 선대들이 구축한 인, 1

프라 위에서 핵군사력 건설을 지속하는 집행자 겸 건설된 핵군사력을 운용하는 

운용자로서 년 개정헌법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핵보검을 틀어2012 ‘ ’ “

쥐고 나가겠다 는 결의를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 ” ㆍ ㆍ

종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각종 투3, 4

발수단들을 시험 발사해 왔다 현재대로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는 경우 년 후. 10

면 북한은 제 세대 원폭 세대 증폭분열탄 제 세대 수폭 등 다종의 핵무기1 , 1.5 , 2

를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을 포함한 각종 장50 (SLBM)

단거리 핵투발수단을 보유한 중견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온 주된 이유는 핵무기가 발휘하는 다양한 효

용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군사력은 대내적으로 백두혈통 도체제. 

의 정통성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선전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후광효과(halo ㆍ

를 발휘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체제 간섭을 불effect) , 

식시키고 대등한 협상 위상을 가지게 해주는 수세적 외교적 수단으로서 동등ㆍ

화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equalizing effect) . 

제적 열세와 재래군사력의 질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게 해주

는 군사적 공세적 심리적 수단으로서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ㆍ ㆍ

를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핵무기는 미국 여론을 움직여서 effect) . ,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는 효과

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decoupling effect) . 

대륙간탄도탄과 괌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하발, 

사탄도탄 을 개발하는 것은 핵무기가 가지는 동등화 효과와 동맹이완 (SLBM)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은 김정은 정권. 

으로 하여금 핵군사력 건설에 집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 이 되고 있( )動因

다 핵보유 북한의 핵전략 및 핵도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배. 

제한 채 재래군사력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여 대처하는 한국으로서는 과거 

정부들의 안일한 대응자세에서 탈피하여 북핵이 가지는 대남 공세적 군사적 ㆍ

효과에 유의하고 김정은 정권이 발전시키고 있을 대남 핵전략 및 핵도발 시나

12) 고 환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핵개발 전략 년 월 일 한미안보연구회 정책토론회 증언 , , 2016 1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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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들을 예견 대비함으로써 시시각각 취약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ㆍ ‘ ’

의 핵안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대남 군사전략의 골격을 계승 유지- ㆍ

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핵보유를 따라 새로운 전략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남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채택한 대 군사노선은. 4 13)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통해 견지해온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 , , 

전 비정규전 배합 전략 등의 대 대남 군사전략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3

이버전 전략 전자전 전략 테러 전략 제 세대 전쟁, , , 4 14) 전략 등을 추가하면서  

사이버 도발 교란 도발 등을 통해 이를 시험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 GPS . , 

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총정치국의 위상을 강화시켜 군사정책을 총괄하도

록 하면서 다병종의 강군화를 대 전략적 노선의 하나로 채택했는데4 ,‘ ’ ‘ ’ 15) 이 

는 육해군과 항공 반항공군 및 전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 ㆍ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각종 핵전략을 발전시키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6) 북한은 한미군의 미사일방어를 회피 돌파하는 역 ㆍ

량을 키우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를 증강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SLBM 

고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등 대륙간탄도탄을 실전 배치하, KN-0-8, KN-14 

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연거푸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수단 미사일 . 

시험 발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17)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18) 핵군사 

13) 김일성 정권은 년 월 일 노동당 제 기 차 전원회의에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1962 12 10 4 5 , ,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대 군사노선을 선포했음, 4 .

14) 제 세대 전쟁이란 물리적 파괴보다는 적 내부의 정치사회적 문화적 붕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4 ㆍ

전쟁으로 전투행위자 전선 평화 전쟁 구분 등이 모호하고 국가는 물론 비국가 행위자도 , ( ), -戰線

중요한 전쟁 행위자가 되며 전장 분산 분권적 병참 동시다발 소규모 전투 등의 행태로 나, ( ) , , 戰場

타남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배합전 전략과 테러 전략에 더하여 본격적으로 제 세대 전쟁 전략을 . 4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5) 김정은 정권이 선언한 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그 4 , , 

리고 다병종의 강군화임 대 과업은 사상무장 인적 요소 강화 과학기술 발전 무기성능 개선. 3 ( ), ( ), 

그리고 실질적 훈련 운용능력 강화 임( ) .

16) 김태우 북한의 핵전략과 핵도발 시나리오 북한연구소 발행 북한 년 월호 참조 필자가  , , 2016 5 . “ ”   

실행한 관련 연구로는 김태우 외 북핵위협 대응 한국의 군사 안보전략 한국국방연구원 , 2007 ㆍ  

년도 연구과제 김태우 김열수 신성택 북한의 핵위협 분석 및 정부의 대응방안 연구 국가비상; ,   

기획위원회 년도 연구과제 등 참조2007 .

17)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의 미사일로 구소련의 을 개량한 것임 북한 3~4,000km SS-N-6(SLBM) . 

은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고 년 기를 실전배치했으나 년 월 일의 한 차례와 2007 4~50 , 2016 4 15 4

월 일의 두 차례 실패로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음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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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원 운 하는 조직체계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핵군사. ㆍ

력을 운용하는 전략군에게는 육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과 같은 반열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당중앙군사위에게는 핵운용 정책을 국방위원회 산하 제 경제위원, , 2

회는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그리고 내각의 원자력공업부 및 산하 연구

기관들은 핵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담당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전략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핵전략

과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대별된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핵전략으로. 

는 불확실 전략 과 핵공갈 전략 이 (strategy of ambiguity) (nuclear blackmail)

있을 수 있다 불확실 전략이란 핵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핵보. 

유의 공개가 초래할 국제제재를 피하면서 상대국에 대해서는 심리적 억제 효

과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이미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경우 이스라엘식 불확실 전략의 단계를 4

넘어선 상태이다 핵공갈 전략이란 핵보유를 과시한 상태에서 핵무기를 심리. 

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여 구두나 선언 또는 고의적 정보유출을 통해 정치ㆍ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북한이 그동안 빈번하게 청와대 타. ‘

격 서울 잿더미 등을 협박해 왔고 핵보유를 배경삼아 남북관계의 주도를 꾀, ’ ‘ ’

하고 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대담한 국지도발을 범해 왔다는 점에서2010 - , 

북한이 이미 대남 핵공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을 수 있는 핵사용 전략으로는 과시적 핵사용(demonstrative 

전략 전술적 핵사용 전략 전략적 핵사용nuclear use) , (tactical nuclear use) ,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전시적 핵사용이란 핵폭발 위(strategic nuclear use) . 

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임박한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조기종전을 

압박하되 살상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핵무기 사용을 말한다 전술적 핵사용. 

이란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승리를 위해 상대국의 군사목표들을 타격

하는 핵사용 전략 을 의미한다 전략적 핵사용이란 상(counter-force strategy) . 

대국의 대도시 도는 국가기능에 대한 핵사용 전략(counter-city strategy, 

으로서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을 통해 상대국의 국가counter-value strategy)

18) 북한이 년을 통해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극성 호 는 역시 구소련의  2015~2016 SLBM( -1 )‘ ’

를 개령한 것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평가됨 년 월 일 발사한 은 수SS-N-6 . 2016 4 23 SLBM

면에서 이탈하여 비행 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년 월에 공개한 시험 30km , 2015 5

발사 장면에 비해서는 진전된 모습임 년 장면은 만을 보여주었으며 발사체. 2015 cold launching

가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 위로 올라왔으나 금년 월에는 수직으로 수면을 통과하여 재점화되는 , 4

모습을 보여주었음 즉 일단 과 에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 cold launching hot launc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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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전쟁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핵무기는 상. 

대국의 대도시 산업기반 배후시설 등을 겨냥하게 되는데 북한이 체제생존의 , , , 

갈림길에서 고려할 최후의 선택일 것이다.

북한은 교전의 초기에서 확전을 막고 신속한 전쟁 종식을 원할 때 산간지대 

또는 바다에 투하하는 전시적 핵사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미군의 한반도 , 

전개를 차단하는 효과 노리는 전시적 핵사용도 고려할 수 (decoupling effect) 

있을 것이다 전술적 핵사용은 교전 중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남한 내의 한미. 

군의 군사기지 군항 군부대 집지역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최대 미군기, , , 

지가 될 평택 오산 지역은 전술적 핵사용을 위한 우선적 목표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은 미국 핵우산의 작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 핵사용은 .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정권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인구 집 지역인 수도권이나 산업 집지역인 울산을 대상으로 이판사판식 

핵사용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동안 핵보유국들이 생산한 핵무기가 십만 개가 넘고 지구상에는 현재에

도 만여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살상파괴용으로 사용된 것은 2 1945

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핵투하뿐이다 이는 사용자가 드러나는 방식의 실제 . 

핵사용 가능성은 희박함을 의미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 

한국의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평시에 북한이 핵 그림자 효과를 이용한 대남압박과 재래 도, ‘ ’

발에 집중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공갈을 통해 심. 

리적으로 한국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에서 갑 질을 시( )甲‘ ’

도하고 있으며 핵보유를 배경삼아 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대담한 , 2010 -

대남도발을 자행했다 핵그림자 효과는 한국 내 보혁갈등을 촉발하는 역할도 . 

해왔는데 한국의 정치권과 지식층은 이미 오랫동안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입, 

각한 진보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경계론에 입각한 보수적 시각이 충돌하는 남

남갈등 현상을 노정해왔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도 핵그림자 효과에 . 

의해 크게 저해받고 있다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생은 쌍방간 무. 

력충돌이 완전히 불식되어야 가능하지만 북핵은 북한 정권에게 끊임없이 도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 

해서는19)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핵보유 북한은 외부세계의 변화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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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그림자 효과란 북한이 실제. 

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핵무기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하여 미 핵우산은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또는 화생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격자가 드러, 

나지 않거나 공격자를 식별하기까지 시간 소요와 애로가 수반되는 테러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공격실체가 즉. , 

각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소형 핵무기 방사능살포무기 화, (dirty bomb), 

생무기 등을 터뜨리는 경우 한국이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판정하고 응징하는 , 

데에는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응징을 위한 명분과 타이밍을 상

실할 수 있다 화생무기의 경우 제조와 사용 그리고 반입이 용이한 저비용 . 

고효율 테러수단인데다 테러발생 시점과 효과발생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범인

을 색출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협소한 국토 높은 인구 도 수도. , , ㆍ

권의 인구집중 지상에 노출된 산업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전략목표들, , 

을 가진 테러 취약국이다.

셋째 한국은 북한 고의적 및 비고의적 핵사용 위협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 

수립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 제 비서 개인독재 체제의 안착을 위해 핵 . 1

고도화와 함께 공포정치를 통한 권력엘리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무자비한 숙. 

청과 처형을 동반하는 공포정치는 김정은 일인으로의 과도한 결정권 집중과 함

께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 . , 

제 비서 개인의 오판 즉흥성 모험성 불예측성 등이 고의적 핵사용을 초래할 1 , ,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권력내부의 정변 핵심계층의 이탈 적대. , , , 

계층의 반란 핵무기 분실 컴퓨터 오작동 기타 돌발사태, (broken arrow), , 

등으로 인한 비인가 핵발사 는 비고의적 (black swan) (unauthorized launch)

핵사용에 해당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극. 

복하기 위해 제 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으나 최2 , ‘ ’

근 엘리트층 탈북사태가 이어지는 것에서 보듯 핵심계층의 불안과 불만이 측적

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북한. 

의 고의적 핵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적극적 억제책을 수립해야 하ㆍ

며 비고의적 핵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기능, 

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protection) .20)

19) 헌법 제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 4 : , “

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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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를 한 공  필  2. 

년 월 일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장 조에 의거하여 채택한 결의 2016 3 2 7 41

호는 전문 개항 본문 개항 부속서 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결2270 12 , 52 , 5 . 

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입 대외교역 금융 및 재정 등 광(WMD) , , 

범위한 분야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 

캐치올 방식을 크게 강화했다 즉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Catch-all) . ,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 종전의 결의에 더하여 이들과 관련한 모든 기

술협력을 금지했으며 핵무기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 ㆍ ㆍ

물품의 목록도 확대했다.

대외교역과 관련해서도 호는 무기거래 금지 광물수출 금지 해상 및 2270 , , 

항공운송 통제 등 캐치올 방식을 강화한 전방위적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광물 .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은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 , , , , 

티타늄 희토류 등을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항공유와 사치품도 금수, .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소형무기 수출입도 금지했고 수리나 서. , 

비스 목적의 무기 운송은 물론 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거나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에 기여하는 모든 물품을 금수대상에 포함시켰다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 , 

경찰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관 및 자문관의 초청 파견도 금지했는데 유엔, ㆍ

회원국들이 이 결의를 준수한다면 북한은 해외에 파견한 군사교관들을 철수해

야 한다 금수대상 사치품도 종전 가지에서 가지로 확대되었다. 5 12 . 

호는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을 입출입하는 모든 2270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고 불법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 

착륙 및 공통과를 금지했으며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이 소유 운 하거나 , ㆍ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다 또한 북한의 원. , 

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척을 제재대상으로 특정했다 유엔회원국이 민생31 . 

이 아닌 목적으로 북한에 항공기 선박 승무원을 대여 제공하는 것도 금지ㆍ ㆍ ㆍ

하고 외국선박을 북한 국적선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했는데 이는 북한이 , 

제재를 기만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듯 결의 호는 종전의 결. 2270ㆍ

의가 불법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검색하도록 한 ‘ ’

20) 핵방호를 국가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만 개 이상의 핵대피소를 구축한 스위스와는 달리 한국의  30

경우 핵방호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며 현 정치여건상 핵방호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 

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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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확연하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및 재정에 대한 제재는 북. 

한 은행의 해외 사무소 폐지 신설 금지 송금활동 금지 등인데 중국이 결의가 , , , 

제대로 준수한다면 자국내의 수십 개의 북한 은행 사무소들을 폐쇄해야 하고, 

북한이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해 본국으로 달러나 위안화를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외교관이 외교특권을 악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외교행랑을 통. , 

해 벌크캐쉬를 반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제재대상 기관과 개인도 확대되었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들은 개 단. 20

체와 명 개인에 대해 제재하고 있었지만 이번 결의는 단체 개와 개인 12 , 12 16

명이 추가되어 총 개 단체와 명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개월 32 28 , 12

단위로 제재대상 단체 및 개인을 갱신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방과학원 원자력. , 

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노동당 군수공업무 호실 제 경제위원회 정찰총, , , 39 , 2 , 

국 등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정부기관들이 추가되었으며 청천강해, 

운 대동신용은행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등 자금조, , , , 

달에 관여해온 단체들도 포함되었다 제재대상이 된 단체와 개인들은 자산동. 

결 재원 이전 금지 비자발급 거부 입국금지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 , , , 

다 지금까지 은행이나 회사로 위장한 해외조직들이 노동당 호실의 지휘 아. 39

래 매년 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 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자금을 조달해 왔10

지만 결의가 준수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어렵게 된다, .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주요국의 독자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년 . 2016

월 일 대북제재법 을 제정하고 월 일에는 시행을 위한 행정명2 18 (H.R.757) 3 16

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운수 광업 에너지 분야 광물 거래 인권 . , , , ㆍ ㆍ

침해 해외 노동자 송출 사이버 안보 저해 검열 등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 , , 

제재를 받게 되었고 북한의 은행 무역회사 등과 개 선박회사도 제재 대상, , 11

으로 지정되었다 미국은 조선노동당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북한을 돈. , ‘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일본은 년 월 일 인적 . 2016 2 10’

왕래 자금 이동 선박 입항 등을 금지 규제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 , ㆍ

고 유럽연합 은 월 일 자체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명과 개 기관을 , (EU) 3 4 16 12

추가했으며 호주도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월 일 안보리가 3 2 결의 호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으며2270 , 월 4

일에는 상무부 발표를 통해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을 포함한 5

대 광물의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도 월 일 이전 미중7 . 3 2

이 합의한 호 초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일부 내용을 완화했으나2279 ,21) 2270



22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호 채택 이후에는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상태이다 필리핀은 월 일 안보리 . 3 5‘ ’

결의에 의거하여 자국에 입항한 북한선박 진텅호를 몰수했으며 월 일 멕시, 4 19

코도 년 동안 억류하고 있던 톤급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몰수하는 조2 6,700

치를 취했다. 

한국은 년 월 일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리시설 2016 3 8 , , , 

이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북한의 개의 단체34

와 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북한에 입항한 외국 선박43 . , 

에 대해서는 일 이내 한국 입항을 금지했고 제 국 우회 수출입을 포함한 대180 , 3

북 교역을 금지했으며 재외 한국 국민에게는 북한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여 , 130

개의 식당을 이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렇듯 안보리 제재에 더하여 세계의 주요국들이 공조 하에 강력하고 일관

된 대북제재를 시행한다면 북한정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 분명하며 여, 

기에는 경제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22) 북한은 지금까지 광물수출 해외 인 , 

력송출 관광 해외 식당 운  등을 통해 매년 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 , 40~50

이고 있고 무연탄은 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최대 외화벌이 품목이며10 , 

호가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이 중 약 억 달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2270 20

다 그럼에도 아직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 . 

고 광범위한 제재라고는 하지만 결의 호에는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2270

고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실한 제재 이행을 확신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우선 호는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핵 미사일 개발과 무, 2270 ‘ ㆍ

관한 민생용 수출은 제외했고 항공유를 제외한 석유 수입은 금지하지 않았으, ’

며 역시 북한의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해외 인력송출도 금지하지 않았다 이런 , . 

상황에서 호가 효과적인 대북제재가 되기 위한 주요 관건으로는 중국 및 2270

21) 유엔안보리는 월 일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중국과 러 2 25 , 

시아의 반대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등을 결의에 포함시키지 못했으

며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연기시켰음, . 

러시아의 주장에 의해 대북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 부분에 민항기에 대하 해외급유 허용이라는 ‘ ’

예외를 둠으로써 북러 간 항공로가 유지되도록 했고 북한 러시아 간 광물 수출을 담당하는 조선, -

광업무역회사 의 모스크바 주재 간부를 제재대상에서 삭제되었으며 나진항을 통한 러시(KOMID) , 

아의 석탄 수출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2) 예를 들어 북한경제연구부 이석 박사는 유엔의 포괄적 동태적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의 경, KDI ㆍ

제는 붕괴할 것으로 전망함 이석 북핵 유엔제재 효과 있을 것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연소식. , - , , “ ”    

년 월 일No. 85*(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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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성실한 대북제재 이행 주요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 년 대통령 , , 2016

선거 결과와 무관한 미국의 일관된 대북제재 의지와 역량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수출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하지만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결

정하는 것은 중국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광물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북한의 광물을 수입함에 있어 . 

중국 정부 또는 기업이 거래하는 상대방은 평양정부 북한 내 돈주 민간인 , , ‘ ’

등으로 다양하다 북한은 매년 약 만 톤의 석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으면. 50

서 소량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해 왔는데 평양정권의 버팀목이 되어 온 석유 수, 

입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중국이 이런 맹점을 활용하여 석유공급을 지속한다. 

면 북한 정권에 대한 돈줄 죄기 효과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 ‘ ’

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의 동북 성은 중국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가진 낙후지역이기 때3

문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불복하여 북한과의 거래를 지속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다양한 수입선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들을 확. 

실하게 통제할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금융제재. 

에도 허점이 있다 북한이 호를 우회 기만하기 위해 불법계좌 설치 위. 2270 , ㆍ

장 거래 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북한 은행들의 해외지사는 대부분 중국에 있, 

기 때문에 금융제재의 효과도 상당부분 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북한. , 

이 유엔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위장 사무소를 운용할 경

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사

실은 강력한 돈줄 죄기의 필요성을 강변하기에 충분하다. ‘ ’ 북한은 우라늄 광물

자원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 핵실험장 등 핵무기 제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 , 

한 상태이며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인건비 토지보상비 건설비 등의 개념이 , , ,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 상용거래를 통해 . 

많은 부품들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군은 년 월 일 발사 후 곧바로 바다. 2012 4 13

에 추락한 은하 호 로켓의 잔해를 수거했는데 통상거래에서 구입할 수 있는 3 , ‘ ’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온도계. , 

압력계 방사선 측정 장비 등 다수의 계측장비들도 고가품이 아닌데다 상거래를 ,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실험장 밖에 설치되는 장비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 ,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에 들어가는 한계비용(mar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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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저렴하며 이는 북한의 expense) ,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철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북핵의 최대 피

해당사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돈줄 죄‘

기에 외교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음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다. ’

 

 

신냉  도    3. 
  

안보리 결의 호 채택 이후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 대체로 국제사회에 2270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호의 . 2270

채택에 동의했고 월자 상무부 발표를 통해 독자적 제재에도 착수했으며 수, 4 , 

차례에 걸쳐 호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2270 . , ‘ ’

체인 제 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5 (CICA)

실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었다.23)

중국이 유엔 제재와 스스로 발표한 독자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북한 정

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지만,24) 문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현재의 강도 

대로 지속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부상 이래 안보리 결의 호 이전까지 중국은 북핵에 대해 2270

방관과 강압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 왔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 ‘ ’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과 경. ‘ ’ ‘

제적 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진보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 ㆍ ’

장과 함께 진보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나 베이징 상하이의 정책결정자들 간-

에는 여전히 보수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한중 수교 이후 급성장한 한중 경. 

제관계 역시 중국의 북핵 정책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진보적 인사일수록 , 

23) 년 월 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차 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 제 조는 유엔 안보리  2016 2 28 5 CICA 31 “

결의를 위배한 북한의 월 일 핵실험과 월 일 월 일 월 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1 6 2 7 , 4 15 , 4 25

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고 명시했음 이와는 별도로 시진핑 주석은 외교장관회의 축. CICA ”

사를 통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 이라“ ”

고 밝혔음 하지만 상호 자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 , , “ ” “ ”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확인했음. 

24)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년 북한의 총수출은 억 만 달러 약 조 천억 원 고 2014 33 4400 ( 3 9 ) , 

중국 상무부가 금수대상으로 발표한 대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출의 억 만 달7 44.9%(15 200

러 으며 이 광물의 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음 이는 중국이 금수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 , 97% . 

북한 총수출의 가 차단됨을 의미함 조선일보 년 월 일자 참조45% . 201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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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간 정치군사 동맹관계보다 한중간 경제협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북핵 정책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최대 변수는 신냉, 

전 구도하의 미중 군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팽창주의적 대외. 

기조에 근거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과 중국의 현상타파적 (A2/AD) ㆍ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전략이 충돌하는 (rebalancing strategy) 

중에 군사적 강대국 복귀를 원하는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에도 대결

적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다.25) 중일 간에는 해양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 

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미일동맹과 중러 전략적 제휴가 대치하는 구도가 부, 

상하고 있다 이런 구도하에서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 

조에 동참하면서도 뒤로는 대북 교역이나 석유 식량 제공을 계속하는 이중적 ㆍ

자세를 보여 왔다 특히 미중 군사관계가 협력적이면 중국은 북핵에 대해 좀 . 

더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국제제재에 협력하지만 미중 군사관계가 대결적

일 때에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북핵을 방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26)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일과 첨예한 무력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년 말부터 중국이 남중국, 2013

해에서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미중 군사대치는 더욱 첨예화되고 있

다.27) 이렇듯 신냉전 구도하의 악화된 미중 군사관계가 북한의 제 차 핵실험  4

직후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한국 내 사드 배(THAAD) 

치에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이

25)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이후 핵군사력 증강 북양함대 및 태평양함대 재건 등 군사적 초강대국 복 , 

귀를 위한 조치들과 함께 년부터 중국과 대규모 합동해군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2005

미일과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음 년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및 년 크리미아 . 2013 2014

반도 합병 이후 미러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음. 

26) 미중 군사관계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로 

는 박태홍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와 원인 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논, , 2016  

문 참조. 

27) 남중국해 만 는 세계 물류 및 에너지 운송을 위한 해상로이며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발전 (356 km )²

하기 위한 해양진출로임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 로 선언하고 년부터 . (core interest) 2013‘ ’

공세적 정책을 구사중임 중국은 년 월 미중 신형대국관계론을 발표했으며 월 동중국해 . 2013 6 , 11‘ ’

방공식별구역 선포 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개시 년 월 서사군도 석유탐사선 (ADIZ) , 12 , 2014 12

진입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는 미국과의 무력대치가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고찰은 이선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재 한국. , ,“ ”

해양전략연구소 손원일포럼 발제문 양정승 미 함의 남중국해 기동은 투키(2016.4.12) ; , Lassen“

디데스 함정의 전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 ?,” Strategy 21, 통권 제 호  38 Winter 2015, Vol. 

등 참조13, No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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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그렇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호 이행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 2270 , 

미중 군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여 북한정권의 생존을 도울 가능

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북핵 정책에 있어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주변적 변수에 지나, 

지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대중외교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한국은 동맹국 미. . 

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실기 하면서까지 중(TPP) ( )失機

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에 가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AIIB) , 

방 국가의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년 월 일 중국의 주년 전승기념일에 2015 9 3 70

참석하여 텐안먼 성루에서 전쟁에 개입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의 ( ) 6 25天安門 ㆍ

북진통일을 가로막았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과 . 

시진핑 주석 간에는 이미 여덟 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중관계는 역대 , ‘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때문에 북한의 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 4’

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준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실망감은 매

우 컸었다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통화 요청을 거부. 

했으며,29) 윤병세 외교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 

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왕 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 “

화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결일불가 로 대답( )缺一不可” ‘ ’

했다 이후 중국은 안보리 결의 호의 채택에 동참하고 제재 이행을 약속. 2270

했지만 향후에도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정권 생존 지원과 북핵 제, ‘ ’ ‘

재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목표를 견지할 가능성은 상존하’

며,30) 어떤 경우든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대북 제재에는 반대할  

28)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미 경고를 반복했음 예를 들어 년 월 일 왕이 부장은  . , 2016 2 12

독일 뮌헨 안보회의중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끝낸 후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명분으로 중국의 안“

보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경고함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 ” “

은 그 뜻이 유방에 있다 라는 은유로 미국에 경고했음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시진핑 주석 왕. , ”

리 외교부장 추쿼홍 주한 중국대사 등을 통해 경고를 반복했음 년 월 일 방한중이던 우, . 2016 3 3

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이 미국의 사드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스라엘제 방어무기를 “

가져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발언한 것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미국과의 게임으로 간주하고 ”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임. 

29)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원했으나 중국이 응하지 않 4

았으며 양 정상 간 통화는 월 일에 이루어졌음, 2 5 .

30) 년 월 일 회의 직후 베이징에서 개최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2016 4 29 CICA

러시아 외교장관은 양자간 회담을 끝낸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해“

야 한다 고 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및 혼란 불용 자회담 재개 촉구 남중국해 분쟁관련 공조, 6 , , ” ‘ ’ ‘ ’ ‘ ’

사드 의 한국 배치 반대 등의 공동 입장을 밝혔음 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대(THAAD) . ‘ ’

응을 신냉전 구도하에서의 대미 또는 대일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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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의 강도와 내용에 있어 서방국가들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이해관계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게 있어 북핵 은 죽고 사. , ‘

는 문제이고 미 일에게는 중요한 안보 도전 정도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게 , ’ ㆍ ‘ ’

있어서는 반대하지만 전략적 자산인 측면도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안보리 결. ‘ ’

의 호의 이행에 동의하면서도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2270 ‘ ’

강조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 것은 과거 자회담 의장국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핵6

대화 주도를 통해 외교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평화협정 협상을 주장하면, ‘ ’

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북중동맹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가간 그리고 그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견고하고 일관된 

제재 공조가 지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동시에 동북아 신냉전 구도하에서 . 

중 러 전략적 제휴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에도 북핵 ㆍ

제재에 있어 한 미 일 국과는 상이한 공동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3 . ㆍ ㆍ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과제가 만

만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년간 가동되어온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13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취한 고육지책 이었다( ) .苦肉之策 31) 개성공단 철 

수는 개의 진출기업은 물론 만 천명의 북한 근로자와 만 명의 가족들에124 5 5 20

게 있어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가치의 상실은 , 

더욱 컸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실험대이자 옥동자이며 남북관계의 숨구멍. ‘

이자 허파로서 위기 수위를 조절하는 감압 밸브로 인식되어 왔다 개성( ) . 減壓’ ‘ ’

공단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는 외화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평화 관리를 위한 ‘

비용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이것이 년 이래 유엔안보리가 개의 대북 제재. 2006 5’

결의를 통해 북한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중에도 개성공단이 면책 특권을 누릴 ‘ ’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이후 이런 명분보다는 북. , 4

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엄중해졌으며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 ‘

철수를 발표했을 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

있던 중이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러를 움직일 수 있는 마땅한 외교카드가 .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고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중에 개성공단의 달러가 , 

노동당 호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웠으며39 ,32) 국제사회를 향 

31) 김태우 개성공단 중단 제재 국론통일 뒷받침돼야 한국경제 년 월 일 참조 , , , 2016 2 11 . “ ”   

32) 호실은 통치자금을 획득 관리하는 부서로서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 경제위원회 등과 함께 북 39 , 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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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돈줄죄기 동참을 호소하면서 스스로는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억 달러1‘ ’

의 경화 를 북한에 제공하는 모순도 방치할 수 없었다( ) .硬貨 33) 요컨대 개성공단  , 

철수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견인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면서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 골단(肉‘ ’

의 결기를 보여준 한국 정부의 특단의 외교조치 다) .斬骨斷

사  억 수단  핵우산  한계  핵그림  효과4. 

핵우산 이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nuclear umbrella) “

으로 응징한다 는 약속을 말한다 보복 수단에 다양한 재래 군사력도 포함된다. ”

는 의미의 확대억제 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extended deterrence)‘ ’

이다 핵우산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는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 

점이다 년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 1960 “

생시킬 수 있는가 를 물으면서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첫 핵실험을 단행했었”

다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이후 . 4 미국은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모B-52 , , F-22 

랩터 전투기 등 전략자산들을 한국에 전개시키고 월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로 3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건강성과 대- (KRFE) . 

한 방위공약 그리고 핵우산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조치들이었지만 한( ) , 對韓

국사회에서 전례없이 강력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핵무장론은 정치인 전문가 예비역 군인 전직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 , , 

확산되어 국민의 과반수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34) 핵무기비 

확산조약 이 금지하지 않는 농축과 재처리마저 불허하는 미국의 반확산정(NPT)

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부서이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의 대부분을 받아 관, ㆍ

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3) 년 이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화는 억 천만 달러 억 원 에 달하며 2004 5 6 (6,160 ) , 

년 동안 억 천만 달러 억 원 이 유입되었음2015 1 2 (1,320 ) .

34) 년 월 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응답자의 가 찬 2016 1 15 54%

성하고 가 반대했는데 제 차 핵실험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38% , 3 10% 

임 정치권에서는 정몽준 원유철 노철래 등의 전현직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으며 원. , , , 

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년 월 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비가 올 때마다 2015 2 15 “

옆집의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는 표현으로 미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

면 한국도 포기하는 조건하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음 이외에도 핵무장을 주장하는 인사 중. 

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등이 있음 정성장( ), ( ) . , 

대통령 결심하면 개월 내 핵무장 가능 신동아 년 월호 참조18 , , 2016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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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불만도 재점화되었다.35)

물론 현재로서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의 전문가, , 

들에게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검토서 은 년 부, 2010 (NPR) 2002

시 행정부의 이 삭제했던 핵 선제사용 포기 정책을 부활시켰으며NPR (NFU) , ‘ ’

동맹국에 대한 핵 및 화생무기 공격시 핵보복을 가한다 는 표현을 삭제하고 “ ”

대신 전진 배치된 미군 안보 공약 미사일방어 등 비핵요인들, , (non-nuclear ‘

을 확대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elements)’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문제는 발표 직전에 오. NPR 

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과 북한은 정책의 대NFU 

상이 아니라고 설명함으로써 외교적으로는 봉합되었으나 적어도 의 표현, NPR

에 있어 핵우산은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년 월 일 시리아 정부군은 . , 2013 8 21

반군에 대해 사린가스를 사용하여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러1,300

시아의 중재를 받아들여 무력응징을 포기했고,36) 년 러시아가 우크라이 2014

나의 크리미아반도를 합병한 것도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사건이었

다 년 우크라이나 독립시 우크라이나에는 개에 달하는 구소련의 핵. 1991 2,000

탄두가 등의 대륙간탄도탄 순항미사일 폭격기 등 다SS-19, SS-24 (ICBM), , 

양한 투발수단과 함께 남아 있었지만 미국의 경제원조와 안정보장 약속을 대, 

가로 전량 폐기하거나 러시아로 반환했었다.37) 한국의 전문가들로서는 북핵  

위협의 가중과 함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

며 미국이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여론, 

의 향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핵우산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양 체제간 적대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미국 핵우산, 

의 신뢰성이 확실하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 이후 작. 

35) 김태우 앞에 발가벗고 서 있으라는 건가 년 월 일 조선일보 특별기고 도발  , , 2016 2 1 ; 北核 北“ ”   “

앞에 벌거벗은 대한민국 년 월 일 서울경제신문 시론 등 참조, 2016 2 11 .”   

36)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만류에 따라 무력응징을 포기했으며 양국 간 협상 끝에 년 월  , 2013 9

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조약 가입 및 화학무기의 점진적 폐기를 골자로 하는 시리아 14 (CWC) ‘

로드맵에 합의했음.’

37) 년 독립시 우크라이나에는 기에 달하는 구소련의 핵무기들이 남아 있었음 졸지에 제 1991 2000 . 3

위의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에서는 핵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이 부상했으나 핵,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법을 제정하여 우크라이나를 설득했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Lunn-Lugar . 

는 년 미 러 우크라이나 자 합의 와 미국의 안보공약 및 경제지1994 3 (Trilateral Agreement)ㆍ ㆍ ‘ ’

원 약속에 의거하여 전량 폐기되거나 러시아로 반환되었음 그러나 미국은 년 러시아가 우. 2014

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고 크리미아반도를 합병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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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는 것이어서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무기가 발생하는 핵그림자 효과‘

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술한 바와 같(nuclear shadow effect) . ’

이 북한은 현재에도 핵위협 을 앞세우고 남북관계를 주도, (nuclear blackmail)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을 때, -

에 한국이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도 북한의 핵보유와 접한 관계가 있으

며 핵그림자 효과는 한국에게 있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저해하는 최대의 , 

장애물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의 최대 목적은 남북상생이며 자유민주주의 통. , 

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 

자신들이 마음대로 도발을 할 수 있고 한국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개방을 거

부할 수 있다고 믿는 한 항구적 상생구도의 정착이나 북한의 자발적 변화 수, 

용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과 무관하게 한국이 스스로 . 

감당해야 할 안보과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핵그림자 효과가 야기하는 각종 부, 

작용들을 방치하면서 대북 대화와 포용만을 요구하거나 군사적 억제를 강조하

는 전문가들을 전쟁론자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거나 ‘ ’ 종북

친북 적 의도를 감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대화와 설득은 언제( ) ( ) . 從北 親北ㆍ

나 필요한 것이지만 북핵 위협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는 보다 강압적인 방법과 , 

함께 활용되어야 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한  억 략. Ⅲ
 

 

비용 고효  핵억  략1. 

비핵국인 한국이 핵보유국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해야 하는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매우 독특하다 과거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이 상호간 핵전쟁. 

을 억제하기 위해 구사한 대 핵전략은 상호확실파괴 전략과 핵전투2 (MAD) 

전략이었지만 일방만이 핵보유국인 남북한 대치 상황(Nuclear Warfighting) , 

에서 이 전략들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물론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의 핵. , 

우산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재래수단만으로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 

상황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 , 

독자 차원에서 보유한 재래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핵 치  한  억 략( ) 先核 태우 /   31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동맹차원에서 미 핵우산이 제공하는 대리‘ ’

응징 능력에 의거한 대량보복 및 핵전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독자적인 재래전력을 주력 수단으로 하고 동맹국과의 연합전력을 보조 수, 

단으로 하는 대북억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말해 독자적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제, 

(preemption), 방어 방호 응징 등 네 분(defense), (protection), (retaliation) 

야에서의 군사적 대응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 중에서 예산상의 한계 소요 시. , 

간 정치권이 판단하는 예산 배분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할 때 핵투하 이후 피해, 

를 최소화하고 국가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방호체계는 추후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선제 방어 그리고 . , , 

응징이라는 세 분야로 압축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국방부가 주력하는 것은 방, 

어와 선제이다 국방부는 선제를 위해 킬체인 을 그리고 방어를 . (kill-chain)‘ ’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를 그리고 구축중인데 년 중반까지 (KAMD) , 2020‘ ’

조 원을 투입하여 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집행 중이다 그럼에도 킬17 . ,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킬체인은 상대국이 공격 징후시 선제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직접적이

고 강력한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정치적 타당성에 있, ㆍ

어 분명한 한계성을 가진다 킬체인의 기본개념은 핵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이. 

를 시한성 긴급표적 으로 설정하여 순식간에 탐지 식(time sensitive target) -‘ ’

별 결심 타격의 순으로 위협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 - . 

기 위해서는 고도의 센서체계 타격명령 전달을 위한 지휘 통제 통신(ISR), ㆍ ㆍ

컴퓨터 체계 그리고 선제타격을 위한 정 타격 무기체계 와 타격(C4) (PGM)ㆍ

전략을 완비해야 하지만 이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목적 인공위성 금강 및 백두 정찰기 등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북, 

한군의 이동발사대 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을 탐지 추적하기는 (TEL) (SLBM) ㆍ

무리이며 정 타격 수단도 불충분하다 또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킬체인 . ,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남는다 킬체인을 통. 

한 선제공격이 정당성을 인정박기 위해서는 선제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한, 

국은 전쟁도발국으로 매도될 수 있고 북한에게 확전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군통수권자 또는 통수권자로부터 군령권을 위임받은 지

휘관이 선제공격을 명령하기가 쉽지 않다 정리하면 킬체인은 최첨단 고정. , ㆍ



32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자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재

원투여가 필요한데다 상대국 토 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공격자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간

접적 소극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다 기술적 타당성에도 한계성을 가진다 미. ㆍ

사일방어란 적국의 미사일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파

괴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적 미사일이 발사단계. (boost 

비행단계 종말단계 등을 거쳐 날아phase), (flight phase), (terminal phase) 

오는 동안 중복적으로 요격을 시도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38) 어떤 경우에도  

이론적 실질적으로 완벽한 요격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국이 추진해 온 . , ㆍ

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에 국한된 것으로 유효고도 이하의 미국제 KAMD 20km 

나 국산 PAC-2 철매-2(KM-SAM) 미사일로 단 한번 요격을 시도하는 체계이 

다 하지만 북한이 제 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종말단계 고고도 요격미. , 3, 4

사일인 사드 나 를 도입하여 중첩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THAAD) SM-3

군 내부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사. 

일방어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완전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북한100% , 

이 을 실전 배치하는 경우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는 사실상 무SLBM

력화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사드나 가 배치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 SM-3

다 요컨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동맹의 . ,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배치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서 북핵을 막아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에는 고비용 저효율성이라는 공통적인 ‘ ’

약점이 있다 킬체인과 미사일방어는 고가 의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요구. ( )高價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예산수요에 있어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면, 

서도 완벽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도 공격능력의 개발과 방어. 

능력의 개발은 상호간 악순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어능력은 새로운 공격

능력의 개발을 부추긴다 즉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방어능력이 개발되면 . , ‘ ’

상대편은 어떠한 방어도 돌파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개발하게 되어 상호소모, ‘ ’

38)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각국의 미사일방어 실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 , , “ ʻ ʼ

위협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군사논단 제 호 년 봄호 일/ : , 73 (2013 ); ” “

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국가전략 제 권 호 년 , , 19 4 (2013”   

겨울 등 참조), pp.10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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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러시아가 .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보레이급 핵잠수

함을 건조하여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39)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증강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방어와 선제가 북핵 억제전략으로서의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응, 

징을 위주로 하는 억제전략은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제효과를 높이는 선

택이 될 수 있다 응징은 기발생한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당성을 증명.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공격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억제력, 

도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또한 맞대응식 응징은 선제나 방어가 요구하는 만큼. 

의 고첨단 장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

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조잡한 무인기를 서울상공에 침투시켜 한국의 안보. ,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 방어를 통해 재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 

여 저고도 레이더와 경공격기 전투헬기 등을 배치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부, , 

류의 무인기를 주석궁 상공에 침투시키는 맞대응을 택한다면 저비용 고효율 -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어를 통해 천안함 폭침 도발의 재발을 억제하고. 

자 한다면 최신 소나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수상함과 해상초계기 전력이 요구

되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응징을 택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적은 비용, 

으로도 가능하다 선제 방어 방호 응징 등 각 억제전략이 가지는 특징을 정. , , , 

리하면 아래와 같다.

39) 푸틴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건조 중인 톤급 핵추진전략잠수함24,000

총 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현재 번함까지 건조되었음 이 잠수함 한 척에 최대 기까지 (SSBN). 8 3 . 20

탑재 가능한 불라바는 사정거리 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탄 임10,000km (ICBM) .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억제효과 적극적 소극적 매우 소극적 적극적

요구되는기술수준

기술적 타당성( )

매우 높음

낮음( )

높음

낮음( )

낮음

높음( )

낮음

높음( )

재정부담

재정적 타당성( )

매우 높음

낮음( )

높음

낮음( )

매우 높음

매우 낮음( )

낮음

높음( )

정당성 입증

정치적 타당성( )

매우 어려움

낮음( )

용이함

매우 높음( )

용이함

높음( )

용이함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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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가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 .)

같은 원리에서 한국이 독자 차원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통한 서울 불바다, ‘ ’

위협을 상쇄하고자 한다면 보유한 각종 재래전력으로 평양정부가 중시하는 전, 

략목표들을 볼모로 삼는 것이 가장 저렴한 억제가 된다 이런 목적의 무기체계. 

들은 킬체인이나 미사일방어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 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대응적 핵보유를 택할 수 없는 한국이 북한의 다양한 핵능력을 상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래전력을 활용하여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ㆍ

를 확보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며 미소 냉전 동안 상호확실파, 

괴 전략이 핵전쟁을 억제한 일등 공신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MAD) 

받침한다 상호확실파괴 전략은 상대국의 핵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하더라도 반. 

드시 핵보복을 가한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다시 말해 상호간 취약, , 

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일방도 핵전쟁을 유발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

이었다 미. 소 양국은 보복응징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지상과 공중 그

리고 바다에 배치하는 핵 축 체제 를 운용했다3 (nuclear triad) . 

그렇다면 한국에게 있어서도 보복응징용 재래전력을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과 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형 축 체제3 (Korean ‘ Conventional Triad)’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에 비해 저비용 고, 

효율 억제전략이 될 것이다 응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억제전략과 관련해서. 

는 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국형 축 2010 3‘ ’ ‘

체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방개혁의 목표도 가용한 재래군사력을 , ’

저비용 고효율 억제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

다.40) 억제는 인식 에 달려 있다 라는 고전적 진리는 지금 (how to perceive)“ ”

40) 년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능동적 억제전략 및 한국형 축 체제 건의와 함께 동원예비군 개 2010 3‘ ’ ‘ ’

혁 육군 특수부대 증강 미사일사령부 증강 해병사단 신설 전략잠수함 조기건조 등을 함께 건, , , , 

의했음.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종합평가

강력한 억제

력을 발휘하

나 제반 타당

성은 낮음.

정치적 타당

성은 높으나

기술적 재정ㆍ

적 타당성이 낮

고 억제효과

도 제한적

기술적 정치ㆍ

적 타당성은 높

으나 재정적 , 

타당성 희박

하고 억제효

과 제한적

제반 타당성

이 우수하고 

억제효과도 

강력하나 확, 

전 위험성을 

수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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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효하다 한국군은 한국형 축 체제 구축을 통해 재래군사력으로도 북한에. 3

게 침략과 도발은 확실한 응징을 초래할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그럼에도 단점이 있다는 이유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킬체인에 사용될 군사자산들은 방어는 물론 응징을 .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선제 실패시 방어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킬체인, 

과 미사일방어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가진다 또. 

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를 위해 확보하는 장비와 기술은 한국군이 궁극적으, 

로 추구해야 할 군사력의 첨단화 과학화에도 부합한다 한국이 킬체인과 미. ㆍ

사일방어를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위협할 때 또는 발사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동안 한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

는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한. 

국군으로서는 어느 한 분야의 억제력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저비용 고효율 ‘

억제효과를 기준으로 응징과 선제 그리고 방어 간 최적의 배합(optimal mix)’ ‘ ’

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방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제 방. , 

어 방호 응징 등 네 분야 간의 최적 배합을 찾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저비, , , 

용 고효율을 담보하는 최적 배합 억제전략은 응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될 ‘ ’

것이며 이는 국방재원을 집중적으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에 쏟아붓고 있는 , 

현재의 억제력 구축방향에 재고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再考 41) 

41) 필자는 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구조개선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응징보복을 위 2010

주로 하는 대북 억제전략을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능동적 억제전략 또는 적극적 억제 전략 과 이, ( )‘ ’

를 뒷받침하는 한국형 축체제 구축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발표 및 기고를 통3 , ‘ ’

해 동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김태우 능동적 억제전략하 축체제 구축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 , 3 ,“ ”  

보고 김태우 북한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년 월 일 안보전략연구소 세2010.12.6.; , , 2013 9 26 “ ”

미나 발표문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소 한; , 2013.3.22. “ ” ㆍ

국해양전략연구소 해병대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능동적 억제전략과 해군의 역(KIMS) . ㆍ “

할 년 월 일 제 주년 해군창설 기념 세미나 발표문 북한 핵미사일과 자주적 억제수, 2010 11 18 65 ;  ” “

단 북한 년 월호 통일 대전략과 한국군의 역할 합동참모대학 학술세미나 한반도 통, 2013 10 ; ,”   “ ”  

일환경과 우리의 통일대비 전략 발표문 군사적 응징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2014.3.14) ; ,  “

다 동아일보 시론 북핵억제를 위한 연합대비 태세 강화 년 월 일 여의도연2010.5.22. ; , 2015 2 5” “ ”

구원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공동주최 국방정책 발전 세미나 발표문 북핵대응 한국형/ ; , KAMD(“

미사일방어 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년 월 일 시론 한국의 북핵 억제전) , 2015 1 30 ; ” “

략 사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미래한국 년 월호 응징 방어 그리고 : (THAAD), , 2015 5 ; , ”   “

선제 년 월 : Deterring the North Korean Bomb: Retaliation, Defense & Preemption, 2015 8”

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헤리티지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공동선언 주년 발표문28 - 9 19 10 ;  ㆍ  

사드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년 월 일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THAAD) , 2015 6 17 (JPI) “ ”

발제문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전단계 군사적 억제가 핵심 중앙선데이 ; - - - , 2016.1.10 “‘ ’ ”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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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에 어  2. 

포괄적으로 말해 김정은 정권의 핵위협을 대응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선, ㆍ

택은 대화와 제재 그리고 군사억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평양정권이 핵포기. 

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제재와 군사적 억제에 집중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대화를 ,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 

대북제재와 한국 및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확고한 군사적 억제는 북한으로 하

여금 비핵화를 목적으로는 대화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회담이 열린 년 동안의 북한이 펼친 이중전6 2008~2008

략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특유. , ‘ ’

의 협상전술을 앞세우고 협상을 하는 중에도 핵폭발 장치를 만들고 핵실험장

을 건설하는 일을 지속했으며 결국 년 성명과 년 합의에, 2005 9 19 2007 2 13ㆍ ㆍ

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거나 늦추는 6

데 기여하지 못했다.42) 대화는 중요한 것이며 북핵 문제의 해결도 언제가는  ,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그대로 가, 

진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북핵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희석시키고 국제제재‘ ’

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무익 을 넘어 유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 ) ( ) . , 無益 有害

상황에서의 북핵 제재의 목적은 진정한 대화를 강압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

떤 방식과 속도로든 북한정권의 변환이 불가피하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정권의 변환을 위한 대미 및 대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고 믿고 있다.43)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

에 한국에게 있어 고난도 대중 외교는 최대의 난제 이다 관건은 안보리 ( ) . 難題

결의 호와 중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의 독자제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2270

양정권으로 하여금 존폐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고난도 대중 외교, 

를 펼쳐나감에 있어서는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자회담 평가에 대한 필자의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태우 북핵 자회담 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6 , 6“

선택 박창권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 전략과 정책 한국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 광, : 2009 , ”   “

명성 호의 후폭풍과 자회담의 미래 성우회 발행 자유 년 월호 등 참조2 6 , , 2009 5 .”   

43) 예를 들어 김성한 과 정권 변환 대화 진행할 때다 신아연소식 년 월 일 , , , , No. 84 (2016 3 21 ).中 北“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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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년부터 년까지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다섯 2006 2013

개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면서도 적극적 제제와 소극적 방관적 제제 사이ㆍ

에서 기복을 보여 왔으며 뒤로는 대북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석유와 식량을 제, 

공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는 중국이 추구. 

하는 한반도 정책의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 목2‘ ’ ‘ ’

표를 표방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는 북한 정권의 생존, 

을 전제로 한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들에 우선순위를 매. 

긴다면 북한에서의 친중 동맹 정권의 생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 , , ㆍ

핵무장 반대 및 미국의 핵 향력 배제 북한의 비핵화 등의 순이 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단시간에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중국은 향후에도 북한정권 생존 지원과 북핵 제재라는 두 개의 . ‘ ’ ‘ ’

목표 사이에서 이중적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이 서운해한, 

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성장 및 국제위상 . , 

강화와 함께 중국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경제 외교적 ‘ ’ ‘ ㆍ

부담으로 보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은 미래의 대중 외교에 대해 ’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가 없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 호가 채택된 만큼 주한미군의 사드, 2270

배치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드의 배(THAAD) . 

치 자체는 동맹협력의 틀내에서 한국의 안보주권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이로 인한 북한의 , 

핵포기가 최우선적 안보국익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탈

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 . , 

실무협의는 지속하되 최종 결정과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건을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 

확인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사드 . 

배치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한 보복조치들을 우려하는 지적들을 유념( ) 對韓

할 필요가 있으며,44) 더욱이 호가 채택된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고  2270

44) 예를 들어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중국이 국가자존심을 걸고 사드 배체에 반대했던 만큼 배치시  , 

중국이 한국기업 진출 거부 등 경제 제재 한국 드라마 금지 등 사회문화적 제재 방공식별구역, , 

이나 해상경계와 관련한 위협이나 북중 국경제대 사드 공격무기 배치 등의 군사적 보복 북한에 , 

대한 경제지원 강화를 통한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함 북한의 . “

최근 핵 미사일 실험과 한국의 외교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년 월 일 한미안보연구회 정: ,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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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안보국익이라는 점을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핵외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부상과 . 

함께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지

만 러시아는 양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핵강국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북한이 노동자 송출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호의 채택과정에서 러시아가 마지막 검토를 채택. 2270 ‘ ’

일자를 지연시키고 제재안의 내용을 수정했던 사실을 기억하여 대러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군사적 억제는 대화 또는 제재의 성과 유무와 무관하게 완비하고 있어야 하

는 국가적 과제인데 이는 대화나 제재가 북핵을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설, 

령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그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억제를 위해서는 독자 및 동맹 차원. 

에서의 군사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독자 차원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전략 구. 

사를 확인한 후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전략과 핵도발 시나리오들을 

추정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며 이 과정에서 고비용 저효율 억제, ㆍ

전략을 저비용 고효울 억제전략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 ㆍ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탄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중에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에 막대한 국방재원을 투여하

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북한의 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략잠수함, SLBM 

의 전력화를 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는 현재의 계획도 전면 수정될 필요가 2020

있다 종합컨대 한국군의 저비용 고효율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응징 위주의 . , ㆍ

새로운 개념의 억제태세의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시급하게 투입해야 하

며 북한이 핵이나 화생무기를 이용한 테러방식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 

해서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전술한 바. , 

와 같이 응징 위주의 억제전략이라고 해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 노력을 포기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군은 주어진 재정능력 내에서 방어적 . 

선제와 미사일 방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지만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 

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활성ㆍ

화할 필요가 있다. 

책토론회 발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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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북핵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ㆍ

하는 것이 국방개혁 패러다임의 변화일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개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번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매년 예

산이 투여되는 관행적 접근 에서 탈피하여 달라진 여(incremental approach)

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합리적 접근 이 가능해져(rational approach)

야 할 것이다 이는 통수권자의 신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 전문가들의 역. , 

할 군의 협조 등이 어우러져야 하고 군간 및 각군내 사업간 기득권 지키기 경, 

쟁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어쨌든 미래의 국방개. 

혁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된 국방재

원으로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ㆍ

관행주적 접근이 아닌 합리주의적 접근에 의거하여 북한 정책결정자들에게 가

장 심한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과 무기체계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 

소진시킬 수 있는 역비대칭적 전력 및 방안,45) 한국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정 

시킬 수 있는 억제 체제 등을 식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국방재원을 ‘ ’

투여해야 한다. 

동맹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대한 방위공약을 ( ) 對韓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자동개, 

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동맹조약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

기할 필요가 있다 조약의 개정은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지만 북핵 문제의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동맹외교 조치로서 한국은 지금부, 

터 이 문제를 제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하더. , 

라도 기본적인 핵외교력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 이 허용하는 범(NPT)

위 내에서의 핵잠재력을 함양하는 문제 즉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 

동맹외교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 간의 합의를 바탕. 

으로 북한의 위배로 사문화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 조건부 폐기를 ‘ ’

선언해야 하고 농축 및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맹간 협의에 착수해야 , 

한다.46) 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역시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을  2015

45)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 박사는 전장구조 및 군비경쟁 구조에 있어 북한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만들 

고 군사력 소진을 가져오는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들을 제안하면서 무인기술 항공작전 범위 확, ㆍ

대 스텔스 기술 수중 작전 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한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의 신기술들을 , , ,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소진 방안 년 월 일 제. , 2016 3 18 37“ ”

차 일민외교안보포럼 발제문 참조 동일한 맥락에서 김태우 북핵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IFIAS) . , “

아홉가지 제안 해병대전략연구소 발행 전략논단 년 봄 여름호 통권 제 호 참조, 2013 ( 17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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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하고 있으나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 까지의 우라늄을 농축을 허용하20%

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핵추진 전략잠수함 건

조를 서두르기 위해서라도 한미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47) 하지 

만 그것으로도 불충분하다 한국은 유사시 농축 및 재처리를 건너뛰어 곧 바, . 

로 세대 핵폭탄인 수폭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시2

켜야 한다 북한이 수폭 완성을 선언하는 중에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에만 연. ‘ ’

연해한다면 이를 두고 선제적 적극적 대응자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ㆍ ’

독자 및 동맹 차원에서 군사적 대북 억제를 강화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억제의 목표이다 한국군이 응징보복 중심의 북핵대응 전략을 구축.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대남 핵공격이나 도발“

은 혹독한 보복을 초래한다 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핵공격이나 도발 자체를 ”

미연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억제의 주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정책결정자들

이다 그럼에도 군은 북한이 핵을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 

다시 말해 핵 그림자 효과만으로도 이미 한국에게 많은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 ’

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악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 

이 억제태세에 대한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군의 억제조치를 충분하다. 

고 인식하면 북한은 원하는 핵 그림자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에 . 

대한 강력하고도 확고한 군사적 억제태세의 목표에는 한국 국민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48)

46) 이러한 취지로 필자는 년 당시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반대하고 합법적 범 1991

위 내의 핵잠재력 배양을 의미하는 평화적 핵주권론을 주창했으나 한국은 강력한 반확산 정책, ‘ ’

의 일환으로 평화적 핵주기마저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에 막혀 현재까지도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47) 김태우 북핵 문제의 재조명과 한미원자력협력의 새지평 년 월 일 한국핵정책학회  , , 2015 5 7 2015 “ ”

특별세미나 북한 핵위협 증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문 참조.   

48) 김태우 박휘락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북한의  , , 14-11 ㆍ “ ”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정 태 참조( ) pp.20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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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통  열  극복해야. : Ⅴ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북핵을 둘러싼 보혁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심, 

에는 연계이론과 비연계이론이 자리잡고 있다 연계 이론이란 북핵과 교류협. ‘ ’

력을 연계시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교류협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논

리로서 북핵에 대한 현실론적 경계론에 입각한 보수 의 주장이다 비연계 ( ) . 保守 ‘

이론이란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입각한 진보 의 주장으로는 북핵과 교류( )進步’

협력을 연계하지 않고 북핵에도 불구하고 보다 먼 장래를 위한 교류협력을 지

속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계 이론은 한국이 제공하는 경제협력이 북핵의 고도. 

화에 유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설득력을 가지지

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다 반대로 비연계 이론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 , 

남북간 경제교류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대북 지렛ㆍ

대를 만드는 길이자 통일 후를 대비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설득

력을 가지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에게 언제까지 돈을 제, 

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정. 

부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계와 비연계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대

북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북한의 제 차 핵실험과 여섯 번째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비, 4

연계 이론의 설득력을 잠식하고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고 . ‘ ’

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내외에 선핵 정책을 선언하는 ICBM SLBM ( ) 先核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서울 불바다 청와대 타격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 ‘ ’ ‘ ’

비연계 주장의 설득력은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 북핵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을 . 

보호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지금은 연계 주장이 더 많은 설득력을 ‘ ’

가질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대화 그 자체만을 위한 무조건적 핵대화 재개를 , ‘ ’

추구하기보다는 제재와 억제를 통해 북한을 진정성이 있는 대화 즉 비핵화를 ‘ ’ ‘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에 나오도록 강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자고. ’

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국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경제 토의 , 

확장과 국론통일이다 상대적 약소국의 처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 ‘

북핵 제재를 끌어내야 하는 한국에 있어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국론 통일이 ’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49)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선핵 망상을 불식시키기  , ‘ ’



42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위해 제재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들이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

화를 주장한다면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핵 외교의 호소력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평양정권에게 그릇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

람직하지 못하다.50)

한국사회에는 북핵과 관련하여 이 말고도 다양한 오해와 비정론 들( )非正論

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 차 핵실험 직후 사회 일각에서는 수폭이 아닌 사기극. 4 “

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북핵은 어차피 대남, ” “

용이 아니며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타

결에 맡겨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국도 북핵에 반대하므로 한국이 나. ”

서지 않아도 중국이 알아서 해줄 것 기대감도 표출되었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 

고 있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오해와 비정론들을 해소하. 

고 국론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임일 것이다.

49) 김태우 제 차 핵실험 조짐과 군사대응 카드 문화일보 년 월 일자 유엔안보리 대 , 5 , 2016 4 21 ; 北 “ ” “

북제제 성공하려면 국론통일이 대전제 헌정 년 월호 요약본은 대북제재와 대북정책 , 2016 4 . ”   “

방향 년 월 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북한제재 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2016 4 28 50”   

발제문 참조.

50)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년 월 일자 한겨례신문 칼럼을 통해 북한은 자회담 , 2016 3 20 6“

이 없었던 기간 동안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는 설명과 함께 대북제재로는 차 핵실험을 막5, 6”

지 못하므로 지금이야말로 자회담을 재개할 때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음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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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First Politics of Kim Jung Un Regime 

and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Kim, Tae Woo*51)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n Jan. 6 and following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On March 2, UNSC adopted Resolution 2270 which is complemented 

by Seoul government’s measur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eb. 9) and announcement of unilateral sanction (March 8). Seoul 

government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 the UNSC measure. South Korea and 

the U.S. conducte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drill (Resolve-Foal Eagle) in the 

largest-ever scale. 

North Korea, however, responded with demonst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nnouncement of de facto ‘nuclear-first’ politics. North Korea test-fired a 

variety of delivery vehicles, threatened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and declared itself as an ‘invincible nuclear power armed with 

hydrogen bombs’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North’s 4th nuclear test may have 

been a successful boosted fission bomb test. North Korea, and, if allowed to 

go on with its nuclear programs, will become a nuclear power armed with 

more than 50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The North is 

already conducting nuclear blackmail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and must 

be developing ‘nuclear use’ strategies. Accordingly, the most pressing challenge 

*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6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the North to ‘real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powerful and consistent sanctions. Of course, China’s 

cooperation is the key to succes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has urgent challenges on diplomacy and 

security fronts. A diplomatic challenge is how to lead China, which had shown 

dual attitudes between ‘pressure and connivance’ towards the North’s nuclear 

matters pursuant to its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consistently. A military one is how to offset the ‘nuclear shadow 

effects’ engendered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and prevent its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use of nuclear weapons. Though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s currently spending a large portion of defense finance on preemption 

(kill-chain) and missile defense, they po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roblems. 

For a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deterrence, South Korea needs to switch 

to a ‘retaliation-centered’ deterrence strategy. 

Though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hreat can theoretically 

be boiled down into dialogue, sanction and deterrence, now is the time to 

concentrate on strong sanction and determined deterrence since they are an 

inevitable mandatory course to destroy the North’ nuclear-first delusion and bring 

it to a ‘real denuclearization dialogue.’ 

Key Word : North Korean nuclear bomb, Kim Jung Un Regime, Nuclear-First 

Politics, South Korean Deterrence Strategy.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6 4 4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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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가  한국 해군  안SLBM 

  *52)

서론. Ⅰ

북한의 개발 배경과 목적. SLBM Ⅱ

북한 위협 평가와 지역안보에 대한 향 및 함의. SLBM Ⅲ

한 미 연합해군작전 능력 강화와 한국 해군의 대응 방안. Ⅳ ㆍ

결론. Ⅴ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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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위협이 해양 으로 그것도 탐지가 어려운 수중 으WMD) (maritime) , (underwater)

로 확산되고 있다.1) 북한이 년 월 일에 최초로 동해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 2015 5 8

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

을 러시아 골프 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Golf)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

을 역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신포 급 또는 고래급(Sinpo) 2) 탄도 미사일 잠수함 이 (

하 신포급 에서 수중 사출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대대적SSB) (ejection test) 

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외부에 광명성으로 표기되어 서방. SLBM ‘ ’

에 의거 로 지정되고 세계에 공개됨으로써 지역안보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KN-11

로 대두되었다.3) 아울러 북한은 불과 개월 만인 년 월 일  북한군 창군 11 2016 4 23

일 월 일 을 앞두고 김정은 입회하에 동해에서 사출시험 발사를 성공(4 25 ) SLBM “

하 다 는 기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보도하 다. ”

이에 따라 국내 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동안의 SLBM ㆍ

신중한 평가에서 벗어나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개발이 급속도로 가속, SLBM ‘ ’

화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향후 년 이후인 년에 즈음하여 자체 개, 3-4 2020

발한 과 이의 발사가 가능한 독자적 잠수함 을 확보하여 실전에 배SLBM (SSB)

치할 수 있다는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와 해군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

을 주문하고 있다.4)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지난 년 월 일에 노동 탄도미사일 발사1993 5 29

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확산 ㆍ

추세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을 무리하게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과 SLBM

목표를 식별한다 아울러 년 월 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한 . 2015 5 8

1) 김종민 윤석준 북한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제 & , SLBM , KIMS Perisocope , 39‘ ’   

호 년 월 일 참조, 2016 5 1 .

2) 채병건 정용수 북한 은 협상용 은 치명적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동 기& , ICBM , SLBM , , 2016 4 26 , 6 . ‘ ’   

사에 기존 언급되었던 신포급 대신에 고래급 잠수함을 명기하 으나 구체적 재원 언급은 없었다, .

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손원일 포럼 결과 보고서 , KIMS , 2015-2 No. 10, 북한의 발사시험과 SLBM 

우리의 대응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년 월 일( : , 2016 5 26 ).

4) 서재준 북한의 선 비핵화 거의 불가능 현실적 대안은 핵동결 중앙일보 년 월 일 , , , 2016 4 26 , ‘ … ’   

쪽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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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발사에 따른 과 심포급 잠수함에 대한 위협수위와 역SLBM KN-11 SLBM

내 안보에 대한 향과 함의를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근간으로 북한 .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처방안이 한 미 동맹 차원과 한국의 독자적 SLBM ㆍ

차원에서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년 월 . 2016 1

일의 제 차 핵실험과 월 일의 제 차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지난 7 4 2 8 4 4

월 일에 실시된 북한의 발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황 등을 중심으로 23 SLBM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동아시아 해양 수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WMD) 

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향후 시

급히 확보해야 할 전력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다. 

또한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인용한 공개된 자료에 대한 언급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은 북한의 성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는 현 상황의 . SLBM 

민감성과 북한으로부터 공개되는 자료와 정보들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가능

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당시 상황을 사실 로 삼아 보도한 국내 외 언(fact)‘ ’ ㆍ

론매체 자료 및 논단을 주로 인용하 으며 일부 국가 또는 특정 위주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내 외 북한 문제 연구기관 및 연구소 그리ㆍ

고 온라인 백과사전 검색망이 제공하는 자료와 평가서 인용은 가급적 자제하

다.5) 

한  개  경과 목. SLBM Ⅱ

그 동안 북한은 북한 인민에게 그 동안 거의 세뇌수준으로 소위 미국의 핵‘

무기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북한의 차 핵무기 타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위2’

적 핵무기 보유와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 ㆍ

해 왔다.6) 년 월 일에 일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김정은의 수소폭탄  2015 12 10

5) 예를 들면 근래에 들어 주로 상용인공위성 사진을 중심으로 북한을 평가하고 있는 38 North ,   

등의 국외 연구기관과 국내에서 탈북 인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Washington Free Beacon  

북한 전문연구 민간단체 등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정권의 폐쇄성으로 매우 제한적임. 

을 고려하여 북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 SLBM 

는 사용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았으며 북한 관련 상황이 발생한 on-line wikipedia encyclopedia , 

이후에 발표된 기사와 군사잡지 논단 등의 공개된 자료들을 주로 인용하 다.

6) 서재준 북한의 선 비핵화 거의 불가능 현실적 대안은 핵동결 쪽 ,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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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장과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2016 1 7

에 실시한 제 차 지하 핵실험을 수소폭탄으로 선전하는 등의 핵무기 보유국으4

로서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7) 

이런 북한이 년 월 일에 공개적으로 실시한 최초 수중 사출시2015 5 8 SLBM 

험 발사에 이어 년 월 일 제 차 지구 관측 인공위성 발사체2016 2 8 4 (Satellite 

이후 년 이후 재개된 북한 노동당 제 차 노동당 Launch Vehicle: SLV) 1980 7 

중앙당 대회 를 앞두고 그 동안 개발하 던 지상 및 해상 탄도 미사일을 마구 

잡이식으로 발사시키고 있다. 

특히 년 월 초까지 차에 걸친 지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2016 2 4

다양한 형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발사 이후 월 일의 핵탄두 소형화 및 고도화 미사일 공개 월 일의 3 9 , ICBM , 3 24

신형 고체연료 개발 그리고 지난 월 일 동해에서의 수중 사출시험 발4 23 SLBM 

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와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 년 이. 2003

후부터 회에 걸쳐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5 (United Nations Security 

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시험을 금지한 Council: UNSC)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 위반 행위 다(Resolution) . 

이에 미국과 한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비핵화에 따

른 경제지원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고 신뢰성 있는 

언행과 행동을 보여줄 것으로 요청하 다 년 월 일의 제 차 핵실험과 . 2016 1 6 4

월 일의 제 차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 7 4

결의안 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2270 , 

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안을 거절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의 국제사회로. 

부터의 강제적 제재 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sanction) . 

이 작년 월 일 최초 수중 사출시험 발사에 이어 또 다시 월 일에 동해에5 8 4 23

서 수중 사출시험 발사를 실시하 으며 북한 공식매체들은 이를 대대SLBM , 

적으로 공개하 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 ‘ ’

의 무분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행위에 대한 우려와 자제를 요청하 으나 북, 

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8) 이런 상황을 근거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북한 “

7) Nick Hansen, Karl Dewey & Robert Kelly, Imagery may reveal North Korean ‘

plutoniun-reprocessing campaign,’ IHS Jae s Defence Weekly’ , 6 April 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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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리하게 독자형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협을 감수하SLBM , 

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국내 외적 여건을 . ” ㆍ

고려할 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북한의 개발에 대한 근원적 배경SLBM 

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은 년대 이후 격차가 나기 시작한 남북한 간의 재래식 경쟁, 1980

구도가 북한에 불리하게 인식되면서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군사적 우위와 미국

과의 외교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의 북한 생존 에 있어 전(survivability)‘ ’ ‘

략적 수단으로 핵무기와 이를 투사할 장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가 매우 중요하’

게 인식되었다.9) 

특히 이 과정에 북한이 수중으로부터의 핵무기 투사 능력 확보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었다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핵무기 보유를 .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김정일 정권에 들어 핵무기 및 탄

도 미사일 개발은 더욱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10) 특히 미국과의 전 

략적 협상에 있어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게 인식되었다 실제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은 . , 

년 월 일 대포동1998 8 31 - 미사일 발사 년 월 일 핵보유 선언1 , 2005 2 10 , 2006

년 월 일 대포동7 5 - 미사일 발사 실패 년 차 핵실험 인공위성을 핑계2 , 2006 1 , 

로 한 년 월 일 차 은하2009 4 5 1 - 호 발사시험 그리고 년 월 일 2 ICBM 2009 5 25

차 핵실험을 통해 년 월 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2 2011 12 17

개발에 집중하 다 이와 같이 년 월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북. 2015 5

한의 수중 사출시험 발사는 남북 간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상 접촉에 있SLBM 

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주요 강대국의 핵무기 보유 이후 후속 조치 , 

사례를 모방한 무리한 시도로 볼 수 있다.‘ ’ 11) 냉전 이전 후에 있어 공식적이 ㆍ

 8) 정 교 북한의 선비핵화 거의 불가 현실적 대안은 핵동결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 , 2016 4 26 , 14 .‘ … ’   

 9) 이러한 시각은 최근 미국 학자와 미국 논단에 기고된 북한의 주장에서 주로 직 간접적으로  CSIS ㆍ

발견된다. Robert A. Manning, North Korea s survivability,‘ ’ ’ Korea Joongang Daily, 

November 5, 2015, p.9; Jong Nam Hyok, Replacing Armistice Agreement with Peace ‘

Agreement is the best way for ens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PacNet, No. 25, March 10, 2016.

10) Sukjoon Yoon, What is North Korea up to with its fourth nuclear test?‘ ’ PacNet, No. 

10A, January 26, 2016.

11) Stephen Noerper, North Korea missile launch: what comes next?‘ ’ PacNet, No. 16, 

February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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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비공식적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 능력을 시

현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인 지상 공중 그리고 수중 에서(land), (air) (maritime)

의 핵무기 투사를 수단을 보유하려고 시도하 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 

국가들이 기존 강대국 중심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상대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시도NPT)

하는 등의 기존 구도가 이완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주요 핵무기 보유 강대NPT 

국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체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지상 공중 및 수중으로부터의 핵무기 투사 수단 보유를 시현하는 사례가 ,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특히 주변 경쟁국에게 핵무기 보유국가 위상

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다양한 의지 와 전략 을 구사하(will) (strategy)

다 예를 들면 종교적 경쟁관계를 넘어 소구역 적 패권경쟁을 치르고 있. ( )小區域

으며 상호간 핵무기 보유 경쟁을 치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그리고 이, 

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대국에 대한 핵무기 보유 경쟁 추세이다 작년 월 일. 5 8

에 북한이 실시한 수중 사출시험 발사와 월 일에 평양에서 실시된 SLBM 10 10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수단으로 알려진 차량 이동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

일 시현 등이 대표적 사례 다(ICBM) KN-08 .12) 

셋째 김정은의 개인적 우상화 추진 및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인민무력부 , , 

및 국가보위부 등에서의 개인적 권력 공고화를 위한 국내적 카드이다.13) 2011

년 월 일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젊고 정치 경험이 부12 19

족하여 북한 내부 정치권력 공고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많은 북

한 문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14) 비록 김정은이 고위간부들에 대한 숙청 

과 복권 등을 통해 당 군 그리고 국가보위부에 대한 개인적 우상화를 시도하고 , 

있으나 무엇인가 아버지 김정일과 차별화되는 능력 또는 치적 을 과시함, ( )治積

으로써 김정은 우상화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성은 제기되었을 것이다. 

실제 년 월 일에 북한 국방위원회 제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이 2012 4 30 1

12) 장용수 남궁욱 다급한 김정은 미사일 건너뛰고 차 핵실험 직행 중앙일보 년 월  & , , 5 ? , 2016 4 30‘ ’   

일 쪽, 6 .

13) 김형구 김일성 김정은 주체사상 혈통 정리 인공위성 광명성 끌어 들여 설명도 중앙일보, , , ‘ → ’   

년 월 일 쪽 및 채병건 정용수 북한 은 협상용 은 치명적 중앙일보2016 4 8 , 10 & , ICBM , SLBM , ,‘ ’    

년 월 일 쪽2016 4 26 , 6 .

14) 고수석 김정은 수령 결사 옹위 위한 만라마 속도전 중앙 년 월 일 월  , , SUNDAY , 2016 4 17 -4 18‘ ’   

일 쪽,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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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하 으며 이어 년 월 일의 , 2012 4 13

은하- 호 발사 실패 년 월 일의 차 은하3 ICBM , 2012 12 12 3 - 발사3 ICBM , 

년 월 일에 실시된 차 핵실험 년 월 일에 실시된 군사 퍼레2013 2 12 3 , 2015 10 10

이드에서 중거리 무수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시현하 다 그러나 BM25 . 

이들 과시는 모두 아버지 김정일이 이룬 능력 또는 치적이었다 이에 김정은은 . 

이에 추가한 특별한 개인적 치적을 시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 .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정권 실세로 등극한 년 월 일 2012 4 30

이래 북한 독자형 개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각종 정황들에 의SLBM 

거 증명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고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 

국으로부터 대 세습체제의 무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우상화에 목적을 3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년 월 최초 시험 발사시 현장에 나타나 김정은의 의지와 2015 5 SLBM 

지시에 의거 북한의 독자형 수중 사출시험 발사 성공과 신포급 잠수함 SLBM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아버. 

지 김정일 우상화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의거 가능하 다면 김정은 , 

시대에 들어 북한이 강대국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중 발사 탄도미

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아버지 김정일의 대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을 국내외에 시현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개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시대를 도래시킴으. SLBM SLBM 

로써 김정은의 위대함과 신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년 . 2016 4

월 일 동해에서의 시험발사 성공 이후 국내 외 보도와 평가논단에서 23 SLBM ㆍ

주로 제기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비공개로 실시한 지상 탄도미사일 . 

발사와 달리 해상에서의 시험발사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 SLBM 

여 격려하는 등의 구체적 사진 및 동 상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에 북한문제 .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와 차별화를 위해 개발을 우상화에 SLBM “

접목시키는 치적 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고 평가하고 있다( ) . 治積 ”

넷째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미국의 , 

핵무기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북한의 위대함을 시현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15) 김정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부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소위 병진전 ‘

략 을 선언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북( ) . 竝進戰略 ’

15) 김준형 다급한 김정은 미사일 건너 뛰고 차 핵실험 직행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 , 5 ? , 2016 4 30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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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인민들에 대한 통제형 국가에 준한 인민통제가 실패한 국가로 알려져 있

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증가 추세와 이를 묵인하는 북한 , 

공안당국의 무능함에 의거 증명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탈북자 방지를 위해 . 

경비병력 증강 및 폐쇄카메라 설치 등의 북한의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탈북자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통제가 국가 전역에 미치지 못한 상황, 

을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핵무기 보유와 능력 . 

과시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마도 북한 김정은 정권 공. 

고화가 미완성되고 있는 상황하에 김정은 주도로 서방의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 잠수함을 개발하여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에 대SLBM

응하여 북한 정권 생존에 사용된다는 김정은 입장에서 대 인민 선전에 있어 ( )對

은 매우 효과있는 시나리오 매개체일 것이다SLBM . 

그러면 과연 북한이 지향하는 개발의 목표는 무엇인가 즉 북한이 , SLBM ? ‘

차례의 수중 사출시험 발사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 4 SLBM ’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이 을 향후 어떻게 작전, SLBM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경에 의. 

한 북한의 개발은 그 동안 개발해 온 북한 핵무기 및 대륙 간 탄도 미사SLBM 

일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외교적 전략적 그리고 작전적 (fait accompli) , ‘ ’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과 소위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 

간 모종의 협상에 있어 외교적으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북한은 미국의 북한비핵화의 우선 실. 

현에 대해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최근엔 한 미 연합훈련 중단 등, ㆍ

을 제시하는 등 핵무기를 전략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 리수용 외상이 이례적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월 일에서 일을 염두에 두고 4 21 22

지난 월 일 동해상 을 발사한 것은 외교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4 23 SLBM

암시하는 것이었다.16) 특히 중국 등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 

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에 있

어 유리한 협상카드를 보이려는 의도이다.

둘째 핵보유 지위에 대한 전략적 기정사실화 목표이다, .17) 여전히 북한의  

16) 김준형 북 외무상 이례적 방미 강온 투트랙 간보기 외교 중앙 년 월 일 , , , SUNDAY , 2016 4 17‘ ’   

일 쪽-1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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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전 배치가 가능한 전략적 으로서의 진위가 논란되고 있으나SLBM SLBM , 

년 월 일에 실시한 차 핵실험과 동시에 수소폭탄 개발 선언 그리고 이2016 1 6 4

어 월 일에 발사한 차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시험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2 7 4

광명성 발사로 다양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보유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하

는 핵보유국 의 지위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목표이다(nuclear-armed state) . ‘ ’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목표 이외(WMD) 

에 이미 미국 등 서방 상용 및 군사위성에 의거 식별된 지상용 탄도 미사일에 

추가하여 은 한 탄도 미사일 발사 수단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작전적 목표이다 특히 미국의 기존의 지상 발사 및 이동식 발사 수, . 

단들이 대부분 서방 군사위성에 의거 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상용위성에 의, 

거하여 식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시 북한의 보다 은 한 장소에서 상대국이 

쉽게 탐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적 목표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북한 

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목표 이외에 이미 미(WMD) 

국 등 서방 상용 및 군사위성에 의거 식별된 지상용 탄도 미사일에 추가하여 

은 한 탄도 미사일 발사 수단을 갖기를 희망한 작전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년 이래 시현하고 있는 . 1993

다양한 지상발사 단거리 또는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진 판독에 의ㆍ

거 서방 군사전문가들에 의거 취약점과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하에 

북한은 무엇인가 서방 군사위성과 상용위성이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을 SLBM

개발함으로써 더욱 은 한 수단을 구사할 수 있다는 군사적 이점을 확보하려

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  평가  지역안보에 한 향  함. SLBM Ⅲ

현재 북한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SLBM , ㆍ

외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우선 북한 독자적 2 . ‘

17) Felicia Schwartz, U.S., North Korea Broached Peace Talks,‘ ’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2, 2016, p.A8.

18)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손원일 포럼 결과 보고서 , KIMS , 2015-2 No. 10, 북한의 발사시험과 SLBM 

우리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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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플랫폼 또는 핵심기술 도입에 따른 역설계인, 

가이며 북한이 과연 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평가, SLBM’ ‘ ’ ‘

할 것인가이다 전체적으로 년 월 이전부터 각종 국내외 보도 군사전문 . 2015 5’

잡지와 논단은 외교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북한이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ㆍ

터 관련 기술과 부품을 도입하 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소련 모방형 탄SLBM , 

도 미사일 시험 발사용 골프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Ballistic Submarine: 

을 고철로 도입하여 동해안 신포항 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 미사일 잠수SSB)

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독자적 능력에 의거 과 신포급 또는 고래급 잠수함을 , SLBM

건조한 것이 아닌 긴급한 필요성에 의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과 프, 

랫폼 도입에 의한 역설계의 산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 첫째 , KN-11 

광명성 이후 의 경우 러시아 구형 또는 SLBM ( SLBM) SLBM R-27, R-29 

을 모방한 역설계에 의한 여전히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R-29RM

있다.20) 그러나 러시아 구형 계통의 은 실패한 사례이다 액체연료를  R SLBM . 

사용함으로써 발사에 따른 탄도 궤적 유지가 어렵고 작전배치에 있어 액체연

료의 주기적 교체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최근 북. 

한이 월 일 수중 사출시험 발사 의 경우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4 23 SLBM

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SLBM 

가되고 있다 표 은 북한의 의 일반적 재원이다. < 1> KN-11 SLBM . 

표 북한 재원< 1> KN-11 SLBM 

구분 명칭 반경 길이 무게 엔진 탄두 사정거리

내용

광명성 

또는 

KN-11

1.50m 8.89m 14ton
액체 또는 

고체
핵

약 

2,000～

3,000km

출처( :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

answers,’ IHS Jane s Defence Weekly, ’ 국내 중앙일보20 May 2015, p.17;   

의 북한 관련 기사 의 사정거리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모SLBM . KN-11 SLBM , 

방한 러시아 계열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를 적용하 다R .)

19) Richard D Fisher Jr, North Korean KN-06 SAM test shows similarity to Chinese, ‘

Russian systems,’ IHS Jane s Defence Weekly’ , 13 April 2015, p.16.

20) http://english.yonhapnews.co.kr/northkorea/2016/04/24/0401000000AEN20160424000451315.html 

검색일 년 월 일( 2016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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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경 길이 그리고 무게 톤의 에 핵탄두를 탑1.50m, 8,89m 14 SLBM

재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소형화 및 고도화된 핵탄두가 요구되고 있어 북한의 핵

탄두 소형화 및 고도화가 의심스러운 현 상황하에 과연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시

켜 대량살상무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년 월 일 이후 지속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 2015 2 8

사와 각종 탄도 공개 등의 북한의 에 대해 국의 ICBM  IHS Jane Defence 

는Weekly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으며 ,21) 이를 고려시 북한 신포급 잠 

수함의 규모 둘레 규모와 재원을 고려시 conning tower (4.25m, 2.25m) SLBM 

발의 의 성능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1-2 SLBM .22)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이SLBM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년 월 일의 한국의 보도에 의하면. 2015 1 23 KBS , 

북한이 년 월에 을 해상이 아닌 지상에서 시험 발사를 실시2014 11 KN-11 SLBM ,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당시 어 원문은 라고 설명되었으나 이 flight test , ‘ ’

는 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년 월 일 북한 ejection test . 2015 5 9‘ ’

국 매체가 공개한 각종 사진 및 동 상을 분석 시 흰색 화염이 아닌 황색 화염 , 

색깔이 나타난 점 재질이 섬유재질인 점 비교적 짧은 시험 발사 거리 그, SLBM , 

리고 발사 각도가 등을 고려시 러시아 구형 74 R-27 Zyb SS-N-6 Serb° ‘ ’

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SLBM .24) 구소련이 사용하 다가 계 

획 자체를 취소한 은 사정거리 에 R-27 Zyb SS-N-6 Serb SLBM 2,400km‘ ’

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구소련은 고체연료650kg . 

를 사용하는 새로운 개발로 년대 말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SLBM 1970 R-27 

알려져 있어 향후 북한의 개발추세가 관심이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노후된 구. 

소련의 탄도 미사일 기술과 노하우를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공개된 

무수단 탄도 미사일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M-25 . 

이런 가운데 년 월 일 추가 사출시험 발사 그리고 년 월 일2015 11 28 2015 12 13

21) 가장 최근 기사는  Richard D Fisher Jr., North Korean rocket motor test increases ICBM ‘

credibility,’ IHS Jane s Defence Weekly’ , 20 April 2016, p.4.

22)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 IHS Jane s’  

Defence Weekly, 20 May 2015, p.17.

23) N. Korea Conducts 1st Flight Test of SLBM,‘ ’ KBS World Radio, January 13th 2015. 

24) Markus Schiller, Robert Schmucker and James Kim, Not Much Below the Surface? North ‘

Korea 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SLBM,’ ’ FAS Bulletin 검색, Summer/Fall 2015 from(

일 년 월 일2016 1 7 ) & Lee Willett, Strategic power: SSBNs maintain course in evolving ‘

security environment,’ IHS Jane s Navy International’ , December 2015,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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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 발사에 이어 년 월 일의 번째 사출시험 발사를 강행하2016 4 23 4 SLBM 

다.25)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북한이 을 지속적으로 개 , SLBM

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월 일 발사에서는 신형 고래급 잠. 4 23

수함 사용설 고체 추진연료 사용 사출후 탄도 미사일 점화 성공 , , (cold launch) 

그리고 에 준한 양호한 공중발사 각도 등의 개선점들이 식별됨으로써 북한이 90°

기본제작에 사용한 구소련 의 취약점을 SLBM R-27 Zyb SS-N-6 Serb SLBM‘ ’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 특히 지난 월 일 이 만 발사된  4 23 SLBM 30km

것을 두고 북한 성능에 접목시켜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는 일부 군사 전문SLBM 

가 의견이 있으나 대부분의 은 경쟁국에게 의 성능이 노출되는 것을 , SLBM SLBM

우려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의 성능 또는 해상 사출시험만을 실시하는 것으test 

로 알려져 있다.27)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향후 북한의 지속적으로 개선 . SLBM ‘ ’

을 시도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작전적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문제가 있으나 북한. 

은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며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광명성으로 알려진 를 수중에서 발사시키는 수중 플랫, KN-11 SLBM

폼 신포급 잠수함 역시 독자적 건조가 아닌 년대에 북한이 러(platform) , 1990

시아로부터 고철로 도입한 골프급 탄도 미사일 탑재 시험용 잠수함 를 도(SSB)

입하여 역설계에 따른 러시아 골프급 잠수함 모사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소련이 작전운용한 골프급 탄도 미사일 발사 잠수함 은 년부터 콤(SSB) 1958

스오몰스키 와 세베로드빈스키 에서 년까지 (Komsomolsk) (Severodvinsk) 1965

약 척 이상 건조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구소련 골프급 를 모방하여 20 , SSB 1964

년에 대련 에서 건조하 으며 대형 핵추진 전략잠수함 건조 이후 탄도 ( ) , 大連

미사일 시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28)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심포급 잠수함의 규모가 높이 conning tower 4.25m, 

둘레 로서 현재 북한이 개발중인 발 정도가 탑재될 수 있는 2.25m SLBM 1-2

25) 이는 국내 자 신문에 주로 보도는 이례적 현상을 보 다 . Kang Jin-Kyu, North s submarine ‘ ’

is reported marred in test,’ Korea Joongang Daily, December 10, 2015, p.2; Pyongyang ‘

still pursuing SLBM capabilities,’ Korea Herald, January 7, 2016, p.2; Song Sang-ho, 

N.K. to deploy SLBM 3-4 years,‘ ’ Korea Herald 참조, January 11, 2016, p.3 .

26) 김종민 윤석준 북한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참조 & , SLBM , .‘ ’

27) Ankit Panda, North Korea Tests Solid Fuel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The 

Diplomat 및 , April 25, 2016 Sujoon Yoon, Expanding the ROKN s ASW capabilities to ‘ ’

deal with North Korea SLBMs,’ PacNet, No. 31, May 28, 2015.

28) Raymond V.B. Blackman, Jane s Fighting Ships 1971-72 ’ (London: Jane s Yearbooks, ’

1972), p.62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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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의 작전적 운용성에 . 

대한 찬 반양론이 존재하지만 북한이 척만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는 신포급 , 1ㆍ

잠수함의 현재 상황을 고려시 북한이 자체 기술에 의거 과거 로미오급 잠수함 

및 다양한 소형 잠수함과 같이 대량 건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 갑자기 고래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 . 

인용되었으나 아마도 이는 북한의 월 일에 예정된 제 차 북한 노동당 당대, 5 6 7

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북한 내부 단결을 위해 북한 보도 매체가 이름을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전망된다.29)

이 점에서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북한의 자체 기

술이 아닌 년대에 러시아 또는 중국이 운용하다가 폐기한 골프급 탄도 미, 1970

사일 잠수함 을 고철로 도입하여 비 리에 역설계하여 단기간 내에 건조(SSB)

하여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30) 특히 년 월 일 최초  2015 5 8

수중 사출시험 발사 이후 가장 최근 실시된 년 월 일 수중 사출SLBM 2016 4 23

시험 발사에서는 신형 고래급 잠수함이 사용된 것으로 국내 일부 일간지 기사

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재원과 건조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31)

표 북한 신포급 잠수함 재원 < 2> 

구분 명칭 길이 폭 톤수 추진력 속도
항정

거리
승조원

내용

신포급

신포조선(

소 건조)

65.5m 6.6m
1,000-

1,500ton
diesel

노트16

수상( )

1,500nm 

(2,800km)
명30-50

출처( :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

answers,’ IHS Jane s Defence Weekly,’  20 May 2015, p.17; N. Korea ‘

Conducts 1st Flight Test of SLBM,’ KBS World Radio, January 13th 2015; 

Captain Sukjoon Yoon, ROKN, retired, South Korea Perspective - Case ‘

Study: Expanding the ROKN s Submarine Capabilities to Deal With ’

North Korean SLBMs,’ UDT Asia, 17th-18th January 2016 in Singapore. 

See http://www.udt-asia.com/page/conference-day-1/ 검색일 년  ( 2016 4

월 일 및 국내 중앙일보 의 북한 관련 기사30 ) SLBM )  

29) 채병건 정용수 북 은 협상용 은 치명적 쪽 & , ICBM , SLBM , 6 .‘ ’

30)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p.17.‘ ’

31) 채병건 정용수 북 은 협상용 은 치명적 쪽 & , ICBM , SLBM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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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을 수중 사출시험 발사한 신< 2> SLBM

포급 잠수함은 북한 동해에 위치된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북한이 건

조한 잠수함으로는 배수톤수가 가장 큰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최근, 

에 건조한 잠수함이다 이에 북한 관  노동신문은 신포급 잠수함을 전략 잠. “ ‘

수함 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strategic submarine) .’ ” 32) 

그 동안 북한은 년대 구소련 잠수함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지원에 의거 1960

모방한 위스키급 잠수함 년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적 작전적 지원에 의, 1970

거 모방한 로미오급 잠수함 그리고 다양한 소형 잠수함을 건조하 다 소형 잠. 

수함의 경우 년 한국 동해안 강릉에서 발견된 상어 급 소형 잠수1996 (Sang-O)

함과 년에 다시 동해안에서 발견된 유고 급 소형 잠수함 그리고 1998 (Yugo)

년에 우리 해군의 천안함에 대해 어뢰공격을 실시한 연어 급 소형 2010 (Yon-O)

잠수함이 있다.33) 

그러나 각종 군사정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 신포급 잠수함을 

척만 건조한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 바 아마도 북한이 년 월 일 실시한 1 , 2015 5 8

최초 수중 사출시험 발사는 신포급 잠수함이 아닌 구소련에서 사용한 SLBM ,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해 건조한 해상바지 를 이용한 가능PSD-4 (sea barge)

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 .  IHS Jane s Defence Weekly’  ,  IHS Jane s ’

Navay International 그리고 중국 군사잡지   ModernShips( )現代艦船  가 공

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평가이다.34) 실제 일부 미국 내 북한 문제 연구소가  

상용위성 사진을 근거로 신포항구에 구소련 탄도 미사일 발사 해상바PSD-4 

지와 유사한 해상바지가 식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아마도 향후 북한은 신포급 잠수함에 가능한 많은 을 탑재시키기 위SLBM

해 개량형 잠수함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신포. 

급 잠수함의 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래식 잠수함의 conning tower

32) IHS Jane’s Defence Weekly에서 재인용.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

참조more questions than answers, p.17 .’

33) Andrew Forbes & Sukjoon Yoon, Old and New Threats from North Korea Against the ‘

Republic of Korea,’ in Geoffrey Till and Sukjoon Yoon, ed., al., Korean Maritime Strategy: 

Issues and Challenges (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1), p.23.

34) 왕단 북한 신포급 잠수함 현대함선 ( ), ( ) , 王丹 朝鮮新浦級常規彈道導彈潛艇‘ ’  ( : ModernShips)現代艦船 ,  

최철량 북한 수중전략 현대함선2015-13 (7A), pp.54-56; ( ), ( ) , 崔轍亮 朝鮮水下戰略‘ ’  ( : 現代艦船
ModernShips) , 2015-13 (7A), pp.57-59. 

35) James 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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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과 비교시 가 크고 넓은 것은 발사를 위한 수직 발conning tower SLBM 

사대를 설치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구소련과 중국이 사용하 던 . 

골프급 잠수함의 공통된 재원임을 고려시 향후 북한이 의 사정거리 확장SLBM

을 위한 탑재 잠수함의 작전거리를 늘리기 위해 잠수함 톤수를 늘리고 추진체

계를 혁신적으로 개조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 

일부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개량형 을 탑재시키기 위해 신포급 잠KN-11 SLBM

수함 선체를 부분과 맞추어 수면으로 오목하게 더 길게 확장한 conning tower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 다.36)

다음으로 과연 북한이 무엇을 타격목표로 을 개발시키고 있는가이SLBM‘ ’

다 북한은 표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단거리 또는 중 장거리 탄. < 3> ㆍ

도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시현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 

나 북한이 모방한 러시아 의 사정거리가 R-27 Zyb SS-N-6 Serb SLBM‘ ’

에서 이었던 재원을 고려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2,000 3,000㎞ ㎞

것으로 전망된다. 

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현황< 3> 

미사일
노동

(Nodong)

대포동(Taepodo

또는 ng-1) 

KN-11 SLBM

무사단

(Musudan: 

BM25)

대포동

(Taepodong-2)

은하(Unha)/

광명성

(Kwangmyongsong)

거리 1,000㎞ 2,000-3,000㎞ 4,000㎞ 6,000㎞ 10,000 13,000∼ ㎞

목표 일본
중국 또는 역내 

미군 군사기지

괌 등의 역내 

미군 군사기지
하와이 미국 본토

출처( : Charles Campbell, A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angers China,‘ ’ Time, 

February 10
th
 2016, p.13; Robert Kelley & Alison Evans, North Korea ‘

carries out fourth nuclear test, IHS Jane s Defence Weekly,’  13 January 

2016, p.6; Peter Felstead, North Korea s rocket launch reveals use of ‘ ’

cloaking measures,’ IHS Jane s Defence Weekly’ , 17 February 2016, p.6; 

Richard D Fisher, North Korea making progress towards fielding KN08 ‘

ICBM,’ IHS Jane s Defence Weekly’ , 24 February 2016, p.16).

36) Captain Sukjoon Yoon, ROKN, retired, South Korea Perspective - Case Study: ‘

Expanding the ROKN s Submarine Capabilities to Deal With North Korean SLBMs,’ ’ UDT 
Asia, 17th-18th January 2016 in Singapore. See.

http://www.udt-asia.com/page/conference-day-1/ 검색일 년 월 일 ( 2016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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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다 북한이 북한의 보유 목적이 자위, . WMD 

적 이며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self-defense)

적으로 주장하는 범위내에서는 미국 본토가 주요 타격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작전 배치를 앞둔 비행시험 을 군사과학기술 측면에서 그(flight test)

리고 작전운용 측면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이 하지 않았

다는 평가하에서 과연 북한의 구시대 모델을 모방하고 노후된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탄도 미사일이 과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 

궤적 유지 기술 보유 핵탄두 소형화 및 고도화 능력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 , , 

여부 탄도 미사일 재질 개선 및 정 타격 능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나 , .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고려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 기득권을 갖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시각이 그래도 놓은 

편이다.

둘째 동아시아 전역에 배치된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다 이, . 

는 우선 북한이 동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동해를 벗어나 원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특히 지난 월 일 제 차 . 4 23 4 SLBM 

수중 사출시험 발사 이후 일부 국내 언론 기사는 북한의 을 탑재KN-11 SLBM

한 신포급 잠수함이 회항을 포기한다면 서태평양의 괌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 

있을 것으로 보도하 다.37)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위협평가를 해야 하는 방어  

위주의 군사작전 개념을 고려시 일리가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이 년에 괌에 . 2014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말 고고도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를 배치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ttitude Area Defense: THAAD) . 

당시 이는 어느 특정국가의 탄도 미사일 또는 순항 미사일을 염두에 둔 지역 

차원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로 평가되었으나 북(Missile Defense: MD) , 

한의 실전 배치가 언급되는 상황하에서 사전적으로 전략적 평가가 있었SLBM 

던 조치 다 현재 북한 과 신포급 잠수함의 제한된 재원을 고려시 가장 . SLBM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일본과 중국 등의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선, 

제공격 가능성이다 일본에 위치된 미국 군사기지가 주요 타격목표가 될 것이. 

37) 김형구 전수진 북 잠수함 회항 포기한다면 년 내 괌 공격 가능 중앙일보 년 월  & , , 23 , , 2016 4 26‘ ’   

일 쪽,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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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유지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과 일본 내 조총련 등의 친. 

북한 단체와의 전통적 관계를 고려시 북한이 일본 내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최악의 시나리오 설정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SLBM , 

다 특히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의 역내 부상에 대응하려는 일본은 북한의 . 

에 대응책으로 미일 동맹에 한국을 포함시켜 북한 위협만이 아닌 중국SLBM , 

에 대한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북한이 일본에 대해 무

리한 타격을 실시하거나 공언하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 월 일 제 차 핵실험 그리고 월 일 제 차 발사 이후 미국 . 1 6 4 2 7 4 ICBM 

전략사령부 주관 워게임시에 미국의 중개하에 북한의 타격에 대비한 한SLBM 

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공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최근 중국이 년 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전격 취소되는 등 2015 12

내면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에 ,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에 적극적 동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 이외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각종 교류를 제한시키는 북한의 을 포함하는 위협이 중국에SLBM WMD 

도 적용될 수 있다는 외신 기사가 제기되고 있다.39)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군 

사위원회 시진핑 주석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개혁에 의거 기존의 지상군 

중심의 행정 군사조직으로 알려진 대 군구 체제를 지7 ( : Military Region)軍區

상군과 해 공군 간 균형적 기능을 발휘하여 적극적 방어 를 (Active defense)ㆍ

위한 동 서 남 북부 및 중부의 대 연합전구사령부5 ( : Joint 聯合戰區司領部ㆍ ㆍ ㆍ

체제로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 북Theater Command) . 

부 및 동부 연합전구사령부는 한반도 상황을 가정하며 대비하는 연합전구사령

부로 년 월호 중국 군사잡지 함선지식2016 5 ( : Naval & Merchant 艦船智識 

에서 평가하고 있다Ships) . 40) 중국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 이 최악의 상황이 아닌 . SLBM

한 일본과 중국을 타격 목표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38) 정용수 북 공격 대비 훈련때 한 일 군사 정보공유 연습 중앙일보 년 월 일 , SLBM , , 2016 4 4 , ‘ ㆍ ’   

쪽16 .

39) Charles Campbell, A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angers China,‘ ’ Time, February 10
th 

2016, p.13.

40) Richard D Fisher Jr, China ‘ announces new theater commands,’ IHS Jane s Defence’  

Weekly 왕계신 중국인민해방군전구적규분, 10 February 2016, p.17; ( ), (王繼新 中國人民解放軍戰‘

함선지식 년 총제 기), ( : Naval & Merchant Ships) , 2016 ( ) ( )400 ( ) 5區的劃分 艦船智識 年 總第 期’   

쪽( ), 20-26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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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다 사실 이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대, . . 

부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대부분 외교적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SLBM ㆍ

한 협상용이라는 점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 북한 이 한국을 SLBM

타격목표로 한다는 전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 

군사전문가들은 정권 붕괴 또는 멸망을 자초할 북한의 미국 본토 또는 동아시

아에 전개된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최악의 WMD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북한이 비교적 타격이 쉬운 한국 군사기지를 타격할 가

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전망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은 북한 . SLBM

의 한국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운용에 따른 기술적이며 작전적 SLBM 

효율성을 문제로 바로 내리지 않고 있으나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 

전제하에 한국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항상 내포시키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말고도 장거. SLBM 

리 방사포 개량형 방사포 및 다연장 로켓 등의 사정거리 에 이르는 전술, 80km

적 타격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하에 과연 전략적 무기인 을 SLBM

사용하겠는가 하는 것이다.41) 다음으로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어 짧은 사 

정거리를 갖는 한국에 대해 과연 공격이 가능하겠는가이다SLBM .42) 일부 군 

사전문가는 탄도 궤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상식 이하의 시도라고 보는 시각, 

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예측이 불가능한 체제인 점을 고려 시 막다른 . 

골목에 이른 북한 정권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리라는 것은 항상 WMD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북한 개발에 따른 지역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이SLBM 

다 년 월 일 이후 군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개발이 . 2016 4 23 SLBM 

예측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신중론에서 위기론

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3) 년 월 일에 최초 수중 사 2015 5 8 SLBM 

41) Richard D Fisher Jr, North Korean KN-06 SAM test shows similarity to Chinese, ‘

Russian systems,’ IHS Jane s Defence Weekly’ , 13 April 2015, p.16.

42)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이 아닌 SLBM , Submarine-launched Cruise “

개발할 수 있다 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기도 한다Missile (SLCM) . James Hardy, North ” ‘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p.17.’

43) Kim Hyun-ki, North s submarine launch may jhave succeeded,‘ ’ ’ Korea Joongang Daily, 

April 27, 2016; Kim So-hee, North claims eye-opening test of an SLBM,‘ ’ Korea 

Joongang Daily, April 25, 2016, p.1 & 2; Sarah Kim, UN condes Pyongyang‘ ’s submarine 

launch,’ Korea Joongang Daily 김종민 윤석준 북한 평가, April 26, 2016, p.1 & 2; & , SLBM ‘

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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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험 발사 동년 월 일에 실시되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차 발, 11 28 2 SLBM 

사 그리고 동년 월 일에 다시 동해에서 차 발사를 실시하 다 당12 13 3 SLBM . 

시 국내 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개발에 대한 비교적 신중한 평가를 SLBM ㆍ

내리고 있었다 년 월 이후 국내 외 평가는 년 월 일에 공개된 . 2015 5 2015 5 8ㆍ

북한 발사 자료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성능발휘에 대한 신SLBM 

뢰성이 낮게 나타났다 당시 북한의 개발 보도는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 SLBM 

력 균형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개한 각종 

사진 및 동 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소 신중한 평가를 내

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위협을 가장 긴박하게 보도한 언론 매. SLBM 

체는 국민일보 으며 북한이 이르면 년말에 신형 생산과정에 , 2016 SLBM   “

돌입할 것이다 라고 미국 해군분석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es: CNA) ”

피터 브레넌 연구위원 평가결과를 인용하여 위기론을 지적하(Peter Brennan) 

다.44)

당시 신중론의 주된 근거는 구소련 탄도미사일 발사 바지 사용PSD-4 ①

설 잠수함 탑재 능력 규모 높이 둘레 및 , (conning tower : 4.25m 2.25m) ②

작전여력 반경 길이 무게 톤 탑재수량 액체, SLBM( 1.50m, 8.89m, 14 ) , ③ ④

연료 사용 공개된 상의 화염 분석 공중발사 각도 등 기술적 운, , (74 ) ⑤ ⑥ °

용상의 문제 다.45) 심지어 북한이 년 월 일 이후 지속적으로 년  2015 5 8 2015

월 일에 실시되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차 발사에 이어 년 11 28 2 SLBM 2015

월 일에 다시 동해에서 실시하 으나 북한의 개발은 미국과 한국12 13 , SLBM 

에게 표면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 다. 

당시 일부 군사전문가에 의거 북한이 관련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여 SLBM 

년안에 실전배치를 할 것이라는 평가2-3 46)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 2015 12 10

북한 김정은의 수소폭탄 개발 언급과 북한의 차에 이은 차 추가 지하 핵실험 3 4

44) 최현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이르면 내년말 보유 브레넌 연구원 주장 국민 , , CNA ,北 美 ‘ … ’  

일보 년 월 일, 2015 11 5 .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3308539 검색 (

일 년 월 일 참조2015 11 6 ) .

45) 채병건 정용수 북 은 협상용 은 치명적 쪽 & , ICBM , SLBM , 6 .‘ ’

4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손원일 포럼 결과 보고서 , KIMS , 2015-2 No. 10, 북한의 발사시험SLBM 

과 우리의 대응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년 월 일 및 ( : , 2016 5 26 ) Captain(retired) Peter 

Brennon, North Korean SLBM Development: Prospect and Rationale, a paper presented ‘ ’

at the 8th KIMS-CNA Maritime Security Workshop entitled ‘Evolution of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 and ROKN-USN Cooperation of where held ’

on November 4-5 2015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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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될 수 있는 지구 관측 인공위성 투(SLV) 

사를 위한 다단계 장거리 로겟 발사 시기 도래 등에 의거 큰 주목을 받지 못하

다 심지어 당시 북한 에 관한 기사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 간의 이견. SLBM

으로까지 노출되는 형국까지 보 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월 일자 발사를 작년 월 일4 23 SLBM 5 9 , 

월 일 그리고 월 일에 이은 번째 수중 사출시험 으로 11 28 12 21 4 (ejection test)

평가하면서 그 동안의 신중론에서 벗어나 위기론으로 수위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47) 북한은 지난 년 월 일에 광명성 을 전략 잠수함 2016 4 23 SLBM“

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월 일 김정일 생. 4 15”

일인 태양절을 맞추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수단 또는 에 이은 (KN-08 KN-14)

또 다른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다 지난 월 일자 발사에서 신. 4 23 SLBM ①

형 고래급 잠수함 출현 고체 추진연료 사용 에 준한 양호한 공중발, , 90② ③ °

사 각도 유지 그리고 사출시험 이후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 (cold launch) ④

등이 관찰됨으로써 북한의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SLBM “

다 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년에 즈음해 실전 배치가 . 2020 SLBM ” “

가능하다 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 예측이며 월 일 제 차 . , 4 23 4”

발사 이전에는 보다 장기간을 예측하 다 예를 들면 년에서 년으로 보는 . 5 10

전문가도 있었다 그러나 월 일 이후는 평균적으로 년으로 예측하는 추. 4 23 3-4

세를 보이고 있다.48)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군사전문가는 탑재 잠수함 배치의 은SLBM ①

성 장거리 항해능력을 갖춘 잠수함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 확보 가능성, ( ) , ②

북한의 탄도미사일 탄두 공개 신형 고체연료 개발 주장의 사례를 들어 , ③ ④

북한의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SLBM .49)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 “

47) 이는 지난 월 일에 실시된 북한의 이후 국내 언론 매체에서 공중폭발 기사를 년  4 23 SLBM 2016

월 일 보도하기 이전까지의 대부분 논지 다 정치 국제 지난달 동해상 발사 북한 공5 2 . : SLBM ‘ ㆍ

중 폭발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 2016 5 2 , 19 .’   

48) 월 일 이전 평가는 4 23 Kang Jin-Kyu, North s submarine is reported marred in test,‘ ’ ’ Korea 

Joongang Daily, December 10, 2015, p.2; Pyongyang still pursuing SLBM capabilities,‘ ’

Korea Herald, January 7, 2016, p.2; Song Sang-ho, N.K. to deploy SLBM 3-4 years,‘ ’

Korea Herald, January 11, 2016, p.3 참조 월 일 이후 평가는 양낙규 우리 군도 . 4 23 , SLBM ‘

개발 착수 북한보다 년 늦을 듯 아시아경제 년 월 일 김형구 전수진 북 잠3-4 , , 2016 4 25 ; & , … ’   ‘

수함 회항 포기한다면 년 내 괌 공격 가능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및 김종민 윤, 23 , , 2016 4 26 , 6 &’   

석준 북한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참조, SLBM , . ‘ ’

49) 김형구 전수진 북 잠수함 회항 포기한다면 년 내 괌 공격 가능 중앙일보 년 월  & , , 23 , , 2016 4‘ ’   

일 쪽 및 김종민 윤석준 북한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참조26 , 6 & , SLB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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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우려와 주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

행하고 있듯이 북한은 개발과 확대형 잠수함 건조를 절대로 포기하지 , SLBM 

않는다 고 단정하고 있다. ”

물론 반론도 있다 이는 년 월 일에 최초 수중 사출시험 발. 2015 5 8 SLBM 

사 동년 월 일에 실시되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차 발사 그리고 , 11 28 2 SLBM 

동년 월 일에 다시 동해에서 차 발사를 실시한 조급한 추진 등이 12 13 3 SLBM 

모두 실패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년에 발사. 2012

한 은하- 호와 이번 년 월 일에 발사한 광명성 유사형 미사일이 3 2016 1 6 ICBM 

거의 동일하며 성능상 차이점이 없다는 국내 외 군사전문가들의 보도를 들, ㆍ

어 북한 위협이 아직도 고도화 및 실전배치 수준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WMD 

다.50) 현재 북한이 등의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무시하고  SLBM WMD 

너무 빠른 속도를 진행시키고 있어 다분히 외교 정치적 이미지를 원하는 것ㆍ

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판단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한반도 위기론보다 가능. 

한 대화와 협상에 의거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 

금년 월 일 이후 그리고 월 일 이후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 시현한 각종 1 6 2 7

관련 공개내용과 실물들은 그 동안 북한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WMD ‘

하여 위협을 구축하여 왔는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WMD ’

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점차 진화하는 북한의 개발에 대한 신중론 보다 . SLBM 

위기론에 따른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난 제 차 인공위. 4

성 발사를 위한 시험 발사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월 일 논평을 통해 ICBM 4 27

월 일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발사 로켓이 위성개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2 7“

하 으며 북한의 지속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발사를 시도하 다 고 , ”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51)

궁극적으로 국내 외 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개발이 SLBM ㆍ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향후 년 이후인 년에 즈음하여 자, 3-4 2020

체 개발한 과 발사가 가능한 독자적 잠수함 을 확보하여 실SLBM SLBM (SSB)

50) 예를 들면 국방부 발표는 이주형 월 북한 발사 광명성호 위성 개발 목적 아니다 국방일보 , 2 . , ‘ ’   

년 월 일 쪽 참조 외신은 2016 4 28 , 2 . Peter Felstead, North Korea s rocket launch reveals ‘ ’

use of cloaking measures,’ IHS Jane s Defence Weekly’ , 17 February 2016, p.6; James 

참조Hardy,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p.17 .‘ ’

51) 주된 이유는 페이링에 폭발흔적이 있어 은폐를 위해 고의적으로 폭발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평가 

하 으며 이는 북한이 상용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다단계 장거리 로켓이 아닌 대륙 간 탄도 미, 

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시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이주형 월 북한 발사 광명성호 . , 2‘

위성 개발 목적 아니다 국방일보 년 월 일 쪽. , 2016 4 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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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너무 . 

빠르고 성급하게 개발과 해상 사출시험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SLBM 

며 비록 노후된 군사과학기술과 구형 장비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속, 

적으로 개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북한의 핵무. 

기 개발 사례에서 식별할 수 있다.

한 미 연합해  능  강  . Ⅳ ㆍ

한  해   안

이와 같이 북한 배치가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는 즈음에 국내 외 SLBM ㆍ

관심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략적으로 . “ ”

한 미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WMD ㆍ

키는 방안과 작전적으로 북한의 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책을 마련SLBM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년 월 일에 북한의 수중 사출시험 발사 성공 보도 이후 2015 5 9 SLBM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확산방지 우산 지원을 강화WMD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적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

어체계 개념을 수중으로 적용시키(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는 한국형 수중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Underwater KAMD)‘ ’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지난 월 일에 북한이 실시한 차 수중  4 23 4

사출시험 발사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을 탑재하고 한반도 주변 해SLBM

역으로 전개되는 주된 플랫폼인 신포급 또는 고래급 잠수함의 실전배치와 수

중 은 작전에 대비하여 우리 해군이 보다 넓고 깊은 해양을 담당할 수 있는 

포괄적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키(Comprehensive Anti-Submarine Warfare)‘ ’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첫째 한 미 동맹 강화에 따른 한 미 해군간 연합대잠작전 능력 향상이, ㆍ ㆍ

52) 정용수 수중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중앙일보 년 월 일 , , , 2015 5 13 .‘ ’   

53) Ser Myo-Ja, Park views test-fire of new missile,‘ ’ Korea Joongang Daily, June 4, 201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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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 월 일 우리 해군 천안함 이 백령도 근해에서 . 2010 3 26 (ROKS Cheonan)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함에 의거 폭침당하는 도발이 자행된 이후 우리 정부

는 북한의 재래식과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는 다양한 한 미 해군 간 연WMD ㆍ

합해상훈련 및 대비 작전개념을 추진하고 있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 ㆍ

의거 핵 보유국이 아닌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은 미국이 동맹국으로

써 당연히 핵우산 확장억제 전략을 구현하는 전략적 군사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 점을 간과하여 무리한 한국 핵무장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

다.54) 심지어 미국이 한 미 동맹 맞춤형 핵우산 확산억제 전략의 적극적 적 ㆍ

용을 약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원적으로 한국이 한 미 동맹 원칙에 의거 한 미 간 상호보완적 ㆍ ㆍ

기능강화에 의거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미국 주WMD . 

요 인사들의 최근 북한의 과 위협 대두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 논ICBM SLBM ‘ ’

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 ‘

의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협으로 재정의WMD ’

하며 이에 대한 한 미 동맹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체제 구축을 제시한 보도들‘ ㆍ ’

에서 나타나고 있다.5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이 미국 본토와 동아시아 전개 군사기SLBM‘

지를 타격하려고 개발되고 있다는 전제라면 북한이 위협을 동맹국 미, WMD ’

국에 대해 가하는 경우 한국이 동맹국으로써 적절한 한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 구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소위 상호보완적 동맹의 핵심‘ ’

이다 최근 한 미 양국 간 한반도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단 구성이 되. THAAD ㆍ

어 현재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56) 아울러 기존의 한국 해 

군 세종대왕급 전투체계를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개선하KDX- batch-2 Ⅲ

고 탄도 미사일 요격 수단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57) 이미 플랫폼이 확보되어  

54) Michael Austin, Will South Korea Go Nuclear?‘ ’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5, 

2016, p.3; Robert A. Manning, The logic of a nuclear Asia,‘ ’ Korea Joongang Daily, 

참조March 10, 2016, p.9 . 

55) 유지혜 아이혼 미국 핵무기 사용 옵션 배제한 것 없어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 , , 2016 4 27 , 10 & ‘ ’   

이 선 북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피해도 생각해야 국방일보 년 월 일 쪽, , , 2016 4 28 , 10 .‘ … ’   

56) Sam LaGrone, South Korea, U.S. in Talks to Increase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 ‘

Capability,’ US NI Newsletter 김철환 한미 사드 협의 공동실무단 출범, February 8, 2016; , ,‘ ’

국방일보 년 월 일 쪽, 2016 3 7 , 2 .  

57) 여기에는 다소의 논쟁이 있다 을 로 방어할 수 없다는 시각과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 SLBM MD . ‘ ’ ‘ ’



70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있고 작전경험과 전문인력이 구비된 상황하에 주변국이 우려하는 위협WMD 

을 한국만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 

지상군이 운용하는 지상 전개용 사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58)

이제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일부 간과하 던 취약점을 북WMD 

한이 극복하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SLBM . 

정권에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전략 또. 

는 군사적 재균형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이 직면한 세계 안, 

보 차원에서의 현안은 유럽 북극해 그리고 중동에서 갈등과 우방국 비협조로 , 

미국이 힘겨워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대부분 미국 해군의 비중이 동 남. ㆍ

중국해 에서의 중국의 일방적 역사적 권리 및 주(East and South China Sea)

권 주장에 따른 역내 안보구도의 재편에 대응하는 대응작전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추진에 따라 항해 자유 작전(Freedom of 

실시와 싱가포르에 첨단 연안전투함Navigation Operation) (Littoral Combat 

을 순환주기로 배치하는 것이었다Ship: LCS) .59)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통적이며 엄중한 군사적 ,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개 군사력 소요와 실제 동아시아 해

양에 전개된 유형과 배치에 대한 일종의 괴리 가 발생하고 있어 (discrapency)‘ ’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전통적 해양 위협에 대응하는 . 

대잠전 등의 전통적 해군작전 분야에 대한 해군력 증강보다(naval warfare) , 

비군사적 위협과 역내 경쟁국 간 해양패권 경쟁 등의 해양안보(maritime 

차별화된 시각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정확한 탄도 미사일 추적이 있어야 요격이 가능하나, , 

의 경우 이들 가지 모두가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시각이든 북한의 SLBM 2 .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억제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 해군이 운용SLBM . 

중인 개발과 작전배치에 대해SM-3/6  Daniel Wasserbly and James Hardy, US eyes close ‘

BMD collabo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 ’ IHS Jane s Defence Weekly’ , 4 June 

2014, p.11; Daniel Wasserbly, USN s SM-6 and over-the-horizon fire control score ‘ ’

intercepts at sea , ’ IHS Jane s Defence Weekly’ , 16 July 2014, p.13; Richard Scott, SM-3 ‘

Block A program set for CTV test , Ⅱ ’ IHS Jane s Defence Weekly’ , 21 January 2015, p.11; 

Daniel Wasserbly, Next-generation SM-3 takes its first flight , ‘ ’ IHS Jane s Defence ’
Weekly, 17 June 2015, p.7; Doug Richardson, SM-6 enters full-rate production , ‘ ’ IHS 

Jane 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 참조June 2015, p.14 . 

58) Sukjoon Yoon, Are China s THAAD Fears Justified?‘ ’ ’ The Diplomat, February 20, 2015; 

Choe Sang-Hun, South Korea prods China for Action,‘ ’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January 14, 2016, p.3.

59) David Larter, Tension Builds Over Islands,‘ ’ Defense News, April 11, 2016,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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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역내 특정 국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security)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수중 역 을 군사도발 공간으로 활용하고 (underwater domain)

있으며 위협 수단을 수중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군사전문가들은 , WMD , 3-4

년 이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 미 양국 . ㆍ

해군은 과거 냉전시 구소련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원칙적 대잠전 협‘ ’

력 관계로 뒤돌아가는 북한 심포급 잠수함 실전배치에 대응하는 협력체제로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해군이 제공할 수 있는 대잠전 분야에서의 공세. 

적 전력 운용 분야와 한국 해군이 제공하는 방어적 대잠전 전력 간에 상호운용

성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해군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과 대. 

잠전 전용 첨단 해상초계기 그리고 한국 해군이 그 동안 축적한 연안 대잠P-8 

전 관련 자산과 수집된 수중정보 관련 저주파 정보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의 대잠전은 군사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며 관련국 간 . 

상호보완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비중을 받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 

양에 대한 저주파 수중정보 관련 협력이 중요하다.60) 지난해 월 초에 개최된  11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와 미국 해군분석연구소 간 개최된 연례 해(KIMS) (CNA) 

양안보 워크숍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층 깊게 다루었으며 이에 따라 차track 2 

원에서의 이와 유사한 양국 해군 간 대잠전 향상 방안이 제안되었다.61)

둘째 한국 해군의 독자적 대응 방안이다 이는 한국해군이 북한 잠, . SLBM 

수함이 동해를 거쳐 원해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적 반접근 전략“

구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작전 개념의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 ”

핵심은 우선 해양위협은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억제시켜야 한다는 원칙과 다‘ ’

음으로 적국 잠수함이 모기지를 출항하여 원해로 전개되기 이전에 잠수함을 ‘

모기지 근해로부터 원해로의 접근 을 제한시키는 적극적 대잠작전 실(access)

시하는 원칙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우선 선제적 조치이다 향후 북한이 발의 을 탑재한 신포급 또는 . 1-2 SLBM

고래급 잠수함을 동아시아 미국 입장에서는 서태평양 원해에 실전 배치시키는 ( ) 

경우 역내 주요 국가 모든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집중되는 최악의 , ‘

60) Richard Scott, Sound effects: low frequency active sonar comes to age,‘ ’ IHS Jane s Navy ’
International, May 2015, pp.26-31.

61) Papers presented at the 8th KIMS-CNA Maritime Security Workshop held in November 

4-5, 2015 in Seoul co-hosted by KIMS and CNA.



72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시나리오 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 동안 해양안보 학자와 전문(Worst scenario) . ’

가는 이구동성으로 역내 국가들이 잠수함을 경쟁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좌우하

는 로 간주하여 무리한 잠수함 보유를 확장시키는 추세에 대한 game changer‘ ’

우려를 나타냈다.62) 실제 과거에 잠수함 확보에 대한 큰 관심을 크게 두지 않 

았던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이 중국과의 해양 유권 분쟁에 따른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하고자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를 들면 남중국해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서 중국과 해양 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개량형 킬로 급 잠수함 척 도입을 약 억 (Kilo) 6 20

불에 결정한 것이었다.63)

지난달 초 북한의 차 수중 사출사험 발사로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SLBM 4

주변 해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은 잠수함 전력. 

이 막강한 국가들로 포진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 그런 북한이 이, . 

제 을 탑재한 탄도 미사일 잠수함 를 동해에 전개시키고 외교 전략SLBM (SSB) ㆍ

적 목표로 운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억제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 . 

해군이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 위주의 연안 대잠전에 추가하여 원해 대잠(SSK) 

전을 동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잠전 전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 이를 . 

통해 한국해군 수중전력이 북한의 위협잠수함 출입로에 배치되어 모든 잠수함

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을 필요로 한다(SSN) . 

다음으로 반접근 작전이다 북한의 과 신포급 잠수함 (anti-access) . SLBM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제한점이 존재할 것이다 냉전시 구소련은 세계 최대 . 

규모의 을 탑재한 타이푼급 핵잠수함을 원해에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못SLBM

하고 주로 바렌츠해 근해에 전개시키는 요새전략 을 구사(bastian strategy)‘ ’

하 다 주된 이유는 핵잠수함 단독 전개 및 작전에 따른 취약성과 지휘. SLBM 

통제 능력이 미흡하 기 때문이다 당시 서방은 구소련 핵잠수함이 요새(C2) . 

전략을 극복하고 원해로 나오기 이전에 모기지 근해로 작전해역을 제한시키는 

적극적 대잠작전을 실시하 다 이는 현재 중국해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64)

62) Christopher p.Cavas, Seeking Game Changers in the Underwater World,‘ ’ Defense News, 

November 30, 2015, p.18.

63) 년 월 일에 베트남 해군은 번째 급 잠수함을 인수하 다 2016 2 2 5 636 Kilo . Vietnams fifth ‘ ’

Kilo, IHS Jane s Navy International’ , March 2016, p.5.

64) Lee Willett, Strategic power: SSBNs maintain course in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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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전개념이 향후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를 위해 원해에서 대. ‘ ‘

잠전을 단기간 내에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터보엔진에 의한 가 P-3C

아닌 제트엔진에 의거 신속하게 탐색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격파할 수 , 

있는 대잠전 항공전력 현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해 대잠초계기 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분전력P-8 . 

에 의거 수집된 수중정보를 현장에서 융합하여 현장에 적용시키고 이에 따라 

포괄적 대잠전을 현장에서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대잠전용 항공모함(ASW ㆍ

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을 탑재한 잠수함이 수중으로 들CV) . SLBM

어가며 이를 식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를 탐지 식별 격파하는 대잠전은 . - -

종합 도구상자 와 같다 모든 수단을 갖추고 의 가능성에 대비해(toolbox) . 1%‘ ’

야 한다 그래야 북한 잠수함 작전반경을 신포항 주변해양으로 . SLBM (SSB) 

철저히 제한시키고 원해로의 전개 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deploy) . 

해 한국 해군이 북방한계선 북쪽 해역에서도 수중에서 감시 및 정찰 작전을 

수행하여 잠수함 대 잠수함 작전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미 간 전략적 협- -  ㆍ

의 가 필요하다(strategic consultation) . 

셋째 이러한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어떠한 전력을 구비, 

해야 하는가이다 원칙적으로 북한 탑재 잠수함을 식별하는 대잠전은 . SLBM 

시간과 확률의 작전개념인 바 통상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투자가 10

요구되는 해군력 확보의 특징을 고려 시 다음과 같은 시급한 해군력 전력소요

의 긴급제기가 요구된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소요이다 현재 우리 해군. (SSN) . 

이 추진 중인 장보고 은 대우해양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KSS- batch-1 , Ⅲ

장보고 추진체계가 미확정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KSS- batch-2/3 Ⅲ

다.65) 이를 핵추진체계로 결정하여 점차 증대되고 현실화되는 북한 대량살 

상무기 위협이 수중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시켜야 한다 일부는 기술. 

적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 제기하나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사전실무 차, 

원에서 검토가 과거에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 

소 건설 능력을 고려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재원도 장기간. 

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자되는 점을 고려시 그리 무리한 재원 투자는 아니라고 

IHS Jane s Navy International’ , December 2015, pp.13-14. 

65) Ridzwan Rahmat, Batten down the hatches: South Korean yards prepares for challenges,‘ ’

IHS Jane s Navy International’ , October 2015, pp.18-23; http://news.sbs.co.kr/news/

endpage.do?news_id=N10033436508plink=ORI&cooper=Daum 검색일 년 월 일 ( 2016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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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상 종합 플랫폼 구비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독도급 상륙함. 

을 대잠전용 항공모함 으로 개조시키는 방안을 긴급소요로 반(LHD) (ASW CV)

시켜 복잡한 근 원해 대잠작전의 완전성을 구비해야 한다.ㆍ ‘ ’ 66) 사실 기존의  

독도함은 이미 지휘통제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기 독도함 건조에 있어 , 

보다 입체적 대잠전 수행 전력을 추가시키어 현재 단위 함정 및 항공기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대잠전을 현장에서 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를 대체시킬 전력으로 미국 해군과 인도해군이 운용중. P-3

인 기종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는 정확히 터보 엔진을 사용하여 P-8 . P-3

근해 중심의 대잠항공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시간 동안 광활한 해역을 커, 

버하다 보니 정례적인 대잠초계 작전을 실시하여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단점, 

을 갖고 있다 냉전 시 약 대의 대잠초계기를 운용하던 일본 해상자위. 100 P-3 

대 가 유사형의 제트(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P-8 

엔진 대잠초계기를 운용함으로써 비용 인력 및 전력 소요를 효율적으로 절감, 

하고 있다 최근엔 인도해군 이 미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 . (Indian Navy: IN)

해군으로는 최초로 을 도입하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P-8 . 

이에 대해 일부는 북한 위협이 북한 당국에 의거 과대포장되었다는 WMD 

일부 전문가 의견과 성능 개량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67)을 들어 

과잉대응 우려를 나타내나 한반도 주변 해역이 역내 국가의 잠수함 작전해역, ‘ ’

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 중국과 

일본도 원치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 

수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억제한다 그 중심에 우리 해군의 . 

선제적 반접근 전략을 수행하는 전력 확보가 있다.

66) Sujoon Yoon, Expanding the ROKN s ASW capabilities to deal with North Korea SLBMs,‘ ’ ’

PacNet, No. 31, May 28, 2015.

67) 예를 들면 국 에 보도된 다음과 같은 기사 참조 IHS Jane s Defence Weekly . James Hardy, ’

North Korean SLBM test presents more questions than anwsers,; Peter Felstead, North ‘

Korea s rocket launch reveals use of cloaking measures, ; Reuben F Johnson, Anaylsts ’ ’

remain sceptical of North Koreas nuclear strike claims, IHS Janes Defence Weekly, 16 
March 2016, pp.4-5; Richard D Fisher Jr, North Korea making progree towards fielding 

KN08 ICBM, IHS Janes Defence Weekly, 24 February 201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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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Ⅴ

이제 우리는 북한의 에 대한 신중한 판단보다는 위기론으로 보는 시SLBM

각에 의거 향후 북한의 실전 배치에 대비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군사기술 . 

측면에서 북한의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SLBM , 

종 기술적 취약점과 작전적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성 위협도 . 

위협이며 긴장국면을 해소하더라도 에 의거 북한의 위협에 완, Plan B WMD ‘ ’

전하게 대응해야 한다.68) 특히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의 위협은 한국을 포함 

한 동맹국 미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 중국과 일본에도 위협이다 특히 우리 . 

정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나중에 동북아 군사적 균형을 파, 

괴하는 로 출현할 수 있다는 최악으로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대game changer

비를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론에 비중을 두고 한국 해군이 수립할 수 있는 

비교적 거시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한미 대잠전 위주의 연합해군작전 강화를 

통한 대비방안을 제시하 으며 핵추진 잠수함 차세대 해상초계기 및 대잠전 , , 

전용 항공모함 확보를 제안하 다 모두 과거에 추진되었고 조만간 미래 전력 . , 

소요로 제기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북한 . 

과의 경쟁은 시간과 확률의 개념이다 북한의 이 현실화되는 경우 SLBM . SLBM

이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 밖의 범위로 변질되어 버린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에 대비하는 대잠전은 플랫폼 중심과 동시에 탑재SLBM

되는 첨단 장비 및 체계 중심적 해군작전이며 이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 

시간과 확률을 높이는 작전개념이다 앞에서 본 논문은 핵추진잠수함. , ① ②

대잠전 전용 항공모함 차세대 대잠전 해상초계기 확보 선제적 반접근, , ③ ④

전략을 구현하는 해군 대잠전 개념 수립 필요성 그리고 정전이후 적용되어 ⑤

온 기존의 교전규칙 개선을 제시하 다 현재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 

위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설마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문, ‘ ’

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월 일 이후에야 각종 . ? 4 23

국내외 언론 매체과 관련기관들이 설마하 던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을 느끼‘ ’

68) 는 최초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수립한 대비책을 의미한다Plan B . Sukjoon Yoon, 

참조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ime for Plan B ? PacNet, No. 26, March 11, 20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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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의 상투적 대응책이 아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 

고 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공개하여 점차 수중으로 확대되고 있. ‘ ’

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WMD 

필요할 시기이다 불행하게도 이는 우리가 스스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 

협인식에 의한 것이 아닌 북한의 지속적인 발사 등의 무리성에 의거 인SLBM 

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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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and Reaction of Republic of 

Korea Navy

Sukjoon Yoon*69)

This paper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operational contexts 

within which North Korea’s latest acts of nuclear blackmail, its test-firing of an 

SLBM on April 23rd 2016 and it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th 2016, 

should be understood. Analysis of the KN-11 SLBM and the Sinpo-class SSB is 

based on official South Korean, US and others sources, especially the ROK 

MND, as well as other resources from South Korea, US and others. 

Unfortunately, the results of this exploration are inconclusive: there is simply 

not enough evidence available at present to either confirm or refute the 

existence of a functional North Korean SLBM and SSB.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determination to possess such assets should not be taken lightly. But 

even accepting North Korea’s claims about its SLBMs at face value, which is 

undermined by news of apparently unsuccessful follow-up test-firings in 

November, and probably December 2015, there is little proof that North Korea 

has yet succeeded in miniaturizing its nuclear warhead, so the most extravagant 

fears are not yet justified. Taken together with North Korea’s latest 

announcement of a supposed successful SLBM ejection-test, on March 23th 2016, 

the KN-11 SLBM claims should probably be seen as primarily about proving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power, both to exert external political 

pressure and to bolster internal political support for Kim Jong-un’s rule. In 

conclusion, this paper recommends formulating a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for the ROKN, proposes acquiring an ASW CV and SSNs to implement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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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strategic deterrent patrols, and urges extending the existing limited 

AORs to facilitate the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Other deterrence options 

may be suggested, but it is surely significant that the ROKN has recently 

publically referred to the deployment of an ASW CV and SSNs for the first 

time.

Key Words : North Korean WMD threats, KN-11 SLBM, Sinpo-class SSB, 

South Korean requirements on SSN and ASW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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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 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 

과 국제사회는 지난 년이 넘게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보상 제20 , 

재 압박 등 많은 수단을 동원하 다 그러나 실패하 다 실패의 원인은 다양, , . 

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국제적 .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었다 국제적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충분한 고통을 강요할 수 없었다 특히 북한정권이 생존에 직접적. 

인 위협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변화시키기 어려웠

다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압박수단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 

한 제재를 반대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핵개발과 정권

생존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차 핵실험에 대해 과거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4

하여 북한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압박하고자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 . 2270

호 년 월 일 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2016 3 2 )

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 

비록 경제적 제재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

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조치들도 포함되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후견국인 중. 

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장이 지역안보에 대한 악 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전례가 없이 적극적이다 따라서 비. 

록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이 중러 변수로 인해서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북한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향후 북. 

한문제의 관건은 중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충실

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본 논문은 북한의 차 핵실험과 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4 6

가 채택한 대북제재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보적 의미와 해군, 

의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제재가 어떠한 .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포함하고 , . 

있는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관련국들의 행동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 

한다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도 중요하다 국제안보가 상호간의 . . 

행동에 따른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대북제재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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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 향후 한반도 상황에 지대한 향을 미칠 것임을 말

해준다 한국은 단순한 대북 제재의 이행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로서 야기될 수 . 

있는 다양한 안보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 , 

한은 국제적 제재에 대해 도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대응책은 매우 중요하다.

한  핵개  책과 공  재를 한 . Ⅱ

본  건 

한  핵개  책과 과거 비핵  상  훈1. 

지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핵개발 노력을 포기시키기 20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지만 실패하 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은 왜 실. 

패하 으며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는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차 , . 1

북핵 위기가 년에 발생하 으며 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1993-1994 , 1994

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 당시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위. 

협하 으나 이행하지는 못하 다 당시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한 일시적인 봉. 

합보다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제거하고 포기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가 이

행되었다면 오늘날의 북한 핵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비 리에 1998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구하 으며 년 미북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폐, 2002

기되었다 년부터 시작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자회담은 일정부분 성과를 . 2003 6

얻었지만 자회담은 년 말 중단되었다 북한은 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6 2008 . 6

상 과정을 국제적인 지원과 보상을 얻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과

정으로 활용하 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노력이 원점으로 돌. 

아왔으며 북한 핵상황은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 . 

그렇다면 북한 핵개발 의지를 협상과 대북제재에 의해서 포기시킬 수 있는

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명확히 판단하고. , 

과거의 대북협상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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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면 단순한 협상과 일상적인 제재 방식에 의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

여 성공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핵개발 의지와 현재의 . 

북한 핵기술 능력은 단순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강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특히 지난 년이 넘는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을 벌 던 교훈들은 . , 20

향후의 대북 협상전망이 매우 비관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행동변화를 .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제

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국제적 압박에 굴복하여 . 

핵능력을 포기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고통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보면 북한은 이를 어떠한 보상과 맞바꾸지 않겠

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핵. 

개발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이 핵개. 

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 었던 반면에 김정일은 비핵화를 위한 여건 

또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국. 

제사회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미 자신은 핵보유국. 

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협

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북한 핵능. , , 

력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상호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년 북한의 개정 헌법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김정은 2012 . 

정권은 년 핵운용과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 으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2013 ,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정책을 기본정책으로 공표하 다 이는 김정은 정권. 

이 핵개발과 핵능력을 포기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

와 행동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단순한 핵개발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나 공갈이 . 

아니라 자신의 핵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행보이다. 

소위 겁쟁이 게임에서 서로의 담력을 겨루기 위해 정면에서 마주보고 충돌을 ‘ ’

향해 돌진하는 운전자가 자신의 핸들을 망가뜨리고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형상이다 즉 북한은 한미와 국제사회에게 핵개발과 핵능력의 발전은 이미 되. ,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발전 상황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

렵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비핵화 협상의 사례. 

를 살펴보면 북한과 같이 수차례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국가가 핵포

기를 한 사례는 없다 핵무기 개발을 비 리에 추구하 던 리비아 이라크 이. , , 



86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란 등은 핵개발 초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등에 의해 핵개발을 포

기하 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상호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 , 

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쟁을 실시하 다 남WMD . 

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여 성공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 음에

도 불구하고 년 백인정권이 흑인정권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1989

핵포기를 선택한 유일한 국가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 으며 이제는 핵보유 지, 

위를 기정사실화하 다 협상이론이 설명하고 있듯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 

에 이를 포기토록 압박하는 것은 쉬우나 이미 핵개발을 성공한 상대에게 핵포

기를 강압하는 것은 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규격화를 달성하 다고 발표하 다 북한은 차 핵실, , , . 4

험을 시험용 수소탄 시험이었다고 발표하 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록 북한이 . 

수소폭탄을 개발하지는 못하 지만 중수소를 활용한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하3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은하 호 로켓 를 통해 인공위성을 우주에 6 ( 3 )

진입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과시하 다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 KN-08 

폭형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원구형 물체와 의 구체적인 실물을 공개하KN-08

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자 북한은 재진입. 

기술과 관련하여 재진입시 발생하는 고열에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력

을 확보하 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상모의실험의 성공적 결과를 사진과 

함께 발표하 다 또한 김정은은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 

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빠른 시간에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 다 장거리 미사일. 

의 경우 은하 호 로켓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 다 향, 3 . 

후 재진입 기술과 표적타격을 위한 최종단계 정 유도 능력을 확보하면 실질

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 

북한은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 을 실전 배치, , , KN-08ㆍ ㆍ

하여 운용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수차례 발사를 통해서 능력을 과시하고 있. 

다 그러나 무수단 미사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진입기술을 과시하고자 하 지. 

만 발사실험에서 실패하 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 (SLBM) 

위한 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바와 같이 핵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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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확보하 다고 전제할 경우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지역국가를 직접 위, 

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핵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과거 자회담 협상의 단골 메뉴 던 핵개6

발 및 핵물질 생산의 동결과 같은 봉합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이러한 협, 

상은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하. 

게 포기하겠다는 행동의 변화를 압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 포기와 해체를 위한 로드맵 구체적인 행동조치들과 이를 감시, 

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동시에 필요하다.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생존에 대한 임박하고 중대한 압박에 직면하지 않을 경, 

우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헌법 법제 정책의 핵심으로 핵, . , , 

능력을 선전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를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가 

놓은 생존문제에 대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를 위. , 

해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년 이상 . 20

지속되었으며 자회담은 년이 넘게 지속되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 다는 , 6 5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같은 핵 프로그램의 . , 

단순한 중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오랜 협상시간을 소비하 고 많은 보상을 

제공하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 , 

국의 협력 및 강력한 리더십이 동시에 요구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

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대북협상과 압박정책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 

지원정책으로 사실상 강력한 압박을 이행하기 어려웠었다 현 상황에서 북한. 

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

재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  행  한 본  건2.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차 핵실험과 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 4 6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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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 

의 성과를 평가하면 북한의 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4

어렵다 비록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 호는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 호. 2270 1718

년 월 일 유엔안보리 결의 호 년 월 일 유엔안보리 (2006 10 15 ), 1874 (2009 6 12 ), 

결의 호 년 월 일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이지만 북한 정권의 생존 2087 (2013 1 22 )

자체를 압박하기는 많은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 , 

통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재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하 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 한국과 미. , 

국의 주기적인 정권교체 및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이 자신에 대

한 제재와 압박을 변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 다 따라. 

서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 호의 효과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2270

성공적 보장을 위한 이러한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 

한국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민적 의지의 결속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국의 강력한 억제체제는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한 협박 및 

위기조성 전략을 봉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국민의 결. 

속은 북한이 위기조성 및 한국 내 반정부 세력을 동원하여 한국 사회 내의 갈

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은 . 

한국에 대해 핵 타격 청와대 타격 등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 , 

청와대 타격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위협은 과거와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핵위협을 공개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서울을 인질로 한 장사정포를 사용한 위협과 핵위협을 병행하는 ,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 억제력을 통해 한미의 행동을 상당수준 억제하. 

고 차단할 것으로 인식하고 보다 호전적인 위협 공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민주사회 수출주도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 

위협공갈이 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실. , 

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반도 군사적 위기나 긴장을 조성할 경우 한국경제는 , 

직접적인 향을 받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 경쟁자.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상호 비판은 북한이 한국 정치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정책이 효. 

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공갈로 협박하고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여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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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조성을 포기토록 할 수 . 

있는 강력한 억제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결속과 의지를 응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게 고통과 비용을 충분히 강요할 수 있는 맞춤형 제재를 장기, 

간 이행하고 대북제재의 허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게 경제제재. 

와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군사적인 직접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위협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는 군사적 수단은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북제재

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은 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기간을 겪으면서도 생. 1990

존하 다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 호가 이행되면서 북한은 또 다른 . 2270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핵능. , 

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로 인해 조만간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권생존을 위한 핵개발이 역으로 정권생존. 

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역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을 강압하. 

기 위한 이러한 대북제제 조치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북한의 취약성을 공략하고 북한이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여 자신의 생존

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면 하게 분석하여 이를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 및 적극적 역할이 , , 

요구된다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피. 

하고 극복하고자 하 다 동맹국이며 후견국인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 

북중국경 지역의 허술한 국경통제를 활용하여 경제적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켰

다 중국은 북한문제를 미중관계의 패권경쟁 향력 경쟁의 차원에서 바라보. , 

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조성하거나 북한을 봉쇄시키기 

위한 조치를 반대한다 중국은 북한을 미중경쟁의 완충지대로서 중시하고 있. 

고 북한문제가 자신의 경제안보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유엔안보리결의 호는 과거와는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 2270

제재를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포함하지 못하 다. 

중국이 북한사회의 불안정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기조를 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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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고 실제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 

지만 북중 국경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

고 있다 향후 미중 관계는 협력적인 형태보다는 경쟁적인 형태로 발전될 가능. 

성이 크다 미중은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 

여 상호 대치하고 대립하고 있다 미중의 북한문제와 관련한 공조와 협력체제. 

를 발전시킬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조치는 북한 상황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는 미중협력관. 

계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토록 노력하면서도 이러한 안보적 제약여건을 , 

명확히 인식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엔안보리  양  재  주  내용과 미. Ⅲ

엔안보리 재  주  내용과 미1. 

유엔안보리 결의 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를 결의하2270

고 유엔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토록 요구하 다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 및 동결. 

시키고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빈번히 위반하자 새로운 제재를 통해 북한에게 고통을 강요하

고자 한다 유엔안보리는 년 년 년 북한이 도발한 세 차례의 . 2006 , 2009 , 2012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를 결의하(UNSCR 1718, UNSCR 1874, UNSCR 2017)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네 번째 제재 결의라는 사실. 2270

은 이번의 대북제재 결의가 강력하지만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서도 생존. 

을 모색하고 핵개발을 지속하 듯이 이번에도 제재 속에서 생존과 핵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거래 개발을 저지, WMD 

하기 위한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노동당의 수

입원을 봉쇄하여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이번 제재의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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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북한의 외화 획득수단을 봉쇄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의 생계 목적 그리고 인. , 

도주의적 목적과 같은 교역 활동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이러한 예외조항과 제재조치를 각국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하는

가에 따라 제재의 효과와 강도는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엔안보리 . 

결의 의 주요 제재 내용과 의미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개 항2270 < -1>

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제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 및 무기거래를 통한 외화획득 수단을 차, 

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 

한 전면적인 무기거래 금수조치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 불, 

허 군사교류 등의 금지들이다 특히 소형무기의 금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 . , , 

모든 품목의 교역을 금지시킨 것은 이번 결의의 새로운 조항이다 북한이 비록 . 

자체적인 무기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군사장비의 모든 부품들

을 자체 생산해기는 어렵다 특히 첨단장비의 제작 및 운용은 더욱 어려울 것. , 

이다 이중목적 용도품인 컴퓨터 트럭 등 다양한 장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 , 

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제 세게 국가들에 대한 불법 무기수. 3

출 및 군사교류를 주요 외화획득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둘째 불법행위와 연루된 북한인의 추방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와 연루된 , 

제 국인을 추방토록 제재하여 북한이 제 국인을 활용하여 제재를 회피할 수 3 3

있는 허점을 제거하 다 북한은 외교관 특권 위장 기업 등을 활용하여 불법. , 

교역을 하고 있다 또한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제 국인을 고용하여 제재 결의. 3

를 교묘히 피하고자 할 수 있다 이번 결의는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 

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를 추방하는 등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북한이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 다 과거 파키스탄의 칸 네. 

트워크가 이란 리비아 등에 핵관련 장비와 물품을 판매하 던 사실은 이러한 , 

제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셋째 북한의 선박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송 및 수송수단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제재함으로써 불법적인 교역활동을 방지토록 하 다 북한 출. 

입항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편의치적 방법 등을 통한 선박운, 

용을 금지토록 하 으며 북한의 원양해운회사 소속 선박을 제재 대상, (OMM) 

으로 지정하 고 의심이 되는 항공기의 공통과를 거부토록 하는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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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 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교역물품을 검색할 것을 거의 의무. 

화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대부분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상을 통한 . 

교역은 매우 중요하다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은 해상교역으로 . ,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교역국가들과는 주로 해로를 이용할 . 

수밖에 없다 모든 북한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여 북한의 불법교. 

역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 원양해운회사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선박을 통한 해. 

상운송을 어렵게 하도록 하 다.

넷째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켜 북한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 으며 대북 항공유 판매를 금지시켰다 북한의 핵심적 수출, . 

자원인 석탄뿐만 아니라 철 철광석 그리고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 될 수 있, ㆍ

는 금 바나듕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시켜 북한의 재원획득을 압ㆍ ㆍ ㆍ

박하고 있다 석탄은 북한 대외 수출품의 를 차지하고 있다 금과 같은 고. 40% . 

가의 광물은 새로운 외화획득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수출 광. 

물자원의 교역금수 조치는 북한의 외화획득을 어렵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에 대한 항공유 판매금지는 북한이 로켓발사를 시험하고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을 제약할 것이다 항공유의 수출금지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도 위축시킬 것. 

이다. 

다섯째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대외교역뿐만 아니라 대, 

외교류 통치자금의 운용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의 유엔안보리 결의, . 

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와 관련한 자금과 자산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금WMD

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정부 노. , 

동당이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를 방지토록 하 으며 북WMD , 

한은행의 해외지점 신규개설을 금지시키고 기존 지점을 일내에 폐쇄토록 하90

다 이는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 

재를 포함한다.

여섯째 제재 대상의 인사 및 단체 제재 품목 등을 확대하여 추가도발시 , ,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개발과 관련한 . WMD 

제재 대상인 관련 활동의 범위 관련 단체 및 개인 명단의 확대 교역금WMD , , 

수 품목의 확대 등을 조치하 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도. 

발을 행할 경우에 보다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토록 결triger 

정하 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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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동적인 새로운 유엔결의를 통해 북한을 보다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 

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표 유엔안보리 결의 주요 제재 내용과 의미< -1> 2270 

구분 주요 제재 내용 의미

무기거래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금지∙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 ∙

기운송 금지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에 기여 가∙

능한 품목의 금수

군사 준군사 조직 및 경찰훈련을 위한 훈/∙

련관 자문관 등 초청 금지ㆍ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금수 ∙

조치

재래식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

모든 물품의 거래 불허를 의무

화

북한의 군사교류 무기관련 거∙ ㆍ

래를 불법화 및 자금원 차단

제재대상  

지정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성 기계공, , ∙

업부 정찰총국 호실 등 단체 개 및 , , 39 12

개인 명 추구16

자산동결 대상에 선박 등 유 무형 모든 ∙ ㆍ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제재대상을 총 개로 확대 기60 (∙

존 단체 개 개인 명 단20 , 12 →

체 개 개인 명32 , 28 ) 

확산네트워크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대표 추방ㆍ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추방 ∙

의무화

제재대상 개인 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 ㆍ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하여 적∙

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대북제재 결의 최초로 불법행위∙

에 연루된 제 국인 추방을 의3

무화

외교특권 남용을 통한 북한의 ∙

제재 회피 시도 차단

북한의 개발 자금조달WMD , ∙

물품거래 등 확산네트워크 차

단

해운 항공 ㆍ

운송

북한 행 발 화물 검색 의무화∙ ㆍ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 ㆍ

원 제공 금지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 소유 대여∙ ㆍ ㆍ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 금지ㆍ ㆍ ㆍ

금지 품목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

착륙 및 공 통과 불허

제재대상 소유 운  및 불법 활동 연루 ∙ ㆍ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

선박 척 이 제재대상임을 명확화OMM (31 )∙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

봉쇄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 차WMD ∙

단

북한의 항공기 선박 대여를 통∙ ㆍ

한 제재 회피 시도 차단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 통제 등∙

을 통해 해상 운송 위축

북한의 불법활동에 기여할 수 ∙

있는 해운 네트워크 차단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

기술협력도 금지

민감 핵활동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 ㆍ

육훈련 프로그램 금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WMD catach-all ∙

통제 의무화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WMD ∙

모든 물자 차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

가장한 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

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

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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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호 채택 ( : , 2270“

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70 ,”

년 월 일2016 3 3 ,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

/read/korboardread.jsp)

유엔안보리 결의 대북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2270 

함하여 북한의 자금획득 및 대외교역을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의 후견WMD . 

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 다 북. 

한의 주요 대외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또한 북한이 과거의 . 

유엔제재 하에서 국제적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 국기를 활용하여 선박을 3

운용하는 편의치적 방식 제 국인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용하고 교역과 금융거, 3

래를 실시하는 행태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수출 및 군사교류 등을 방지하고자 ,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조치는 각국이 얼마나 안보리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여러 . 

차례에 걸친 유엔제재를 회피하여 생존을 도모하 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방. 

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대한 가장 . 

구분 주요 제재 내용 의미

대외교역

금 등 주요 광물의 수출금지 및 개WMD ∙

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석 수출금지ㆍ ㆍ

대북 항공유 로켓연료 포함 판매 공급 ( ) ∙ ㆍ

금지

개발에 대한 주요 자금원 WMD ∙

차단

항공유 교역제재로 공군 항공기 ∙

운용뿐만 아니라 민항기 운용

을 위축시킴.

금융거래

관련 북한정부 노동당 소속단체WMD ∙ ㆍ

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 재원 이전 금, ㆍ

지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 은행계좌 개∙ ㆍ

설 등 활동 금지 일 내 관련 기, 90 WMD 

존 사무소 계좌 폐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WMD ∙

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ㆍ

조치 이상의 직접적이고 BDA ∙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

북한 정부 노동당의 개, WMD ∙

발 자금원 차단

국제 금융서비스망을 우회하는 ∙

회피 기법 사용 가능성을 차단

제재 이행

제재 대상자 명단 개월 단위 정기 업데12∙

이트

호의 추가 도발시 조항 유2094 trigger ∙

지 

제재 대상의 명칭 변경 및 가명∙

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효율

적 대응

북한에 대한 더욱 중대한 조치∙

를 취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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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제공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비록 항공유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지만 민생. 

목적 등과 관련된 석유수입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생 및 인도. 

주의적 목적의 교역에 대한 제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회원국들

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북 교역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각국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다 즉 민생 및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역이. 

라는 명목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지속하고자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엔회원국들이 이를 적극적으

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대외교역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는 년 . 2013

에서 년 로 증대하 다 중국 이외로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89.1% 2014 90.1% . 

국가는 러시아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 , , .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역대상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1)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교역대상국을 다양화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선박 및 항공기 검색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이에 동참해야 할 ,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 

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양  재  행 동향과 안보  미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함께 주요 관련국들 역시 대북제재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 다 무엇보다 한국은 년 월 일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 2016 3 8

하 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 , 

을 밝혔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의 리시설 이용을 자. 

제할 것을 요청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월 일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중단. 2 10

하고 철수시킬 것을 결정한 것이다 년 조치를 통해 남북교역이 모. 2010 5 24ㆍ

두 중단되었었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유지되었다 이번의 개성공단 사업 중단 . 

조치는 사실상 남북교역을 중단하여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성공. 

단 사업은 북한 주민 약 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북한이 인건비로서 연간 약 5 , 

억불 이상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다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가 약 억1 . 70

1)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억 천만 달러 전년 년 월 일 , 76 1 3,7% , 2015 6 5 .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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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고용해제에 따른 -80

주민생활에 대한 향은 상당히 클 것이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함께 제재의 ,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 

있다 미 의회는 그동안 계류 중이던 대북제재법. (H.R. 757, North Korea 

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Sanctions Enforcement Acts of 2016) 2016

년 월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2 .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법안으로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법을 강화토

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사이버 테러. , , 

기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포괄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미 행. 

정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제재 대북제재 대상의 인물 및 기관 제 국가들을 제, , 3

재하고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 

광물 금속자원 수출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국가를 의무적 제재 대상으로 포, , , 

함하 다 특히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제재 즉 . , 2 , 

세컨더리보이콧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북제재법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은 제재를 면제토록 하 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 일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의회의 대북제재법을 강력3 16

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 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대북제재를 보완. 

하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 

특성을 갖는다 첫째 유엔 대북제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노동자 송출. ,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북한은 연간 만 만 명의 . 5 -10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여 억 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2 -3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을 제재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 다 둘째 유엔안보리 제재와 차. , 

별하여 예외로 인정하 던 민생광물 수출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의 광물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에너지 운송수단 등도 금지토록 하 다 셋째 북한의 제. , 

재대상인 개인 단체 선박의 대상을 확대하 으며 북한 김여정의 선전선동부, , , 

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전선동부와 관련된 대상이 북한의 방송 매체를 . 

포함하여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앞선 월 일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 다2 10 .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자신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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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는 무엇보. 

다 다음과 같은 인사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제한토록 하 다 즉 북한 인. , ①

사들의 일본 입국 불허 북한에 입국할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관리, ②

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들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일본 거주인들의 북한, ③

방문 금지 요구 일본 정부 관료들의 북한 방문 금지 북한선박 선원들의 , , ④ ⑤

일본내 상륙 금지 대북 교역 및 금융제재 등 위반으로 형을 받은 외국선원, ⑥

들의 일본 상륙 금지 북한 입국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핵미사일 기술, ⑦

관련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 다 둘째 북한관련 현금 소지액수에 대. , 

한 사전 고지 금액의 상한선을 백만 엔에서 만 엔으로 축소하 다며 인도1 10 , 

적 목적의 만 엔 이하 송금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금지하 다 셋째 인10 . , 

도적 목적의 선박들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 국적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

고 북한 항구를 방문하 던 제 국 선박의 일본 입항도 금지하 다 넷째 자, 3 . , 

산 동결 대상의 개인과 단체를 확대하 다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는 사실상 북. 

한과의 교역 및 교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이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상당수준 동참하여 북한

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월 한중 . 3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으며, 

유엔 대북제재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 다 중. 

국은 최근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역금지 품목리스트 

종을 발표하 다 이는 석탄 철 철광석 금 희토류 항공유 로켓연료 등25 . , , , , , , 

을 포함하며 교역금지 예외조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명기하여 유엔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 다.2) 중국은  

유엔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중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욕타임지는 북중 교역의 약 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문인 단동에서는 북중교90%

역이 대북제재와 크게 관계없이 무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 다.3) 특히 년 분기 북중 무역이 증가하 다는 사실은 북 , 2016 1 12.7% 

한이 남북교역의 중단 상황 등을 중국과의 교역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음을 

2) 문화일보 정 대북교역금지 예외조건도 엄격 고강도 제재 년 월 일 , , 25 , 2016 4 6 . 中“ … ‘ ’ ”

3) New York Times, A Hole in North Korean Sanctions Big Enough for Coal, Oil and Used “

Pianos. March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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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4) 중국은 유엔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 

한체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목적의 명목하에 북한과의 교역을 지속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체제는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북한은 제재의 허점 중국과의 관계 등을 활용하, 

여 생존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는 광범위하. , , 

고 강력하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철수시킴으로써 사실상 남북교역이 전. 

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도 북한과의 교역 및 교류 조총련 등의 대북 . , 

송금을 거의 전면 금지시켰다 미국은 직접적인 독자적 제재조치 강화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제 국에 북한과 교역을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3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외노동작 송출과 같은 주요 외화획득 수단을 맞춤. , 

형으로 제재하여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주요 교역국들이 . 

북한과 거래를 어렵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 조치들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하 듯이 이러. 

한 제재 조치는 유엔회원국 또는 관련국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행할 경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감시가 소홀한 아프리. 

카 국가들과의 불법 교역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새로운 . 

형태의 교역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불법교역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자 할 수 있다 특히 민생 및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와 교역은 제재에 포함하. , 

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중교역 현황에서 보여주, 

듯이 북한이 남북교역의 중단 등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 대외무역의 풍선효과로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 , 

증대시켜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금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북. 

한은 러시아 및 아프리카 등 자신에 우호적이거나 친북성향 국가들과의 교역

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친북 성향의 국가들은 중국이 . 

주장하듯이 북한체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는 유엔제재가 안고 . 

있는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이를 소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에도 분기 북 중 무역액 증가 년 월 일 , 1 12.7% , 2016 4 13 . “ …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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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행동 망. Ⅳ

 재 극복  한 경  생  략1. ㆍ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부는 김정은 정권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북한의 차 핵실험 . 4

이후 이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및 양자적 대북제재는 전례없이 강력하다 김. 

정은 정권의 정책인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정책에 가

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인 독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 1

당 중심 체제를 강화하고 지도자 그룹을 대부분 교체하 다 김정은은 당 제, . 1

서기 국방위원회 제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위원장 등 권력 인자로서 , 1 , 1 1

필요한 모든 조직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 조직을 자기 세력화하고 재편하

다 김정은 권력체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하 다 이 과정에서 장성. . 

택 현역택 등 고위급 인사를 처형하고 군부 인사의 진급 강등 복귀 등 독단, , - -

적인 인사 조치를 빈번히 실시하여 충성을 강요하 다 또한 경제개혁 조치를 .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 고 배급제도를 변화시켰다 개인의 생산의욕을 고, . 

취시키기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가족단위의 농활동을 통해 자신, 

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 다 장마당이 년 약 개에서 년 약 . 2011 200 2015 400

개로 늘어나고 휴대폰 사용자가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경제특구300 . 

를 설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 다 김정은은 자신의 독. 

재 정권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발전과 관련된 많은 불안정 요

인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대 세습체제 및 주어진 젊. , 3

은 권력이라는 정통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인 고립에 따라 지도자로. 

서의 위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의 독재체제 및 경제적 조치. 

는 지도층의 불안정성과 상호간 불신을 증대시키고 평양과 지역 간의 빈부 격, 

차 신흥 부유층과 일반 주민간의 생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개혁 조, . 

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장마당 , 

활성화와 휴대폰 도입의 확대 등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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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변화에 따라 북한 상

황은 심하게 향을 받을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유엔 및 지역국가들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정

통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치명적, 

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정책인 경제발전을 . 

어렵게 하여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심적 외화 획득 수단인 개성공. 

단 운용 광물자원 수출 무기 및 무기관련 서비스 수출 노동자 송출 해외 , , , , 

리시설 운용 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의 핵심적 운반수. 

단인 선박운용을 제약하고 금융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대외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다 북한 지도급 인사 노동당을 포함한 주요 단체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 ,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민생 및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역은 제재대상이 아니지, 

만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정

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

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 독재체제 및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기 . 

때문에 경제재제와 외교적 고립이 야기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한 타격은 심각하

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장기 정권기반을 마련하고 정권. 

의 당위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고립을 타파하고 경제발전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대. , 

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문제 해결을 .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국제적 관심을 대북제재에서 협상과 대화국면

으로 전환하여 대북제재의 동력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이 주. 

장하고 있는 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 

기 위해 미중 및 미러 갈등과 대립을 활용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제 세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3

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평화공세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정을 확보하기 위. 

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수세국면을 새롭게 전환하

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화두를 공세적 외교를 통해 강화함으. 

로써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고통과 향을 최소화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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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취약점을 활용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무엇보. 

다 대북제재는 주민생활 및 인도주의적 목적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하 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광물자원 수출을 민생목적의 이름 아래 확대. 

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에 따른 문제를 중국을 활용하여 적극 보완하고자 , 

할 것이다 의류 직물 등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 역을 확장하고자 할 것이다. , .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노동자 수출에 대한 제약을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모색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북제재가 관련국들의 이행의지와 실질. 

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유엔 제재에 대한 입장과 태

도를 고려하여 교역의 출로를 찾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빈번히 활용. 

하 던 불법교역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국제사회가 북한 출입. 

항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북한의 불법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는 북한의 행동. 

을 면 히 감시하여 북한이 대북제재를 전략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뉴욕 타임지는 최근 북중교역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문인 , 90%

단둥에서는 북중교역이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무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보도하 다 또한 지난 월 일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대변인. 4 13 ( ) 

은 중국의 분기 대외무역 통계를 발표하면서 월 북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1 1-3

대비 증가하 다고 발표하 다 대북 수출액은 억 천만 위안으로 12.7% . 39 6

증가하 고 북한으로부터 수입액은 억 천만 위안으로 증가14.7% , 38 3 10.8% 

하 다.5)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년 에서 년 로 상 2013 89.1% 2014 90.1%

승했다 중국은 민생관련 교역이나 핵개발과 관련이 없는 것은 중국의 대북제. 

재에 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6) 북한에 고통을 강요하기  

위한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 제재 및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권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중. 

요한 선전도구로서 미국과의 대결을 이용하 다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을 미. 

국의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포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 

적인 제재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주민들의 단결과 

5)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에도 분기 북 중 무역액 증가 년 월 일 , 1 12.7% , 2016 4 13 . “ … ㆍ ”

6)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 억 천만 달러 전년 년 월 일 , 76 1 3.7% , 2015 6 5 .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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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즐겨 사용하던 전략을 이. 

번에도 사용하여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도자 그룹과 주민들의 충성을 강요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과 대북제재로 인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자신. 

의 통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핵능  사실 를 한 핵능  과시2.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신의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여 미국 및 한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적극화할 것이다 김정은은 최근 핵관련 장비. 

나 시설을 지도방문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능력 개발 

강화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과 미국 등이 자신의 핵능력을 인정하. 

지 않자 핵무기 실물과 로켓능력을 직접 공개하여 자신의 발표를 믿게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북한의 행태는 일반적인 핵 개발국들과 많은 차이를 갖는다. .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적 제재하에서 핵무기를 은 하게 개발한 국가들

은 핵실험은 실시하 지만 핵무기 실물을 공개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자. 

신의 전략무기인 핵능력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유가 . .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업적이고 군사. - -

강국의 상징으로서 과시적 공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핵능. 

력의 과시를 통해서 체제의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추구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능력 기정 사실화를 위해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

하며 등을 개발하여 배치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최근 무수단 미사일 , SLBM . 

발사 시험에 실패하 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 재개를 통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 능력을 확인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급 탄도미. KN-08 ICBM

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자 할 것이다 이외에도 스커드 노동 미사. , 

일 그리고 및 등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 KN-01 KN-02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능력을 가급적 . SLBM 

조기에 개발하여 전력화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능력은 북한, . SLBM 

이 제 격의 확실한 응징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잠수함의 생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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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은 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미국

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과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원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핵능력. 

을 군사력의 핵심전력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한미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에 대한 일정한 자신감을 확보할 경우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핵위기를 조, 

성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핵게임을 자신에 유리

하게 바꾸고자 기도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기정사실화를 위한 손익계산은 비교적 명확하다 북. 

한은 대북제재에 따른 고통이 비록 클 수 있지만 중국의 북한 지원정책이 유지

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내하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 

핵능력의 과시와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

하다는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한다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자신의 핵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임을 전개할 수 있으

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통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년 , . 1998

핵실험 이후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아프간전쟁 등 새로운 상황을 

활용하여 제재상황을 극복하 다 북한도 자신의 핵능력을 중국의 지원 등 새. 

로운 상황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 

핵능력이 일정수단 갖추어 질 경우 비핵화가 아닌 핵개발을 동결하기 위한 협, 

상을 시도하거나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하 던 핵군축 협상 평화협정 체결 협, 

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기정사실화 전략은 한국의 안보에 많은 도전을 야기할 것

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핵도발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 

수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할 경우 한국은 많은 . ,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다 북한이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핵미사일 . SLBM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협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대북 억제전략, 

과 방위체제는 이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한. 

국의 현 군사전략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 

은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북한이 핵능력 기정사실화 전략. , 

핵능력 고도화 전략은 향후 한국의 안보문제가 북한 핵문제로 전환될 것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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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장  한 지  사 도  3. 

북한의 위기탈출 전략은 국지적 도발을 통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북. 

한은 대부분 정치적 실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러한 전통적 방식, 

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국지적 군사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 

과 위기상황을 부각시켜서 이를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대

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 중요. 

성을 증대시킴으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내 . 

남남갈등을 야기하여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시킬 수 있다 특. 

히 군사적 긴장상황을 장기간 조성하여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동시에 향을 , 

주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도할 수 있다.

북한이 이제까지 국지도발 행태는 연평해전 유형 천안함 어뢰 공격 유형, , 

연평도 포격도발 유형 그리고 비무장 지대 지뢰도발 유형이 있다 비무장 지, . 

대 지뢰도발 유형을 제외하면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의 도발 유형이다 연. 

평해전 유형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북간 교전 및 충

돌이 확대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천안함 어뢰공격 유형은 자신의 도발을 드러. 

내지 않고 한국에 은 한 공격을 실시하여 대규모 피해를 강요하고 긴장을 조

성하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국의 군사연습 등을 빌미로 군사적 도발. 

을 기습적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지뢰도, . 

발은 은 한 소규모 도발을 통해서 한국의 대응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전면

전을 위협하는 등 위기확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향후 국지적 도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은 예단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유형의 도발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 

국지전 도발의 승리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국지전 도발의 정치적 실익을 최대화. 

하고자 할 것이다 자신의 군사적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여 김정은의 군사적 지. 

도력과 승리를 선전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방위태세와 방위전략 교전규. , 

칙 등을 면 히 조사하여 도발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의 도발에 대. 

한 방자의 위치에 있는 한국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서해 . 

북방해역은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군사적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해안포를 활용하여 서.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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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서 통항선박을 위협하고 통항을 차단하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한국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교전규칙을 개정하여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도발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을 동시에 응징할 수 있, 

도록 하 다 또한 현장 지휘관이 즉각적인 자위권적 응징을 실시할 수 있도록 . 

하 다 한미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계획도 마련하 다 한국의 . . 

이러한 새로운 대응전략과 교전규칙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과 관

련된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어뢰공. 

격 유형과 같은 도발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응징을 실시할 것인가는 많

은 정치적 군사적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 . 

서 국지전 군사도발의 빌미와 명분을 한국의 군사행동에서 찾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군사행동을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여 위기를 조성하고 정치 군, 

사적 실익을 챙기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비무장 지대 지뢰도발 위기에서 전면적 준비를 선언하는 등 , 

확전전략을 통해 남북간 협상을 타결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확고한 대. 

응으로 인해 확전전략의 승리를 얻는 데 실패하 다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경. 

우 북한은 이러한 확전전략을 활용하여 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한 승리를 얻어, 

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북한 어선 등의 서해북방한계선 월선 등을 . 

이용한 남북 함정 간 교전과 해안포 대함 미사일을 활용한 공격 방법 등을 생ㆍ

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미의 첨단전력에 비해 자신의 군사적 능력이 매우 . 

열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이점은 치 하게 준비된 기습공격. , 

서북도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도발 그리고 핵그림자를 활용한 새로운 위, 

기조성 방법이 될 것이다. 

핵그림자를 활용한 위기조성 전략은 아직까지 북한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핵그림자는 핵능력을 활용한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실시하여 한미. 

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대응 행동을 제약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청와대 및 워. 

싱턴에 대한 핵타격을 위협하는 등 핵능력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향후 .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경우 자신의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 , 

국지전 도발의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그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국지전 도발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이. , 

는 핵위기로 국지전 도발을 확전시킬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지역 강대국들, 

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전. 

환시킬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핵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과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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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도발을 실시하며 한미의 행동을 제약하고 군사적 상황에 대한 주도권, , 

을 행사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한  안보  해 에 한 시사    안 . Ⅴ
 

유엔안보리 및 양자 간 대북제재는 북한에게 심대한 경제적 고통과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 정. 

책 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 ’

수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북한주민의 민생문제와 관련. 

된 교역은 유엔제재의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의 외화획득 통로가 차단되고 대

외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북한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만성적. 

인 식량난 경제적인 어려움은 대북제재로 인해 심화되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 

정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은 크지 않다 북한문제는 북한과의 힘의 대결 양상일 뿐만 아니라 미중을 대표하. 

는 강대국 간 힘의 향권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고통. 

을 감수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 등 대북제재의 허점을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자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한 지원정책을 .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 

은 핵능력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핵능력 시위를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한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협상여건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유엔 및 한미일. 

의 대북제재는 강력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압박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 

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은 이란과 같이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아니기 . 

때문에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서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압박을 행사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향력을 행사하고 .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 

해군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 , 

한 노력을 가속화함에 따라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전략과 능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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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과 한국의 독자적 능. 

력에 의해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 

장 수단은 핵우산을 포함한 첨단 조기경보전력 정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체계, , 

를 포함한다 또한 한미는 북한이 평시 국지도발 위기시 전면전 도발 상황의 . , , , 

위협특성에 맞는 대응을 실시할 수 있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확장억제를 이행하기 위한 핵, 28,500

심적인 능력과 제도적 체제이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인 킬체인과 한국적 미사일 .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지. 

상 및 함정 발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적 미사일 방. 

어체계 구축을 위해 요격거리 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년까15km 2020

지 배치완료하고 요격거리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여 확, 50km 

보하고자 한다 조기경보 능력 향상을 위해 년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 2018

기를 도입하고 년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202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체제를 한미는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세계의 다른 핵보유국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 . 

및 갈등 상황은 다른 핵보유 강대국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국. , 

력격차가 증대하고 한미의 압도적인 첨단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자신의 생, 

존전략 군사전략을 핵무기를 기반으로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 

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무기 운용전략을 반 한 억제

전략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능. 

력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해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전략과 억제능력의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능력. SLBM 

을 현실화하여 잠수함의 은 성을 활용한 핵무기 운용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

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고 이를 무력화할 수 있. 

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해군이 한국의 독자적 억제능력인 킬체인. 

과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개념을 정

립하고 이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국방재원의 제약상 억제전략을 . 

구축하는 데 있어 가용한 정책 대안 가운데 효용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방안

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해군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전략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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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 해군의 강점 해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 등을 인식시, 

키고 전략에 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긴장 및 위기 조성을 위한 군사도발을 예방하고 이를 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대북제재 상황은 북한의 핵실험뿐만 아. 

니라 국지도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북한은 위기상황에서 국지전 도발. 

과 벼랑끝 전술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 다 현 북. 

핵 위기상황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 상황이 장기화되고 강화되. 

는 현실을 감내하기보다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북한은 적극 강구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국지적 군사도발이 이루어질 것이. 

라는 전제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주로 서해 . , 

북방해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해군의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능력 발

전이 중요하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 다는 사실은 서해 개도서에 대한 . 5

직접적인 군사공격도 북한의 도발 옵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능력 교전수칙 응징전략 등을 재평, , 

가하여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태를 면 히 감시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경보

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습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군. 

은 관련부서와 정보관련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국지전 도발 전략과 방식을 분석하여 이를 원용한 

새로운 형태의 북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 

북한이 국지전 발생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한국의 정치 군사적 대응을 어, 

렵게 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술수를 경계해야 한, 

다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핵그림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게임으로 전개하고자 . 

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국지전 도발이 핵위기 상황과 혼합되. 

는 새로운 위기로 발전될 수 있음을 말한다 물론 한미는 북한의 핵그림자에 .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해군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전략을 보

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 조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 

있으며 군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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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선박의 검문 검색을 의무화하 으며 의심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 , 

하 다 북한원양해운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북한. (OMM) . 

의 불법무기 및 관련 물품의 수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한국은 대WMD . 

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에 적극 참여하고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있다 비록 유엔이 북한의 대외 교역을 제약하기 위해 운송수단에 대한 제재 .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준수하고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을 중단

할리는 없다 유엔제재 속에서 바다를 통한 교역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해군. . 

은 해경 등과 협력하여 북한 출입항 선박을 감시하고 필요시 검문 검색 작전, 

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임무 수행과 관련된 , . 

국제법적 절차 및 규칙 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넷째 북한 내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통, 

일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장기 집권하는 것은 한. 

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왕조국가를 제외하고는 . 3

대 세습체제가 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던 사례는 없다 대북제재는 김정. 

은 체제의 불안정 상황을 증대시키고 인도주의적 위기 주민 탈북상황 급변상, , 

황 등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독재정권의 몰락 과정을 보면 . 

매우 빠른 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독재정권 폐. , 

쇄적 정권의 특성상 체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짧은 시간에 확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 내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군의 역할과 임무. , 

는 매우 다양하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를 연하여 강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 

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작전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의 해상 , 

탈출상황이 예상될 수 있다 비무장 지대는 중무장화되어 있는 반면에 해상으. 

로의 탈출은 가용한 선박만 있으면 비교적 용이하다 서해 개도서가 인접하여 . 5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서는 북한주민의 중요한 탈출통로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북한정권의 무능력으로 인해 인도적 재난이 발

생할 경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탈출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이, , 

를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해군은 다양한 북한시나리오를 . 

상정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며 통일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어야 한다.



110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맺는말. Ⅵ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여건상 국. 

제적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엔의 경제. 

적 제재를 통해서 단기간에 핵포기를 달성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국은 국제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고통과 비용을 강요하여 

북한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 

속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적극 이행할 수 있어야 한. 

다 해군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제재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 

고 필요할 경우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군은 국제적 제, . 

재와 북한의 대응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상호 작용 북한의 정치군사적 대응행, 

동을 면 하게 추적하고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상황은 긴장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치외교적인 평화공세를 . 

강화하면서도 핵위협 국지전 도발을 보다 호전적으로 빈번히 실시할 가능성, 

이 크다 특히 북한은 유엔재제 극복전략 및 위기탈출전략으로 국지도발을 통. , 

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고 벼랑끝 전술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해군은 북한. 

의 이러한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군은 장기적으로 북한정권과 북한사회의 우발상황을 대비하여 준

비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 . 

정권이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고 정권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권의 불안정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경제제재에 따른 . 

주민생활을 위한 정책의 실패 외부정보의 유입 국제적 고립은 김정은 정권이 , ,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 해군은 북한정권 및 북한 사회내 우발상. 

황이 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

어야 한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을 제공한다 서해도서는 . . 

북한이 군사도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취약점이지만 북한 내 우발상황이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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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SC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nd

ROKN’s Reactions

Park, Chang Kwoun*7)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 Senior Research Fellow at 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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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Key Word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anction,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ROK Navy’s Countermeasures.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6 4 18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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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한  계  미래ㆍ

신  승 *8)

시작하는 글. Ⅰ

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 Ⅱ

북한 핵문제 대응과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이견1.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2. (THAAD)

간 갈등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Ⅲ

미중 간 세력경쟁의 심화1. 

한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2. 

한중 간 국력 차의 확대와 상호 인식의 변화3. 

맺는 글 향후 한중 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제언. : Ⅳ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 1. 

새로운 방식을 통한 한중 간 경제협력의 확대2.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의 개선3. 

전 주중 한국대사 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현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겸 중국* ( ) , ( ) , ( ) 前 前 現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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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는 . Ⅰ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으며 년부터 24 2008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되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 

국이고 주요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웃 국가이다 양. 

국 관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적으로 상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나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통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년 월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경에2015 9 3

서 개최된 중국의 전승절 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주70

석과 자리를 함께한 이후에는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표현마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에 2016 1 6 4

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 으며 월 일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 , 2 7

탄도 미사일 을 시험 발사하 다(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 

이후 북한은 월 일의 핵탄두 소형화 및 고도화 미사일 공개 월 3 9 , ICBM , 3 24

일의 신형 고체연료 개발 그리고 지난 월 일 동해에서의 수중 사출4 23 SLBM 

시험 발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1)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시험을 금지하기 위해 년 이후부터 회에 걸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2003 5

사회 결의안을 위반하 으며 북한의 차 핵실험 등 최근의 위협 증대가 , 4 WMD 

한반도는 물론 지역 안보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계하

여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호가 채택되2270

도록 노력하 다 이런 과정에서 대북 압박에 대한 한중 간의 온도의 차이와 .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발표된 미국과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은 한중 관계에 부정적 (THAAD) 

향을 주게 될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표

1) 김형구 전수진 북 잠수함 회항 포기한다면 년 내 괌 공격 가능 중앙일보 년 월  & , , 23 , , 2016 4 26‘ ’   

일 쪽,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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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아마도 한중 관계의 저변에 흐르는 여러 가지 기류를 살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 강조되

었던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고고도 방어 , 

미사일 시스템 한반도 배치 협상 개시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THAAD)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THAAD

통과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난 월말 워싱턴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문3

제 등 몇 가지 현안과 함께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2) 월말 핵안보 정상회 3

의 시 한중 정상 간의 대화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배치 문제가 한중 간THAAD 

에 계속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어느 수위와 범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국가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웃하는 한중 간에도 항

상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배치 문제 하나로 지난 여 년간 쌓아왔던 20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경쟁의 THAAD 

격화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각기 다른 생각 등 최근의 여러 가지 정황

들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의 갈등과 향후 한중 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국내외적 정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 

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한 핵  한  계. Ⅱ

한 핵문  과 평  체결문 에 한 견1.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한국의 가장 큰 현안임과 동

시에 이 문제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2) 워싱턴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부장의 공동기자회견   2016.2.23.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한 핵  한  계  미래 신 승/ ㆍ   117

라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월 일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1 6

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월 일에는 소위 인공위4 2 7 ‘

성 발사를 핑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

수위를 크게 높 다. 

우리 정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도발들이 과거와는 

그 성격이 다르게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등 고강도 대북 제, 

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와 주한 미군의 고고도 방어 , 

미사일 시스템 배치 문제 협의 개시 등 미국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THAAD) 

사적 대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양자적 다자, 

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 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 , 3

월 일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소위 을 포함하는 강력한 16 Secondary Boycott

대북 제재를 위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하 으며 일본도 북한을 경유한 , 

선박의 입항 금지와 대북 송금 제한 등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 다.3) 한편 다 

자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금융활동 교역과 수송을 크게 제한하는 매우 강력,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2270 .4)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국은 비록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

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다루어야 ,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5) 

이러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필자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유보적인 생각

을 갖게 된다 하나는 과연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 

문제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국익을 해치. 

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여야 한다

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 

중국 정부는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6) 이는 시진핑 지도 

3)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3/16/, Message blocking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4)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5) 왕이 외교부장 미국 에서 연설 , 2016.2.26. CSIS , A Changing China and Its Diplomacy“ ”

http://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wjbz_663308/2461_663310/t1345211.shtml

6)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필자에게 언급 2016.3.22. Su 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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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 왔으며 북핵 불용에 대해 , 

매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은 작년 월의 류윈샨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양방문이나 금년 10 2

월초의 우다웨이 중국 측 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전6

달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과 ,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확대나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등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배치 협상 개시 결정이나 한국 내의 핵개발 주장 등이 대두됨으로써 (THAAD)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이러한 중

국의 태도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이. 

번은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는 다르며 중국의 본심은 비핵화에 있으며 평화협

정 체결 주장도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는 기대 섞인 견

해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사례로 볼 때 이러한 견해는 그냥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농, 

후하다 사실 시진핑 지도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직후인 지난 년 초에 북한. 2013

은 차 핵실험을 감행하 으며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3

비호해주지 말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북한을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는 분, 

위기가 한동안 존재하 다. 

그러나 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다시 북핵문제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이 2014

우선적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환원된 바 있, 

다 금번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차 핵실험 직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4

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 ,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존 대 한반도 정책을 반복하고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 )對

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관련국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협의하자는 주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 

국으로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반

도를 포함한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편 미중 간의 전략적 , 

시진핑 주석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기조 연설 참조2016.4.28. , C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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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대에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7)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의 민생과 중국의 국가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재조치의 구

체적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병행논의의 진전 정도라든가 한미 간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배치 협의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북제(THAAD) 

재 결의안의 이행 강도가 조절되거나 북한으로부터 약간의 대화 움직임만 있, 

어도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부분이다 중국, . 

은 수년 전부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

다 이는 중국으로서 북한이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수. 

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 핵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

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평화협정 체결 협의가 시작되면 북한이 한 미 합동 군사훈련의 폐지ㆍ

나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 

미국과의 향력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병행 추진에는 많. 

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는 비록 궁극적으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북

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정책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의 이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이며 2270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은 이러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둘째 중국 측 주장대로 언젠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병행 교섭을 시. , 

작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에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중심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셋째 북한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 , , 

철수 등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를 조성하면서 협상을 지연시

켜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북한은 정. , 

7) Sukjoon Yoon, Plan B,‘ ’ CSIS PacNet, No. 23, March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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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강하게 주

장하고 있어 이 역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하는 한편 평화협정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년의 공동성명 내용에 따, 2005 9 19ㆍ

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

관한 협상을 갖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 ’

관련 언젠가 때가 되어 평화협정체결 문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전협정의 서

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

한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고고도 어 미사  시스  한 도  문 를 2. (THAAD)

러싼 한  간 갈등

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년 월 주한 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THAAD 2014 6

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국방부에 배치를 건의하 다고 언급한 이후 국THAAD 

내외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 측에서는 당초 문제는 한미 . THAAD 

간에 협의된 바 없으며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orea Air Missile 

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 지만 북한의 차 핵실험 직후 북한Defense: KAMD) , 4

의 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 다는 인식하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도입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THAAD 

발표하 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세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의 일부분인(Missile Defense: MD)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THAAD)

가 방어용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태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THAAD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

여 왔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는 이해를 표시하지만 실제로 한. 

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핵미사일보다는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이며, THAAD 

체계를 지원하는 는 중국 동부의 대부분 지역을 탐AN/TPY-2 X-Band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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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THAAD 배치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 제 국의 안 3

보이해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8)

중국은 또한 만약 한국이 종말단계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 

치를 허용할 경우 한중 간 정치적 신뢰에 큰 손상을 초래할 것이며 한중 관계, , 

에도 매우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로서는 .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 , 

은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THAAD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미사일의 요격 반경은 한, , 

반도 내에 국한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레이더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설혹 레이더의 반경이 중국의 . 

일부 지역에 미친다 하더라도 중국을 탐지하는 레이더는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나 타이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결

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중국 안보에 추가적으로 위협이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어떠한 군사적 배치에 대

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넷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생존과 관, , 

련된 안보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결국 중국으로서는,  THAAD 배치 자체가 위협이라기보

다는 THAAD 배치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 한미동맹이 중국을 향하 

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한반도 배치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과 THAAD 

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월말 워싱턴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 미국3

과 중국 간 몇 가지 현안과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미중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울러 월 일 워싱턴에서 한중 정상 간의 . 3 31

접촉에서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THAAD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중 간의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THAAD 

는 만큼 언제라도 다시 한중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표면화될 소지가 있다 특. 

8) 신경진 왕이 사드 겨냥 항장이 칼춤 추는 것 유방 죽이려는 것 중앙일보 년 월 일 , , , , 2016 2 15 , ‘ ’   

쪽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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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북한의 김정은이 언급한 대로 가까운 시일 내 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그 5

시기는 더욱 당겨질 것이며 주한 미군의 배치에서 나아가 우리 군의 배치문제, 

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반대로부터 

향을 받지 않고 가용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안보이익과 능

력을 검토한 후에 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THAAD . 

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만일 를 배치하는 것으로 THAAD

결론이 나더라도 중국의 안보에는 부정적인 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로서는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 THAAD 

실제로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중 관, 

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단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대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한  계에  향   수 는 . Ⅲ

 가지 들

미  간 경쟁  심1. 

년 새로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2012 2049

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자고 국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시진핑 지도부는 평화발전의 길을 재확인하고 서구사회

에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등 대국과 상호 

존중하고 호혜 공 하는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

고 있으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대 주변국 대 원칙인 친 성 혜, ( ) 4 ( ), ( ), ( ) 對 親 誠 惠‘

및 용 에 입각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 .容 ’ 9) 

그렇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 China s 中國夢 ’

은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이Dream)

루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10) 

9) 시진핑 시진핑 국정운 을 말하다 차혜정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참조 , , , , (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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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권이나 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의 조어도 문제나 남중국

해 남사군도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의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감안하

여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수차에 걸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치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

맞는 강한 군대 건설과 해양권익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

를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중 상호간의 전략적 불신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라는 미국의 대응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평화로. 

운 부상을 환 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호주 한국 등과의 , , , 

기존 양자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주변국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인 환태평양 경

제동반자 협정 을 통(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년 월의 캘리포니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2013 6

이 만날 때마다 미중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Win-Win 

자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년 월에 워싱턴에서의 정상2015 9

회담 시와 같이 미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 중국. 

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은 주권과 토 중국의 정치사회체제 그리고 경제발전, 

의 여건과 관련된 이익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

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에는 타이완 신장 티벳 등에 관한 문제를 핵심이익이라고 해왔지만 , , 

이제는 남중국해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중국이 의도적으. 

로 개념을 모호한 상태로 두고 향후 중국의 국력 신장에 맞추어 그 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미국으로서도 이러한 모호한 , 

핵심이익의 상호 존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에 ‘ ’

냉담한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년부터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2012

태지역에서의 군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년 월 발, 2015 2

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도를 뒷받‘ ’

10) 조 남 중국의 꿈 서울 김 사 참조 , (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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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고 있다.11) 

특히 년에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2015

고 미일동맹을 강화시킨 것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월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9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중국 인사들의 . 

언급과 같이 비록 공화당 후보인 가 신고립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시아Trump

에서의 동맹 약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실제 

대외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12) 현재 의회 내의 중국에  

대한 분위기로 볼 때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역문제와 관련된 미중 간의 주요 관심 사안은 북핵

과 남중국해 문제이며 이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내용에 반 되고 있다 미. 

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신의 역사적 권리와 이익(historical rights and ‘

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쟁도서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이 견지해 interests)’

온 항해자유 와 상공비행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reedom of Overflight)

에 대한 국제법적 권리를 강행하고 남중국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이 

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분쟁 도서에 대한 해상 매립공사 강행 및 인공성에 대한 

군사용 시설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3) 

중국은 남중국해의 관련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주권과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곳이며 그곳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해

상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 

은 년 월의 미중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매립과 2015 9

시설공사가 결코 군사기지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관련국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언급하 다. 

금년 월에 왕이 외교부장도 남중국해의 한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2

더 설비가 있는 것은 중국이 해당 도서의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방어시설

이라고 하면서 이는 군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14)

이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배치는 명백한 군사화의 증

11)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5.2).‘ ’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12) 칭화대 예쉐통 교수 언급 주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 견해 2016.4. , 2016.5. .

13) Ridzwan Rahmat, A game of chess? South China Sea strategic moves‘ ’ IHS Jane s Navy ’
International, March 2016, pp.6 & 8. 

14) 왕이 부장 기자들에 언급 년 월 일자 면 기사 , , 2016 2 18 Global Time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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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며,15) 이는 중국이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 배치된 

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년 월의 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 아세안 국2016 2 -

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소위 항해의 자유 작전, (Freedom of Navigation ‘

실시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적 권리 및 이익 Operation)’

보호 행사 조치들을 무력화하려고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군력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미중 간의 차이는 상당하고 향후 가까

운 시일 내에 그 차이가 좁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일어

나지 않겠지만 상호간 이견이 확대되고 사안에 따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 

지역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지만 분쟁수역이 한국의 원유도입이나 무역에 중요

한 위치에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과의 분쟁이기에 

한반도 문제에도 적지 않은 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장래에 미. 

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들어 한

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에도 ,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한미중 간 전략적 대화구. 

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

한  경 계  변2.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이었던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여 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 토대가 되었었다20 .17) 과거  

한중 간 산업 기술면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투자와 기술협력

을 필요로 하 고 무역면에서도 한국으로부터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중, 

국 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이를 가공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함으로, 

써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그 보완성이 대단히 컸고 그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산업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양국의 산업은 상호 보

15) 미 태평양사령부 제독 언급 상기 면 기사 Harris , Global Times 2 .

16) 이 선 북핵만 다루는 한미중 고위급 채널 개통 필요 국방일보 년 월 일 쪽 , , , 2016 1 27 , 8 .‘ ’   

17) 김준술 중국 경제성장율 떨어지면 한국은 년 뒤에 하락 중앙일보 년 월  , 1% , 1 0.5% , , 2016 4 11‘ ’   

일,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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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성격에서 경쟁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연구원은 년 월호 산업분석에서 , 2015 1 중국 제조업의 추

격 현황과 한국의 경쟁력 전망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아래의 도표는 현재의 

한중 산업분야별 경쟁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수의 전 

문가들은 년 정도가 되면 중국 대부분 산업의 경쟁력이 가격 규모만이 아2020 , 

닌 기술 품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18)

도표 주력산업에서의 대중국 경쟁 포지션< 1> 

구분 이미 시장과 경쟁력 잠식 분야 경쟁력 격차 대폭 축소 분야 

자동차 저가 부품A/S 와이어하네스 와이퍼 , 

일반기계 범용 플라스틱 금형 범용 선반 굴삭기 로더NC , , 

조선 벌크선 해양지원선박, OSV( ) 탱커 컨테이너선 , 

석유화학 중저가 범용제품 

철강 저가 강재 철근 열연강판 등( , ) 일반 봉 형강 중후판 합금철 등 / , ㆍ

섬유 의류/ 범용 봉제의류 원사 직물® ® 고기능성의류 원사 직물 ® ®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설계전문 패키징 ( ), 

통신기기 피처폰 통신네트워크장비, 중저가 스마트폰

가전 중소형 가전LED LCD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 UHD TV, 

출처 한국무역협회( : )

상기 도표를 보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선 아직 한국이 중국IT, , , 

에 우세하며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았지, 

만 조선 분야에서의 차이는 점점 줄고 있다 산업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IT, . IT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TV, , 

가전기기는 이미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거나 바짝 추격하는 형국이다. 

지난 년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은 물론 샤오미 에 고1~2 ( )小米

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섬유산업에서 중국은 봉제를 넘어 설비투자를 통해 섬유소재 원사 직물( , ) 

품질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상기 도표 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 1

소프트웨어는 이미 규모면에서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 세. 

계 위 기업 텐센트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 중국의 구글로 검1 , , ‘ ’ ‘ ’

18) 매경이코노미 제 호  1764 (2015.7).



한 핵  한  계  미래 신 승/ ㆍ   127

색엔진 전문 기업 바이두 등은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이제 글로벌 시장( )百讀‘ ’

을 공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 , . , , 

등 에너지 절감 산업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발 앞섰는데 이는 기존 전통 산업으

로는 세계 최대 산업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중국 정부가 신성장 산

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주 항공 분야는 중국이 달 탐사. 

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여객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준이여서 더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현 추세대로 가면 한중 양국 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과 마찰이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찾, 

아내지 않으면 양국 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의 무역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년에 한중. 2015

간 자유무역협정 가 발효되어 향후 양국 간 무(Free Trade Agreement: FTA)

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양국 간 무역현황을 보면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아래 도표 에서 제시하듯이 년 한중 간의 무역은 전년대비 감소2 2015 3.4% 

하 다 특히 한국의 대중수출은 년도 감소한 데 이어 년에는 . 2014 0.4% 2015

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대중 무역흑자도 년을 5.6% 2013

정점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억불로서 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469 2011 . 

물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전반적인 국제무역의 위축이 주 이

유라고는 하겠지만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발전 정책에 따라 자체 생

산 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도표 한중 간 연도별 교역 현황 < 2> 

단위 억불 는 증감률: ,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교역액 
2,206.2
(17.1)

2,151.1
(-2.5)

2,289.2
(6.4)

2,353.7
(2.8)

2,273.8
(-3.4)

수  출
1,341.9
(14.9)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4
(-5.6)

수  입
864.3
(20.8)

807.9
(-6.5)

830.5
(2.8)

900.8
(8.5)

902.4
(0.2)

무역 수지 477.5 535.4 628.2 552.1 469.0

출처 한국무역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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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  차   상  식  변3.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한중 간 국력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에 따르면 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로서 년 이후 계속 낮아지2014 75.8% 2011

고 있다고는 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인 억. 5,726

만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 억 만 달러 이 차지하는 비중은 6,500 (1,452 8,700 )

를 차지했다 같은 중화권인 한국의 대홍콩 수출액 억 만 달러까25% . 272 5,600

지 포함할 경우 비중은 로 크게 확대된다 무역보완도는 한 국가의 수출품 30% . 

구성이 수입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에 가1

까울수록 의존도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월 일 발표한 보고서의 . 3 10

내용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이지만 2014 0.91

중국의 대 한국 무역보완도는 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다0.51 .19) 

아래 도표 을 보면 3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큰 반면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년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998 . 

도표 한중 간 무역보완도 추이< 3> 

한중 간 무역보완도 지수< (p)>

자료 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UN comtrade

주 대상산업은 석유 석탄 철강 철강제품 기계 자동차 조선 정 기기 등   : , , , , IT, , , ㆍ

개 산업 8

19) 현대경제연구원 한중경제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2016.3)‘ ’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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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도표 의 한국과 중국의 성장 추이를 보면 양국 간 차4 GDP GDP 

이는 년 수교 당시 중국이 우리의 배 지만 그 이후 차이는 계속 벌어1992 1.2

져 년 말 현재 배로까지 되었으며 양국의 경제성장률 추세를 감안할 2014 7.3

때 그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도 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 대

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선을 넘어 그간 잠재되어 있던 중국의 한국

에 대한 대국의식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의 . 

교류에서도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중국의 부상

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중국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중국에 대

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양국 간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도 그간 아시아기반투자은

행 가입문제나 북경에서 개최된 항일승전 주년 행사 참석 문제 등 주(AIIB) , 70

요 사안에 있어서 대체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한국과 중국의 성장< 4> GDP 

구 분 한 국 중 국 차 이

년1992 억불3,560 억불4,250 배1.2

년1999 억불4,860 조 억불1 890 배2.2

년2004 억불7,640 조 억불1 9,410 배2.5

년2009 억불9,020 조 억불5 590 배5.6

년2014 조 억불1 4,100 조 억불10 3,470 배7.3

출처 통계( : World Bank )

양국 국민들 간의 상응하는 교류나 우호적 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한국인들은 년의 한중 간 마늘 분쟁 년 발생했던 동북공정 문. 2000 , 2004

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방대한 국토와 인구를 갖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

고 있는 중국이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

게 되었다. 

한편 중국인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19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적 대국 국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젊

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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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이해관계가 접히 교차되어 있어 어업 해양경, 

계획정 탈북자 역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 , 

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 감정적인 대립으로 연

결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 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중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 Ⅳ 맺는 향후 한  계  가 층  한 언: 

모두에서 기술한 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 아, 

니라 한국의 경제적 번 에도 필요하며 동아시아 지역이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어느 정

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는 상술한 . 

바와 같이 커다란 도전적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향후의 한중 

관계를 가일층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핵문  등 안보문 에 한 한  간  략  통 강  1.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 등에서 한중 간 정부와 민간의 각 

레벨에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전략적 소통을 통하여 상호간 신뢰를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20)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간에 고위급 안보대화나 외교안보대화 등이 개설되었지만 2+2 

그 활용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인 외교채널 , 

외에 조용하게 막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20) 문흥호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중 협력 중앙일보 년 월 일 쪽 , , , 2016 1 1 , 29 .‘ ’   



한 핵  한  계  미래 신 승/ ㆍ   131

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몇 년처럼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가 양국관계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정권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 

짧아 중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지니게 될지 의문을 표시하기

도 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의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한중관계가 안

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 나아가 국제사, 

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양국이 해

야 할 일은 앞으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 

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노정될 경우에 필요에 따라 언론을 통한 공개적. 

인 메시지 전달도 유용하겠지만 한중 양국은 동양사회의 특성상 가급적 상대, 

방의 체면을 존중해 주면서 조용하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 내에서는 한국도 핵을 개발하

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한국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려

는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거센 압력을 극복하기가 어려우며 대외무역과 ,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핵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국

제사회의 경제제재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21) 

또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작은 국토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

는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자체의 핵 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핵을 보SLBM 

유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핵 억지력 측면에서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하겠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도입도 핵 비확산 정책을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미국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중국, 

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이든 전통적인 무기이든지 간에 WMD 

어떠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따른 확장 

21) 채병건 유지혜 대북제재 북한 짓밟기 아니다 정신차려 비핵화하라는 것 중앙일보 년  & , , , , 2016‘ ’   

월 일 쪽5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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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력의 확보를 포함해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

이며 중국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래 한반도, 

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1992

인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현 시점에서의 당면과제는 철저한 대북 제재조치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 노력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차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 4 6

조하고 있다 사실 자회담은 과거 몇 차례 관련국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 6

며 미래 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회담이라는 , 6

틀 자체는 유용성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자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자회담에 추동력을 6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 

핵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한미중 국 간에 대화체를 만들어 북핵3

문제 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추후 일본과 러시, 

아가 참여하여 자 협의체로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회담이 이루어지5 , 6

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물론 북한은 희망하면 어느 단계에서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 

북한이 자회담에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한국과 중국 미국이 손을 놓고 있6 ,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측에서 한미중 자 협. , 3

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비록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고무

적이다.22)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수교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는 한

민족에 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만 한반도의 통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심으로는 ,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현 상태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으로

서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작년 월의 북. 9

경 전승절 주년 행사 계기에 한중 정상 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다소의 70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

이 중국 내 대북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으면 별 의미

22)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 북경 특파원단에 언급 2016.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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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하겠다.23)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거론하는 것이 당장은 현실성이 약하

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공. 

유하고 있으며 과거 혁명과 전쟁 시의 친구이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

치가 계속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야말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 

려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중국은 물론 동

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번 에도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중국 측에 전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전략적으로 대

립하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안보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사안에 따, 

라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직접 중국

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새 운 식  통한 한  간 경  2. 

 

중국은 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1979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임가공무역을 발전시키면서 오늘

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의 중고속 성. 

장을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 로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모든 분야에서의 ( )新常態

개혁을 심화시키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의 발전

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도농간 빈부 격차와 지방 간 발전 격차

가 정치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

생 문제도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중국은 양적 성장보다는 

23) 필자의 년 월호 외교지 칼럼 쪽 2015 10 , 172-1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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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24)

이런 점에서 리커창 총리는 차 개년 계획 을 통해 경제의 13 5 (2016-2020)

중고속 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수 확대( ), 雙中高

의 가장 큰 방안이며 최대의 경제구조 조정 효과를 갖는 신형도시화를 적극 추

진하고 중국제조 나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등을 통하여 공업화와 정, 2025‘ ’ ‘ ’

보화를 융합시켜 창조적인 정신으로 선진제조업과 신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 다 리 총리는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계. 

속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신흥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

라고 한 바 있다.25)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중국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의 변화에 유념

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확대시키는 한편 우리 기업

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

람직하다. 

년 월 발간된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구조 변2013 12

화는 무역구조에도 향을 미쳐 내수용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간재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소비재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이, 

에 대해 당분간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유지하되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중간재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장기

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

술하고 있다.26) 

결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중국의 대외 수출 제품의 원자재나 부품

을 수출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내수를 위한 원자재나 완성재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국 내 유통망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년 말에 발효된 한중 는 한중간 . 2015 FTA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미진한 것이 아쉬, 

운 부분이다. 

앞으로 양국 간 합의한 대로 년 이내에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추가 협상이 2

24) , 13 5 , , 習近平 關于 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 第 個 年規劃的建義 的 說明 輔導讀本 人民‘   ’

.出版社

25) 상기 책자 , , .李克强 全面建成小康社會新的目標要求‘ ’

26)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향과 시사점 , 2013-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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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서비스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도농간 빈. 

부격차나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도시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도시화 정책이 역으로 농민들의 도시빈민화를 초래.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전후로서 가 넘는 미, 50% 80%

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다면 향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이 앞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투자와 무역의 새로운 대상 지역

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적 경제성장으로 변환해가는 중국 정부의 경. 

제정책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내수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중 

간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난 수년간 한중 양국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국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재생에너지 환경 기후, , , 

변화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 개발하자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분야 외에도 중국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중인 문화 스포츠 등 서, 

비스 산업에서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 

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은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으

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한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즉 창의적 발상과 투자를 통해 한. , 

국의 산업기술이나 문화적 수준이 늘 중국에 앞서나감으로써 중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양  민 간 상  식  개3. 

한중 양국 간 국력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비대칭

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은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큰 . 

틀에서 호혜 평등 상호 존중의 관계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국의, 

식을 자제하고 자신이 천명한 대 주변국 외교원칙인 , ( )對 친 성 혜( ), ( ), 親 誠‘

용( ), ( )惠 容 ’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외교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국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중국, 



136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을 인정하고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결하여 의연하게 대처, 

한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부가 학계 기업, , , 

언론 등과 긴 히 소통을 하여 모두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근혜 정부가 한중 양국민 간의 우호 증진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문화

인문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ㆍ

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한중 인문교류 공동. 

위원회도 이미 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포럼도 차에 2 3

걸쳐 열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억 명에 가까우며 그중 억 명이 스마트폰7 6

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는 만 개에 이르고 중. 220

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가입자가 년에 이미 억 명을 초과하 다는 것은 2012 3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27) 

이는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폭발되어 양국 관계

에도 부정적 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역사나 문화면

에서의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양국 관계의 미래를 짊어질 청. 

년들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서울과 북경 간만이 아닌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

다.

27) 기사 참조 China Daily 2015.12.15. World Internet Con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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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WMD Threats and the future of 

Korea-China Relations 

Shin, Jung-seung*28)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with close contacts in many areas 

from long time ago, and have shared interes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epening economic relationship which has 

been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Therefore their bilateral relations 

has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better 

than now.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ensu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fire and the Chinese strong concern 

on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ce) 

anti-missile system in Korea show that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eir 

relations. For example, Korea is not still confident that China would fully 

implement the sanction measures contained in the UNSC resolution and I 

argue that Chinese proposal of parallel negoti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replacement of Korean armistice with the Peace Agreement is not much 

persuasive. In THAAD issue, if Korea comes to conclusion in the future that 

THAAD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unter North Korean threats,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assure China that Korea-US alliance is not targeting China, 

and the THAAD is a defensive system, not damaging Chinese security. 

In the longer-term, deepening strategic distrus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part of East Asia, changing na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vival of ‘great country mentality’ by 

*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hina, and a Chair Professor and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of Dongseo Universit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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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people together with the rising nationalism in both Korea and China 

would cast shadow on Korea-China relation in the years ahead, unless properly 

handled.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the security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tri-lateral dialogue channel be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the US and China, particularly 

on North Korean issues. I also suggest the new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be sought, considering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China, while 

strengthening th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or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Key Words : Nuclear issues, North Korean WMD threat, China-Kore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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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군 지  역할과 망

 춘 근 *29)

들어가는 말. Ⅰ

세기는 바다의 시대. 21Ⅱ

새 시대의 새로운 전략사고1. 

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해로안보2. 21 ( )海路安保

제주 남방해로의 사활적 중요성. Ⅲ

제주 남방 항로의 보호는 한국 해군의 최소한의 임무1.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치. (Strategic Location)Ⅳ

동지나해 부존자원 보호를 위한 요충지1. 

한반도의 해역의 주권 보호를 위한 요충지2. 

해로보호를 위한 전략기지의 역할3. 

제주 해군기지와 대한민국 해군력의 발전. Ⅴ

한국에 드리운 해양안보 이슈들 1. 

한국 해군력을 제고시키는 제주 해군 기지2. 

맺는말 . 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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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Ⅰ

제주도 해군 기지가 우여곡절 끝에 년 월 일 겨우 준공되었다 우2016 2 26 . ‘

여곡절 겨우 등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 수준의 해군 기지, ’ ‘ ’

를 만들기 위해 소요( )所要 된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제. 

주해군 기지에 대한 최초 소요가 제기된 것은 년 월 합동 참모회의에서1993 12

의 일이었고 년이 지난 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14 2007

와 제주도 간에 협의에 따라 강정해안이 건설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 2008

년 월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복합형 관광 미9 ‘

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년 월 항만 공사를 착공한 후 년 , 2010 1 6 2’

개월 만에 드디어 준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세계에서도 국가 안보가 가장 . 

위태로운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해군지기 하나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총 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세기 험난한 23 . 21

파도를 헤쳐 나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기지하나 만드는 데도 온 

국가가 분열되어 혼란의 와중에 빠졌었으니 이보다 더 큰 국가안보 사업은 어

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그동안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군사전문가 특히 해양안보에 관심이 많은 학자, 

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조속한 완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필요성. 

보다는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경 종북 세력의 논리가 더욱 강했다 군사기지 건. 

설 현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다 그렇게 어렵게 . 

만들어진 해군기지이기에 더욱 감회가 깊고 이 기지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

해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년 월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한 제주해군 기지 건설여부가 일반 국2006 12

민 특히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의해 그 가부가 판결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 

이후 해군 기지를 건설해야 마느냐에 대해 논쟁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회들이 

열렸다 국가의 전략 기지가 여론 에 의해 판가름될 희대의 상황이 연출되었. “ ”

다 여론에 의해 국가 안보문제가 결정된다면 그 누구가 전쟁터에 나가려 할 . 

것이며 그 누구가 군대에 가려고 할까 국의 처칠 수상은 리더십이 불량한 ? 

사람이라 국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던가 국가안보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역이 아닌가 그래서 혜안 ? ? 

있는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슈 역이 아닌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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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론조사가 있기 직전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 5

있었는지 비판한 글을 작성한 적도 있었다 당시 제주도민 가 해군기지 건. 40%

설에 반대하고 있었다 .1)

아무튼 그런 과정을 힘겹게 겪어가며 겨우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년까지 2014 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늦춰진 년 지난 월 2016 2

하순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의 주관 아래 정부행사로서 민군 복합항 준공

식을 거행했다 총리를 비롯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제주도 도지사 제주. , , , , 

지역 단체장 국회국방위원 역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강정마을 주, , , , 

민 안보 전문가 등 명이 참여 해군기지의 준공을 축하했다, 1,200 , .

앞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통해 작전 능력이 현격하게 보강될 대한민국의 군

함들도 출동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 으로 삼을 해군 제 기동전단의 이. ( ) 7母港

지스 구축함인 서애 류성룡 함 구축함인 왕건함 및 문무 대왕함 대형 수송함, , 

인 독도함 급 잠수함인 안중근함 등 해군 함정 척과 해경 경비함 척이 , 214 8 2

정박 도열했다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대도 전개되어 대한민국의 해양력. 4

을 과시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민군 복합항 준공에 앞서 작년 월 일 부대 방호와 12 1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를 창설했고 월 일 이지스 , 12 22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해군 제 기동전단이 부산 작전 기지로부터 제주 민군 복7

합 항으로 이전했다.2) 제주 민군 복합항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

야 하는데 이는 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 해양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21

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남방 해로가 지나가는 바다를 적절히 활용하고 지킬 수 , 

있느냐의 여부에 국가의 융성 발전과 안보가 달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본 . 

논문은 제주 해군기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번 안보를 위해 담당, , 

해야 할 전략적 역할 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다(strategic roles) .

1)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 전략 년 월 일 제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 , 2007 3 31“ ”

열린 제주 해군기지 관련 찬반토론 세미나 발표 논문.

2) 이상의 사실들은 해군본부 해군 년 월호 의 기사를 참조함 , 2016 3 . Vol. 462. .  



주 해 지  역할과 망 춘근/   143

는 다  시. 21Ⅱ

새 시  새 운 략사고1. 

세계는 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세21 20

기의 냉전적 전략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세기는 자유주의 시. 21

대이며 자유무역의 시대다 바다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북. 

한에 붙들려 있다 문제는 북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나라 사람들. 

의 전략 사고가 아직도 대륙적인데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만 톤급 화. 

물선을 타고 바다로 뻗어나가야 할 시점에 기차로 유럽까지 화물을 나르겠다

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있다 비행기로 한나절에 가야 할 유럽을 기차 타고 . 

가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도 한다.3) 이처럼 아직도 대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 한국은 장보고 이순신을 자, 

랑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본다면 바다를 경원시하는 민족이요 국

가 다 뱃놈이라 말하여 선원을 비하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물가에 가지 . ‘ ’ ‘

마라고 가르쳤던 나라 다 한국이 바다와 친근해지고 바다를 통해 국가가 번. ’

하게 된 계기는 년대 이후 약 여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다1960 50 . 

그러나 한국이 바다를 잘 이용한 지난 여 년 기간 우리는 미국이 보장해 50

주었던 해로의 안보 덕택을 톡톡히 보았다 미국으로부터 해로의 안보를 제공 . 

받은 한국은 해군력의 건설이라는 투자 없이 그 동안 세계 위의 수출대국으로 9

발돋움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 체제는 우리나라가 막강한 .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부담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대단히 유리했던 역

사상의 한 역설적인 시점이었다 세기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같은 전략 환. 21

경이 끝나고야 말 시대다. 

년 소련이 붕괴된 후 정치적 의미의 세기는 끝나고 새로운 국제정치1990 , 20

의 세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제정치의 세기는 탈냉전 시대. (post Cold War)‘ ’

라고도 불렸고 신 국제질서 라고도 불렸는데 전 세계가 자, (New World Order)‘ ’

본주의 자유무역 민주주의 해양세력을 시대의 기본 정신으로 삼게 된 세기다- - - . 

3) 필자는 대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었다 이춘근 중국의  . , “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Commentary),一帶一路 ” Strategy 21 

년 월호20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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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국제안보는 당연히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바로 그 무렵 대한민국 합참에서 제주해군기지의 , 

소요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대한민국 해군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나섰던 

선각자들의 혜안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4)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를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 미국 등 해양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 , 

람들의 비논리적 반대가 지속되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해군의 기. 

항지가 될지도 모른다며 반대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토 내에 있는 해. 

군 기지에 기항할 수 있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다.5) 

솔직히 년인 현재 우리가 당면할지도 모를 더욱 절박한 현실은 미국 2016

해군이 한국의 바다와 해로를 더 이상 지켜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년 이래 앞으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 2014 , 

될 정도의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경우 , 

미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키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

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분석한 경제학자 러셀 골드는 미국은 여러 세대 동. “

안 석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고 전쟁도 했고 해로를 보호, ,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 . 2020

의 석유 생산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 6)

아직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년도 미국 대선전에서 공화당, 2016

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 국가로 분류하며 심지어 , 

미군 철수마저 언급하고 있다.7) 트럼프의 언급을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한 

4) 대한민국 해군은 년대라는 새로운 전략 환경의 시대 새로운 전략적 도전의 시대를 맞이해서  1990 ,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당시 본격적으로 주관하던 . 

함상토론회 및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략이 바다에 있

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당시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 구. ( )大洋海軍“ ”

호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한 선구적인 표어 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4 , “

대한민국의 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 하고 미합중국은 이( )許與

를 수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6) Russell Gold, The Boom: How Fracking Ignites the American Energy Revolution and 

Changed the World 원문을 인용한다(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4), p.33. . For “

gen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used its military might to keep oil flowing, fighting 

wars and patrolling sea lanes. Maybe this Era will now come to an end. By 2020, America 

could become the Largest global oil producer.”

7) David E. Sanger and Maggie Haberman, In Donald Trump s Worldview, America Comes “ ’

First, and Everybody Else Pays,” The New York Times, March 26, 2016. 



주 해 지  역할과 망 춘근/   145

국은 물론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모두에서 미군, , 

을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해도 될 정도로 미국은 세계 문제에서 급격히 흥미

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8) 타임지가 년 월 일 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 2015 6 1

면 미국인들 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72%

답했다.9) 한국인들이 체계적인 분석없이 막말꾼이라고 비난하는 트럼프는 물 

론 오바마 대통령 역시 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고 나서는 , 

판국이다.10) 

물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활적인 해로 .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미국 해군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과 공군이 한국

에 제공하는 안보 지원의 정도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해군을 . 

빼고 생각할 경우 우리 해군은 세계 위권의 산업 국가이자 무역국가인 대한10

민국의 해로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냉전 시대 동안 한국에서 국가안보라 함은 휴전선을 열심히 그리고 잘 

지키면 되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전이 종료된 현재 비록 북한의 . , 

위협이 아직도 전혀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세계 위권의 무역 , 10

대국으로 성장한 오늘의 한국에서 국가안보가 의미하는 것은 휴전선을 지키

는 일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중동의 석유 수출 항구들로부터 광양 울산. , 

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유조선이 단 하루라도 한국의 항구들에 

석유를 부어 넣지 못하는 날 한국은 그야말로 생명선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

하게 된다 생명선 즉 해로를 지키는 것이 세기형 국가 안보전략이며 제. , 21

주 해군기지는 세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요체인 해로안보를 위한 기초적 21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한  가안보는 해 안보2. 21 ( )海路安保

바다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이슈상으로 정치 군사 안보 및 , , 

8) Ian Bremer, Superpower: Three Choices for America s Role in the World’  (New York: 

이 책에서 타임지 편집장인 브레머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한 미국은 국제문제Portfolio, 2015). 

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9) Time, 브레머 편집장이 자신의 책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여론조사 한 것이다 June 1, 2015. .

10) Obama Doctrine,“ ” The Atlantic Monthly,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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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바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 

자원 보고로서의 바다 그리고 해양 통로로서의 바다로 나누어서 분석될 수 있, 

다 한국에게 있어 바다가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은 교역의 통로라는 데서 찾. ‘ ’

을 수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해로는 생명선 과 같다 해로가 차단되. (Life Line) . 

면 우리나라는 죽는다 그래서 해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해로를 지키는 것은 . 

해군력이고 해군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기지가 있어야 한다 제주 해, . 

군기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선 제주 해군 기지의 전략적 역할. 

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의 해로가 얼마나 안전한가 혹은 취약한가를 개괄적으

로 살펴보자.

현재 한국은 국가 총생산의 약 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액과 수90% . 

입액을 합친 금액이 우리나라 의 에 육박하고 있다는 의미다GDP 90% .11) 한 나 

라의 대외의존도는 그 나라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합계와 그 나라의 GDP

를 비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물동량의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며 바99% , 

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의 해로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은 우리의 , 

능력이 아니라 남의 능력 특히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로는 가장 값싸고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안전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육지의 길은 모두 독립 주권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기 때. 

문에 안정성이 그 국가의 경찰력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바다의 길은 그렇지 . 

못하다 바다의 길은 육지에 연해있는 해를 통과하는 길이 아닌 한 국가의 .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를 통과한다 공해는 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배( ) . 公海

타적 주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며 공해를 통과하는 자국의 무역로를 지키는 현, 

실적인 힘은 각국의 해군력이다.

즉 해 밖의 모든 해로는 이론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 , 領海

언제라도 안정과 안전이 훼손당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 

무역상대국들인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에 도달할 수 , , , 

11) 산업통상자원부는 년 수출은 천 억 달러로 수입은 천 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헤럴 2014 5 940 5 420 . 

드 경제 년 월 일자 년 한국의 는 조 천 억 달러 다 우리나라의 대외의2014 12 31 . 2014 GDP 1 3 43 . 

존도는 수출액 수입액 에 이른다( + )/GDP 0.87 .



주 해 지  역할과 망 춘근/   147

있는 통로는 해로 외에는 없다 해로의 중요성은 상품별 지역별로 약간씩 차. , 

이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생존할 .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다를 통한 수송로는 그것이 어느 나라, 

로 연결되는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우리나라의 생존에 사활적 으로 중( )死活的

요하다. 

한국의 해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크게 동 서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 , 

며 그 길이도 대단히 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으로 유수한 공장을 가동시. 

키기 위한 사활적인 에너지원인 석유는 중동의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말래카 해협을 거쳐 남지나해 그리고 동지나해를 통과해서 부산 울산과 , , 

이어진다 우리의 석유 수송로는 그 길이가 해리나 된다 부산 쿠웨이트. 6,350 .( -

기준) 

우리 상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며 우리 국민의 식량의 주 공급원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는 각각 해리 해리가 된다 그리, 4,918 , 5,229 . 

고 최근 한국과 무역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까지는 해4,630

리나 된다 한국은 한국 국민의 생존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한국의 . 

남서 항로를 통해 구입해 오며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은 남쪽과 동쪽의 , 

항로를 이용해서 수입한다 물론 중국 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부터의 . ,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 사활적인 기본적인 전략

물자 식량과 석유 가 수입되어 오는 해로가 너무 멀다는 것이 한국 해로의 중( )

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다양한 항로 중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만 애써서 제일 중요한 항로 하나를 선정하라면 역시 남방항로라고 말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남방항로는 석유라는 사활적인 상품의 수입 통로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향

해 오는 여러 해로들이 하나의 중요 해로로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merge) 

특히 그러하다 한국 대부분의 주요 항구들이 남해안과 서해안에 집되어 있. 

는데 남방해로는 바로 이들 항구들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해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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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남 해  사  . Ⅲ 12)

한국의 해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항로라고 말했다 제주 남방 항로. 

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과하는 항로다 이 항로는 , . 

수출액이 억 불을 넘는 세계 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5,000 9

중 가 통과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주 남방 해로는 대한99.8% . 

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수송로라는 사실에 있다. 

울산에서 페르시아 만까지의 평균 항해 기간은 일 정도가 걸린다 매17-18 . 

일 약 만 톤 만 배럴 의 석유가 부어져야만 가동할 수 있는 공업국가 대40 (250 )

한민국은 제주 남방 항로를 반드시 항해해야만 하는 유조선들의 안전에 국가

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차 대전 해전의 웅 니미츠 제독은 수. 2 “

도를 뺏기고도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뺏기고 전쟁에 이

긴 나라는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 다음. , ”

이 무기 다음이 식량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이 같은 언급, . 

은 더욱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수도를 빼앗겼던 한. 

국은 전쟁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항을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

다 세계의 중요한 전쟁들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었던 나라들이 끝까지 지키. 

고 있었던 것 역시 전략 물자의 수송을 위한 해로 다. 

주 남  항  보 는 한  해  한  무1. 

한국의 해로는 그 길이가 길다는 특징 이외에 해로의 통과 수역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것이 중동. -

극동을 잇는 한국의 석유해로다 중동 극동을 잇는 해로는 한국으로 오는 길. -

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 노선을 통해 한국 국가존망에 사활적이며 한국 공업. 

의 원동력인 석유가 수입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이 석유 수송로에 국가의 . 

12) 이 부분의 논의는 필자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찬반토론회에 

서 찬성의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던 논문을 많이 재활용했다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 , “

한국의 해양전략 년 월 일 제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세미나 발표 논문(2007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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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이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를 진정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 , 

말라카 해협 남지나해 제주해협에 이르는 온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 , 

해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군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 

능력으로는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강. 

화함으로써 미국 해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은 최소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활적인 해로

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먼 곳의 해로는 우회할 수도 있고 적 이 있으면 비. ( )敵

켜갈 수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해로가 있다 바로 세계 각지로부. . 

터 한국 본토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이 그러한 곳이다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 

한국을 향하는 항로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제주 앞바다를 지나는 곳이라는 사

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음의 지도는 제주도의 남쪽 바다 및 제주 . 

남방 해로가 한국에게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곳인지를 보여준다.13) 

세계의 해로 지도 1.

13) 이 지도는 필자가 아래의 주소를 인터넷 서핑해서 찾은 것임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물동량이 가장 . 

많은 해로들을 의미하는데 제주도 남방지역이 집중적으로 노란책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D%95%9C%EB%B0%98%EB%8F%84+%EC%A3%BC%E

B%B3%80+%EC%A7%80%EB%8F%84+%ED%95%B4%EB%A1%9C&biw=1600&bih=805&tbm=is

ch&imgil=I5MjTmBYnGj97M%253A%253BFyWCjqJdDHs6jM%253Bhttp%25253A%25252F%25

252Fblog.cizion.com%25252F331&source=iu&pf=m&fir=I5MjTmBYnGj97M%253A%252CFyW

CjqJdDHs6jM%252C_&usg=__CDSFkxtWR7jZqbJ-0o3BIv0fvJY%3D&dpr=1&ved=0ahUKEwjc

7PLp6-7LAhVkIqYKHQhRCgIQyjcIJQ&ei=tyX_Vpy1BOTEmAWIoqkQ#tbm=isch&q=world+s

ea+route+map&imgrc=PC2uVYnMFqkMHM%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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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도는 제주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한국. 

의 대 해로 중 가장 중요한 해로가 제주 남방 해로라 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3

다 제주 남방 해로가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지키는 .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활적인 전략물자 식량과 석. (

유 는 궁극적으로 제주 남방 해로를 통해서만 한국의 주요 항구 부산 울산 광) ( , , 

양 여수 인천 목포 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위기에 놓이는 경, , , ) . 

우란 바로 수입 물동량이 더 이상 한국으로 원활이 유입되지 못할 경우를 위미

한다 국제분쟁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국을 봉쇄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 

향한 물자 유입을 중지시키기 위한 일이다 외국으로부터 물자가 끊임없이 유. 

통될 수 있는 나라는 모든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며 국가안보의 위협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지도 역시 한반도의 남방해로 특히 제주도 . , 

인근을 지나는 해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14)

세계의 해로지도 2.

이상과 같은 해로 안보에 관한 일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제주 남방 해로는 한

국이라는 국가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해도 된다 제주 남방 해로를 지킨다는 것은. ,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 

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같은 행위를 공격적이라고 볼 나라는 없. 

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 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해로. 

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훨씬 강한 우리의 국방노력이기 때문이다.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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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 지  략  치. (Strategic Location)Ⅳ

제주 해군기지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지 3

결정적 기여를 담당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도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 해저 부존자원을 보호 확보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 

서 야기되는 유권 및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며 세 번째는 한국에게 ,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 

동지나해 원 보 를 한 충지1. 

제주 해군 기지는 본 논문 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그리고 세계의 무역해로 3 , 

지도에서 본 것처럼 세계의 무역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사활적인 해로가 

지나는 길목에 놓여 있는 전략적 요충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 

앙으로 동 서 남해로 신속하게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섬이며 제주도 남측ㆍ ㆍ

에 자리하고 있는 강정 기지는 서태평양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 제주 해군 기지는 단순히 해로만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 ‘ ’

다 제주 해군 기지 남쪽 해역은 석유 및 가스등 해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의 보고 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 ( ) . 寶庫

남방 해역 대륙붕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 230

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 서남해 지역에는 천연가스 및 원유가 억 톤 72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제주 남부 동중국해 원유 매장량은 억 . 100 1,000∼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15)

물론 제주도 남쪽 해역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정

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변 각국들 모두가 이 지역의 자원 부존 

가능성에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확충에 노력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해군력의 부족 때문에 

15) 해군본부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실은 이렇습니다 , !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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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싸움처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남방의 바다. 

동중국해 에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상정할 경우 자원 보호 및 확보를 위한 ( ) , 

최적의 해군기지가 아닐 수 없다 분쟁 지역에 가장 빨리 해군을 출동시킬 수 .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략의 집중과 분산에 .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 해양 분쟁 발발 시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최적의 요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도  해역  주  보 를 한 충지2.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대되는 부존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

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어도와 . 

배타적 경제수역 이슈에서 제주 해군 기지의 역할을 보여 주는 지도다.16)

16) 위의 자료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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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한중간 토 문제는 아니

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 있는 . 

암초로 인식해 왔고 현재 과학기지를 설치해서 운 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와 같은 지역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유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학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 

도가 포함되는 수역의 상공에 항공식별 구역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행동을 급격하게 늘이고 있다.17) 중국은 자신이 한국보다 대 

국 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경우 중간선을 택할 수는 ( )大國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서해에는 아직 한중 양국 간의 도 획정되지 못EEZ

한 상태다.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톤급 해양경찰 소속 대형경비함 주3,000

작함을 이어도에 상주시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어도에서 보다 심각한 분. 

쟁이 야기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어도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편이 우세한 입장

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중국 동해 함대 기지가 있는 파에서 이어도까지. 

는 그 거리가 로 약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로부터 이398km 18 . 

어도까지는 로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지가 176km 8 . 

아닐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해양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기 용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일본과 중

국 사이의 분쟁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 역사는 주변국들이 싸울 때마다 한국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년의 청일 전쟁 년의 러일 전쟁 등은 우리나라가 . 1895 , 1904-1905

중립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반도과 그 주변 해역 그 자체가 전쟁터가 되

었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다투게 될 경우 적. 

어도 우리나라의 토와 해역이 저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17) 송성대 한중간 이어도 해역 경계 획정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리뷰 이어도연구 호  , , 6“ ”   

이어도 연구회 간행(2015) ,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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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 를 한 략 지  역할3. 

제주 해군기지가 담당할 수 있는 번째 전략적 역할은 한국의 남방해로를 3

보호하는 일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대양으로 .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대한

민국으로 향하는 여러 해로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 

가 대한민국의 남방해로의 바로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방해로가 서해 방

면 그리고 대한해협 방면으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는 사실은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의 해로 보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정학적 요소다.

지도 제주도와 남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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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 지  한민  해  . Ⅴ

한 에 드리운 해양안보 슈들 1. 

필자는 지난 여 년 동안 한국의 해양안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20

주변 바다를 관찰해왔다 한국의 해양안보는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 20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인다 한국에 드리운 바다의 불안정이 완화되는 조. 

짐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것이 오히

려 안전할 정도다 이처럼 오랫동안 완화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해양안보 문제. 

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중국에 제기하는 주권 위협 중국이 제기하1) , 2) , 3) 

는 어업관련 위협 일본이 제기하는 주권 위협 한국의 무역로 석유수송, 4) , 5) -

로에 대한 해로 안보 위협 최근 미국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적 행, 6) 

태로 인한 위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위의 가지 해양안보 위협 요인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6

화되고 있는 것이 없다 북한의 도전은 근래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 

북한은 년 가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을 실험 발사하기도 했다 북2015 (SLBM) . 

한이 을 현재 완성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금명간 완성할 것으로 가정하고 SLBM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 전략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 

정말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치는 안보 위협이다. 

중국이 부상하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년대 이후 한2000

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해군의 . 

증강에 대응한 일본 해군의 증강 미국 해양력의 아시아 해역에로의 집중 현상 , 

등은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 환경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일본은 아직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이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의 비호 아래 보다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해. 

군대학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수십 명 이상 파견되어 미국 해군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상륙작전 연습을 하기 시작한 지도 War Game 

이미 수년이 지났다 년 월 일 중국이 명의 병력을 동원 전승을 . 2015 9 3 , 12,000 , 

기념한다며 최대의 군사퍼레이드를 벌인 날 일본자위대 병력과 미군 병력 , 

명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전 연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11,000 . 

원 아래 상륙전 능력까지 갖추게 될 일본 역시 한국 해군이 잠재적 안보 위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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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다.18) 더 나아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바다를  ,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이 생명선으로 간주하는 해로, (SLOC/Sea 

를 공유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Lanes of Communication) .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주권적 위협 즉 토 및 관할권 위협을 직접 당, 

하는 위치에 있으며 해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는 경우 

우리 해로도 덩달아 위험해진다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이 한국의 주권에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어도 및 서해에서의 획정에 관한 중국 측의 주장, EEZ 

은 우리의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을 일본과 적. 

대적인 위치에 존치 시키기 위해 또한 가능하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 , 存置

는 목표아래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역의 어족 자원들의 씨를 말리고 있

다는 사실은 이미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은 중국에게 항의조차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중국 당국자들은 자신들도 중국 어부를 통제할 . 

수 없다며 발뺌한다고 한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립주의적 성향은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 서론에서 언. 

급했듯이 미국의 고립주의 현상은 특정 정치가의 특이한 주장만은 아니다 역. 

시 국가안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자신의 능력을 기른다는 데 있다. 

한  해  고시키는 주 해  지2. 

우리의 해군력을 기른다는 일은 각종 군함을 더 많이 장비하고 해군의 병력

을 늘이는 일일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할 일은 해군. 

기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더 큰 군함 더 큰 잠수함 그리고 더 많은 척수의 함. , , 

정들이 정박하고 정비 받을 수 있는 항구 전략적으로 요충에 자리잡은 항구, , 

는 해군력 건설의 기본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주 해군기지의 준공은 .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한국 해군력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해군 기지를 제주

도 남방에 하나 건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8)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잠재적인 동맹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 

역사적 갈등은 언제라도 현실적인 갈등관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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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로 안보 상황은 본시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특히 더 어려운 상

황이 되었다 한국의 해양안보는 본질적으로 대양 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지. ( )大洋

만 북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양에서 해양안보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능, 

력 증강이 어려웠다 한국 해군은 연안 에서 북한과 대응해야 하. (Brown Water)

며 인접해양 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고 있으며 원양, (Green Water) , (Blue 

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의 상선단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원양 능Water)

력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 3

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더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전략. 

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하는가 혹은 원양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 

보호하는 능력을 시급히 갖추어야 하는가 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무? 1990

역국가다운 해군을 갖추기 위해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노력해 왔다. ‘ ’

그러나 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나라 언론은 한국 해군이 2010 , 

대양해군을 지향하느라 연안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비난했다 이것이 한. 

국 해군이 현재 당면한 원천적인 어려움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히 기교 있게 해결해 주는 기

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의 해양 도발. 

을 원거리에서 제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는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자들을 거래하는 북한 선박들의 항행

을 감시하는 데도 최적의 기지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해양 도발 행태를 면 하게 관찰한 한 학자는 자신의 책 결론부분의 

장 제목을 중국 제주 이어도 점령이 제일 쉬웠어요 라고 부치고 있다, - . .“ ‘ ’” 19) 

요즘 필리핀 베트남을 향해 벌이는 중국의 공세적인 도발정책은 언제라도 대, 

한민국을 향해서도 전개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중국이 제주 이어도 점령이 . -“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오도록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아직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해군력이 열세인 우리나라에

게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한. 

19) 강효백 중국의 습격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삼국지 서울 휴먼 앤드 북스 제 장 , : ( : , 2012). 23 .   

이곳에서 강 교수는 중국이 행한 빈번한 도발 및 점령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인용하며 중국의 

제주 이어도 해역 도발이 대단히 현실적인 예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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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해역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잠재적 충돌 지역

까지의 출동 거리와 시간에서 유리할 것이다.

 

표 중국과 주변국의 해군력 톤< 1> ( )20)

중 국 함 대 톤1,42,3000

미국 태평양함대 톤  347,000

일본해상자위대 톤453,000

대 만 해 군 톤201,000

한 국 해 군 톤195,000

위의 표가 말해 주듯 한국 해군은, 물론 우리는 공세적인 군사력을 지향하

지 않지만 서해 남해 동해에서 중국 일본 해군력에 대항하기에 아직은 턱, , , , 

없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 해군이 질적으로 중국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톤. 

수로는 중국의 겨우 정도며 일본에게는 질적으로 열세이면서 톤수로는 일1/8 , 

본의 정도에 불과하다40% . 

한국 해군은 우선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남방해로 즉 이어도 수역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은 강. , 

해져야 한다 우리 해군이 중국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 

의 모든 해군력이 한 지점에 모두 집중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

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역에서 적의 도발을 거부 할 정도의 (denial)

군사력을 갖추면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이 같은 목적에 .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해군 기지 하나를 제주도 남측 해안

가에 건설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맺는말 . Ⅵ

제주 해군기지가 드디어 년 월 일 준공되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 2016 2 26

착잡한 사람들이 많았다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 

20) 자료 년판 : 2014 26 . ( : , 2014).平成 年版 日本 防衛白書 東京 防衛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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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를 막고 드러눕는 전문 데모꾼들 때문에 속절없이 시간을 지연시

키면서 끌어온 세월이었다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을 분노하게 한다며 반. 

대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주 해군기지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점차 악화되는 해양 안보 상황에 당면한 . 

대한민국이 보유해야만 할 최소한의 해군 시설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

켜나가야 할 시설물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이 당면한 해로 안보 위협 가지에 대처하기 위한 최6

소한의 노력이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해로안보 위협 가지는 북한으로부. 6 1) 

터의 위협 중국에 제기하는 주권 위협 중국이 제기하는 어업관련 위협, 2) , 3) , 

일본이 제기하는 주권 위협 한국의 무역로 석유수송로에 대한 해로 안4) , 5) -

보 위협 최근 미국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적 행태로 인한 위협 등, 6) 

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상 가지 해양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아주 유리한 지정6

학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권. 

리를 가지고 있는 동지나해의 부존자원의 보호 및 확보를 위해 이어도 문제,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해양 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에 사활적인 제주 남방해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훌륭한 요충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기지가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은 주변국에 비해 질

적 양적으로 열세인 대한민국의 해군력의 취약한 부분을 지정학적으로 상쇄, 

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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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s and strategic functions 

of the Jeju Naval Base 

Choon Kun Lee*21)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was finally completed and don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on February 26th this year. There is no doubt 

that the new base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ugmentation of Korea’s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However, we should note that the new 

naval base took a long and hard twenty-three years to be completed.

In the 21st century, Korea should adopt a new strategy that can fulfill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Korea for the new 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 national boarder has become meaningless.

In the late 20th century, after the Cold War,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o did the importance of the seas. Having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al country into a commercial country, Korea went from a 

continental state to a maritime state. Korea has become the 9th largest trading 

state, and obviously, the importance of the sea has become significant. Korea’s 

national strategic focus needs to be on the sea for national survival. 

Thus, since the 1990s, the Korean Navy has planned to build the Jeju 

Naval Base. Jeju,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21st century Korea’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Jeju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reaches out to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end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heads towards Korea.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thus, Jeju Naval Bas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area’s security and order. Jeju Naval Base will be very useful not only 

* Visiting Prof, Ewha Woman s University & Senior research fellow,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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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but also for keeping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the minimal effort against the six sea route security 

threats towards Korea. The six sea route threats are: 1) Threat from North 

Korea; 2) China’s Threat towards Korea’s sovereignty; 3) China’s treat towards 

Korea's fishery; 4) Threat from Japan; 5) Threat towards Korea's sea routes; 6) 

Threat from recent phenomena of isolationism of the United States.

Jeju Naval Base is built for both warships and civilian ships--such as cruise 

ships--to use. Just like the United States’ Pearl Harbor, Jeju Naval Base will 

become not only the largest military base, but a beautiful tourist site. 

Key Words : Jeju Naval Base, Strategic Function of Jeju Naval Base, Roles of 

ROK Navy, ROKN’s Naval Strategy, ROK’s Maritime Strategy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6 4 3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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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군  새 운 도 과 

동 단   향

  *22)

시작하면서. Ⅰ

한국해군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도전요인. Ⅱ

북한의 핵 탄도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 위협 증가1. (SLBM) ㆍ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해양전략 추구와 해양경쟁2. 

남중국해 분쟁 등 역내 해양갈등 심화와 불안정 요인 증가3.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전단의 전력 발전 방향. Ⅲ

한국의 해양전략 발전 방향과 기동전단의 기동함대로의 확대 필요1. 

북한위협대비 대 탄도탄 대공작전과 대잠전 수행 능력 강화2. ( )對 ㆍ

북한 및 주변국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 대응수단 강화3. SLBM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 에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강화4. (NCOE)

원해 작전지속 및 원거리 정 타격전 수행 능력 강화5. 

 

기동전단의 역할 확대 방향 . Ⅳ

평시의 역할 확대1. 

전시의 역할 강화2. 

맺는 글. Ⅴ

충남대 군사학부 교수 및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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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 Ⅰ

년 월 일 세기 청해진이 될 제주해군기지가 많은 갈등과 어려운 2016 2 26 21‘ ’

진통 끝에 해군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년 월 초 북한의 차 핵실험과 . 2016 1 4

월 중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4 (SLBM) , 

미 중 일의 군사적 갈등 고조 등은 제주해군기지가 한국해군에게 주는 전략적ㆍ ㆍ

인 의미도 크지만 향후 해군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도 던져 주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에는 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가 배치되어 . 7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기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주 남쪽 해. 

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등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 

히 제주기지는 이어도 해양기지와 배타적경제수역 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EEZ)

국과의 분쟁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도 제공한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유권 주장 및 직선기선 발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등 해 확대 노력으로 인해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바다‘

에서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변국과의 국, ’

익 보호를 위한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양국동맹을 강화. 

하고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보다 적극적 개입 양상을 보ASEAN

이면서 미 중 일 해양경쟁의 불꽃이 한반도까지 튀는 양상이 뚜렷하다 또한 . ㆍ ㆍ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 ’

해 해군 공군전력을 적극적으로 현시 중이다 일례로 년 월 (Presence) . 2016 1 31ㆍ

일 중국 정찰기 대 정보수집기 및 조기경보기 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2 ( )

에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 과 일본방공식별구역 을 침(KADIZ) (JADIZ)

범하여 이어도 대한해협 동해까지 왕복 비행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는 그 , , , . 

어느 때보다도 한국해군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년 만에 필리핀에 미군을 재 주둔하게 되면서 남중국해 24 ( )再

문제에 보다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

를 확보하 고 동 기지를 기반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동남아 해양에서의 , 

분쟁 발생 시 전력을 보다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Flexibility) 되었다.1) 

또한 미국은 베트남은 물론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

1) 필리핀 기지의 전략적인 가치와 의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미군의 필리핀 재 주 , ( )再“

둔 합의는 미국의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년 월 일 참조?, KIMS Periscope (2016 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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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대일로 구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형 이즈모( /いずも 급 구축함 건조Izumo) (DDH) 

와 년까지 신형 이지스함을 척 추가 도입하여 개 호위함대군에 척씩 배2020 2 4 2

치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과는 , . ASEAN 

경제원조 투자 등을 통해 친일화 하고 소말리아 해역 해적작전에 참가했던 , ( ) , 化

기가 복귀 시 남중국해를 정찰하는 등 적극적 개입 전략을 P-3 (Engagement)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해군창설 주년에 탄생한 제주해군기지와 전. 70

개된 기동전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요인에 능동ㆍ

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제주해군기지 창설과 함께 한국해군의 새로운 도전요인을 분석

하고 현 기동전단의 전력을 어떻게 기동함대로 발전시키고 역할을 확대할 것, 

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질. 

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해군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도전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전단의 전력 발전 방향은, ?

셋째 전시와 평시에 기동전단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 

것인가?

한 해 에 새 운 역할  하는 도. Ⅱ

한  핵 탄도탄  잠수함 사탄도탄  증가1. (SLBM) ㆍ

북한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장치의 폭발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얻은 기술로 핵무기가 탄도탄에 탑재 가. 

능하도록 탄두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도 점차 줄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 

년 월 일 세 번째 핵실험 직후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2013 2 2 , , “

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2)고 발표했으며 년 월 일 김정은이 공개한 , 2016 3 9

핵분열 기폭 장치 는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 ) (Nuclear Fission Device)‘ ’

2) 북한의 차례 핵실험과 한반도 핵무장 검색일 3 , http://blog.daum.net/chamsuseok/16150349( : “ ”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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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3) 물론 실물 크기의 모형 일 가능성도 있지만 (Mockup) , 

전문가들은 신뢰할 만한 설계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차례의 핵실험을 면 히 . 4

검토해 보면 북한은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 에 사용된 초보적 핵폭발 , ( ) ( )島 長崎広

장치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킬로톤 전후의 특정 핵탄두를 5 6 (kt) ～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 1> 4)

구 분
Scud

KN-02 노 동 무수단
대포동

B C D 1 2

사거리

(km)
50 300～ 50 500～ 50 1,000～ 2 120～

400～

1,300

300～

4,000

4,000～

8,000

2,000～

15,000

탄두

중량(kg)
985 700 770～ N/A 500 1,200 1,250

1,000～

1,500
500

탄두

직경(cm)
0.88 0.88 1.025 0.7 0.8～ 1.32 1.5 1.5 2.4

추진체 액체 단(1 ) 고체 단(1 ) 액체 단(1 )
액체 고체+

단 단(2 /3 )

액체 고체+

단(3 )

탄 두

종 류
화학 생물HE, / 화학HE, 화학HE, 

핵, HE, 

화학 생물/
핵, HE 핵 화학 생물, HE, /

발사대 36 40～ N/A N/A 27 30～ 27 N/A N/A

 * □는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고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 탄도미사일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에 대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북한은 노동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 가능하며 표 에서처럼 핵을 탑재한 노동 및 무수단 미사일은 한반도 전, < 1>

역에 공격이 가능하다.

3) 보통 핵탄두 소형화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부피와 크기를 따지는데 이날 공개된 구형 물체, 

의 직경은 대략 로 직경이 각각 로 알려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50 60cm , 90cm, 135cm～

고도 남을 수준이라는 평가다 구형 물체의 중량도 이고 나머지 탄두 및 폭약을 주입. 500kg 700kg , ～

해도 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탑재 가능 탄두 중량 최대 1 (

톤 의 실1 ) 전배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검색http://news.zum.com/articles/29253068?c=01( 일: 

2016.4.22).

4) 최봉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방어전략 연구 국회 유승민 의원이 년 월 일 주관한 북의  , , 2011 1 15“ ” “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제목하에 실시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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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거리 에서 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100 120km 3,000 4,000km～ ～

을 전력화하여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년 월 북한은 성공적인 은하 . 2012 12

호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 및 운용능력은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뿐만 3 ㆍ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ICBM) . 

히 탄도미사일 기술은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자체 개발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 

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도 대부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북한이 .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경우 직경 이상 탄두중량 톤 1m , 1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년 월 일 처음으로 잠항 중인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2015 5 8

사일 인 북한명 북극성 을 발사시험 한 이후 년 월 (SLBM) KN-11( -1) 2016 4 24‘ ’

일 기습적으로 을 발사하 으며 정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SLBM , 30km 

다.5) 북한의 은 기존 위협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중대한 위협이다 SLBM .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현 과 체계에 수중 위협을 포Kill Chain KAMD 

함시키기만 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SLBM 

다.6) 그러나 현 우리의 과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 Kill Chain KAMD 

응하는 체계이며 가 도입되면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 THAAD

만약 을 탑재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동해나 남해 등 우리의 후방 지역SLBM

으로 침투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이다.

과 본  공  해양 략  해양경쟁2. 

중국은 년대 류화칭 제독이 제시한 해양전략 개념에 따라 1980 ( ) 2020劉華淸

년까지 서태평양 제 도련선 진출을 위해 항모전투단 운용과 개량 등 해2 SLBM 

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제 도련선 을 통제하. 1 (First Islands Chain)

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년까지 제 도련선 까지도 , 2020 2 (Second Islands Chain)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항모전투단 대함. , SSBN, 

유도탄 무인체계 등을 이용하여 하와이 이서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로운 , ( )以西

5) 북한의 탄도탄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르면 년 내 늦어도 년 이전에 을 실전배 2 3 , 2020 SLBM～

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 북 기술 어디까지 왔나 이르면 년 내 실전배치 . , SLBM , ? 2 3“ … ～

수준 연합뉴스 년 월 일, , 2016 4 24 .”   

6) 유용원 북 막을 단계 수중 킬체인 추진 조선일보 년 월 일 , SLBM 3 , , 2015 5 13 , p.A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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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해양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세. 21

기 중국해군이 원하는 것은 함대와 같은 독자적 기동함대를 건설하여 서태평7

양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년 취임한 시진핑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해양부 승격과 해양발2013 ‘ ’

전 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해양정책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5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해양굴기를 위한 서태평양 진출이며 이를 위해 서태. , 

평양으로는 도련선 전략을 다른 하나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Island Chain) , ‘ ’

한 해외기지 건설로 인도양으로는 서아시아 아프리카 인도양을 거점으로 잇, , , 

는 진주목걸이 전략 을 추진 중이다(String of Pearls) .‘ ’

최근 중국은 동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보다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위ㆍ

해 다음과 같이 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을 향상시키고 있다 첫째 중국 내륙. , ㆍ

에서 남사군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서사군도 융싱다오( /Woody 永興島

의 기존 활주로를 확장Island) 7) 하이난다오의 싼야 비행장에서 융싱다오( ( ) 三亞

까지의 거리 하고 전투기를 전개시켜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원거리 336km) . ,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급유 능력을 확보 중이다 중국은 년대부터 . 1980

국과 기타 유럽국가로부터 공중급유관련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년 이란과 이스라엘로부터 관련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1992 . 

셋째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투기 획득이다 중국은 년까지 러, . 1992 95～

시아로부터 약 여 대의 기50 Su-27 8)를 도입하 고 남사군도 분쟁 시 하이난, 

다오에서 발진할 경우 작전시간이 제한된다 넷째 신형 항공모함 건조 항모. , , 

전단 창설 및 운용이다 그러나 항모 건조에 드는 비용 항모방어의 복합적인 . , 

문제 함재기의 미개발 훈련 운용상의 문제 및 역내 외교 군사적 향 등을 , , ㆍ ㆍ

고려 시 단기적으로 확보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ㆍ 9) 

 

7) 일부 보도에서는 중국이 융싱다오의 기존 활주로를 로 확장하 다고 보도하 으나 융 1km 2.6km , 

싱다오의 면적 과 군수문제 등을 고려 시 구 공군기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1.8 ) .㎢

8) 기는 작전반경이 이며 지상작전에 대한 근접지원 능력을 보유 Su-27 1,500km , .

9) 중국의 항모 건조 및 남사군도 분쟁 시 항모운용의 제한사항 등에 자세한 내용은  Koh Swee Lean 

Collin, Chinese Aircraft Carrier s Debut: Gunboat in the South China Sea?,“ ’ ” RSIS 
Commentaries 및 김덕기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실효성에 관한 , No. 220(December 2, 2013) , “

연구 년 여름 참조, Strategy 21 (2005 ), pp.144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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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해군의 전력 증강 현대화 전망< 2> / , 1990 2030～ 10) 

형( )型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항공모함   0   0   0   0  0   1 1 2～ 2 3～ 2 3～

잠수함
재래식  88  43  60  51  54  62 59 64～ 61 66～ 63 68～

핵   5   6   6   8   9   9 9 14～ 11 16～ 13 18～

구축함  19  18  21  21  25  32 32 36～ 32 36～ 34 38～

프리깃함  37  37  37  43  49  56 56 60～ 56 60～ 58 62～

상륙함 정/  58  50  60  43  55  55 50 55～ 50 55～ 50 55～

초계함 정/ 215 217 100  51  85  85 90 90 95

합  계 422 425 284 217 277 300 297 321～ 302 326～ 315 244～

다섯째 원거리 해상작전 지속능력보장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 향상이다 중, . 

국해군은 해상보급 능력 향상을 위해 년대부터 지원함의 총 톤수를 증가1980

시키는 등 다양하게 노력 중이나 아직도 원거리 해상보급 능력은 매우 제한적, 

이다 여섯째 하이난다오에 항모 및 이 전개될 수 있는 해군 공군기지 . , SSBN ㆍ

건설 및 증축이다 마지막으로 동해 남해함대에 공격용 핵잠수함 배치 . (SSN) ㆍ

등을 통한 원거리 투사능력 확대이다 현재 중국해군의 원거리 투사 가능 전력. 

으로는 의 해상용 대대 전폭기 대대 차세Su-30MK2(Su-30 ) , (JJH-7/FB-7) , 

대 공격용 핵잠수함 및 전략핵잠수함 등이 (Type 093/SSN) (Type 094/SSBN)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력 강화는 미국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A2AD . 

한편 일본의 보수우익 성향의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범위 확대, , 

전수방위 개념 탈피 무기수출 원칙 수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3 . 

특히 년 월 일본은 미 일 방위협력지침 의 개정을 통해 미2015 5 (Guide Line)‘ ㆍ ’

국 후방지원을 명분 삼아 자위대가 전 세계 작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년대 해양기본법 제정 종합해양정책본부 설. 2000 , 

치 등 해양국가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센카쿠 독도 오키노도리시, , , 

마 미나미도리시마 등을 포함한 국토면적의 배가 넘는 광활한 해역에 대해 , 12

배타적경제수역 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년대에 제시된 기존의 (EEZ) . 1980

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도 향후 해리 이상으로 해상방위권을 확대할 1,000 2,000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자대는 해양에서의 작전 역이 확대됨에 따라 함정의 대형화와 

10) 김태호 동아시아 주요 해양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 , 2015),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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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회복. 

기간을 갖는 동안 역내 해양균형자 전략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해양 패권주의‘ ’

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해군력을 건설해 왔다 특히 전략적 자산인 이지스함. 

을 현 척에서 척으로 잠수함은 현 척에서 척 체제로 증강할 예정이다6 8 , 18 22 . 

년 일본은 항공모함급 구축함 이즈모함 을 확보하면서 중국 랴오2015 (22DDH) (

닝함 인도 비크란트함 등과 함께 동아시아의 항모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 ) . 

은 총 척의 이즈모급 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며 미국으로부터 수직이3 , F-35B 

착륙기 도입 시 언제든지 정규항모로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일본은 미 일. ㆍ

동맹을 주축으로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아베정부의 보통국가화와 외교

정책에 힘입어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인 방위력을 증강하면서 동 남중ㆍ

국해에서 중국과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가정하고 전력을 증강 중이

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차 핵실험에 따른 핵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을. 4 , 

중국에 대해서는 동 남중국해에서의 유권 분쟁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 ㆍ

국이 년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2010 2

서 국방비 증가와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 . 

본은 중국의 제 도련선 전략에 따른 해군력 증강과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로 1 2～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해상교통로 보호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

었다 일본은 남서제도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육자대는 미국 해병대와 공동훈련. 

을 통해 중국이 센카쿠열도 강점 시 이를 탈환하기 위한 능력과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비 경계감시 및 초계 능력 보강을 위해 잠수. , 

함 전력을 척으로 증가시키면서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기를 추가 전개시켰22 P-3

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제 항공단을 창설하여 전투기 . 9 F-15

개 대대 고정식 지상레이더 와 등을 운용 중이다2 , (FPS-3/5) PAC-2 .

년 월 일 해상자위대 훈련용 잠수함 오야시오함은 호위함 아리아케2016 4 3

함 및 세토기리함과 함께 남중국해 연안인 필리핀 수비크만에 입항했다 비록 . 

금번 방문이 대 잠수함 헬기와 초계기 조종사의 항해훈련 일환이었으나 남( )對

중국해에서 중국 필리핀 유권 갈등지역과 가까운 필리핀 항구에 입항하ㆍ

다는 점에서 향후 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행동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특( ) . 對

히 미국이 필리핀에 기지 사용을 승인받으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해양협력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에도 적극 개입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경쟁 은 동아시아 해양안(Naval Arms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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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불안정 요인을 증대시킬 것이며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에도 심각한 도, 

전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에 . SSN 

증강배치 등은 한국 해양안보의 새로운 비대칭 도전요인이다.

 

남 해 쟁 등 역내 해양갈등 심  안   증가3. 

가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 내 해양갈등 심화. 

미국 존스홉킨스대 칼더 교수는 년 전 아 태지역을 육상(Kent E. Calder) 20 ㆍ

자원 고갈 해양 대체 자원 확보 경쟁 해군력 증강 등 요소 간의 상호 악순환작, , 3

용에 의해 안보딜레마가 커져 해양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언급했었

다.11) 세기 칼더 교수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공 21 . 

세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 간 해양 유권과 해

양경계선획정관련 분쟁 등은 역내 해양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 아시아 중시전략과 중국의 해권 확대를 위한 해양굴기 정책( ) ( ) 海權 海洋屈起‘ ’ ‘ ’

이 상호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역내 해양안보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 남중국해의 중국해화 와 서해의 중국 내해화( )中國海化ㆍ ‘ ’ ‘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들은 물론 일본 및 대만( )內海化 ’

과 해양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해역 상공에 .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이어도 해역 관할권 확보를 위해 근해에서 군함

의 해상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보수적인 역사인식을 강화하. 

면서 독도 유권 강탈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 확보와 . 

자원 선점 쿠릴열도 유권 유지 강화를 위해 대공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국, ㆍ

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서양 국가임과 동시에 태평양 ‘

국가 임을 천명하고 아 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제적 중(A Pacific Power) , ’ ㆍ ㆍ

요성 때문에 아시아 중시전략 을 선택하 다 미국은 (Pivot to Asia Strategy) . ‘ ’

군사적으로 동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기존 동

맹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 

11) Kent E. Caldr, Asia s Deadly Triangle: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s to ’
Destabilize Asia Pacific (London: Nicholas Breadle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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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년 미국해군은 년에 발표한 2015 , 2007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

전략을 개정 발표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인도 아시아 태평Century’ ㆍ ㆍ ㆍ

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년까지 동 해역에 최신 전력 위주로 2020

해군력의 수준 태평양 아시아 전력을 현 년 으로 조60% ( : 50:50 2020 60:40⇒

정 을 배치 년 기준 척 년 척 수준) (2014 97 2020 120 )⇒ 12)하여 아시아 중시전략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군사전략을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으로 규정하/ (A2/AD) 

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에서의 향력 확대 및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 

해 해 공군의 합동작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해전투 및 (ASB: Air-Sea Battle) ㆍ

합동작전접근개념 등 해군 중심(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의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13) 

미국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지나는 해상교역량이 세계 전체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며 동 해상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자국뿐만 , 

아니라 전 세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 

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남중국해에서의 유권 분쟁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향후 미 중간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 해ㆍ

상교통로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12) 미국은 년 아시아 중시전략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병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켜 왔다 2012 . 

특히 미국은 독자적으로 중국의 해양활동 확대를 견제 포위하거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 ㆍ

국 해군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인식하 미국 해상전력 해군 해. , ( +

병대 은 년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에서는 가 감축된 만 유지되는 반면 아시아에는 여) 1991 , 98% 2% , 

전히 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해군전력 강화방안으로 항공모함 척 유지75% . 6 , ①

주 전투함 순양함 구축함 을 현 척에서 척으로 증강 년부터 싱가포르 창이항 에 ( + ) 50 58 , 2017 ( )② ③

연안전투함 척 순환 배치 아시아 지역에 전진배치 가능한 구축함을 현 척에서 척으로 4 , 23 27④

증강 년까지 호주 주둔 다윈 해병대 병력을 명까지 확대하고 한국 일본 주둔 병, 2016 ( ) 2,500 , ⑤ ㆍ

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또한 년 이후 최악의 예산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 2008

군은 년경에도 현재 수준의 함정 여 척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2030 40 300 .～

13) 는 잠재적인 적의 종심 깊은 공격을 위해 공중과 해상에서의 네트워크중심전 능력을 구 ASB (NCW)

축하고 잠재적인 적을 와해 격파 격퇴 하는 개념으로 를 지, (Disrupt), (Destroy), (Defeat) , JOAC

원하고 있다. General Norton Schwartz and Admiral Jonathan Greenert, Air-Sea Battle: “

Promoting Stability in an Era of Uncertainty,” The American Interest (February 20, 

는 미군이 미래 합동전력을 이용하여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방안이며2012). JOAC , 

잠재적국의 위협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지침이다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해A2/AD . 

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진기지 확보 군사력 재배치 및 동맹국 안보협력국과의 연합훈련 등은 , ㆍ

동 전략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Washington D.C.: U.S. DoD, January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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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해역 내 위협 해적 등 지속 증가. Man-Made ( ) 

최근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한국해군을 포함하여 다국적 국-

가가 참가하는 해적퇴치작전으로 그 수가 상당해 줄어들었다 또한 말라카해. 

협 및 싱가포르 해역도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수가 많이 줄어ASEAN

들었으나 해적 활동은 아직도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다 년 , . 2015

ReCAAP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 태지역에는 총 건의 해적 및 해상강도200ㆍ

가 발생하 다 그 중에서 건은 실질적으로 함정에 피해를 입혔으며 건. 13 , 197

은 피해를 주려고 시도했었다 비록 년 아 태지역에서 발생한 해적 및 해. 2015 ㆍ

상강도 발생건수가 표 에서처럼 년에 비해 치명적인 건수는 줄었지만 < 3> 2014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해상교통로에는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다. 

표 년 아 태지역 해적 해상강도 발생 현황< 3> 2015 /ㆍ 15)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격 시도횟수 135 124 141 171 187

실제공격을 받은 횟수  22   9   9  16  13

총 계 157 133 150 187 200

최근 국가들은 해적 및 해상강도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ASEAN

노력 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중심이 되어 말라카. ㆍ ㆍ

해협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정찰활동인 Eye-In-The-Sky16) 작전은 동 해역에 

서 해적과 해상강도 사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해군. 

이 참가하면서 동 작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창설된 정보공유센Track 1 ReCAAP 

터 는 해적 및 해상강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ISC: Information Sharing Center)

으로 선박 선주 아 태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년 월 창설 초, , . 2006 9ㆍ

14)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아시아 해적대책협력협정 은 년 월 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against Ships in Asia: ) 2006 9 4 , 

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회원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일본 등이다ASEAN , , , , .

15) ReCAAP ISC, Annual Report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2015 

(Singapore: ReCAAP ISC, 2015), p.4. 

16) 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군함과 기가 참가하는 초계활동 Eye-In-The-Sky P-3ㆍ ㆍ

으로 최근에는 태국해군도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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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터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아울러 서태평양 해군력심포지엄 회. (WPNS) 

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ReMIX(Regional Maritime Information Exchange)

도 차원의 협력 기구로 해적 및 해상강도를 포함한 해양 관련 정보를 웹 Track 1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해적을 . ReMIX

퇴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해군이 운용하는 . IFC(Information 

정보융합센터 는 년 월에 창설되었으며 개국의 개 Fusion Center: ) 2009 4 , 35 65

관련 기관과 개 국제기구가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으로 해적을 퇴치하는 데 큰 16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는 년 월 베트남 해군 및 해경에 해적 정보. IFC 2012 11

를 제공하여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를 보호한 적MV Zafirah Tanker

이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미래 무력충, 

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에 . 

대응할 수 있는 접근거부 능력이 향상될수록 중국의 대응전략은 점차 (A2AD) 

더 공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서사군도 분쟁 발생 시 투사 가능. 

한 군사력 제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은 년부터 약 년간 군현대화를 통해 해군의 전반적인 능력은 향상시켰1985 30

으나 아직도 남중국해와 같은 원거리 작전 수행에는 제한17)이 많다.

새 운 도 에 하  한 . Ⅲ

동 단    향

한  해양 략  향과 동 단  동함  1. 

 필

그동안 한국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지상전력에 종속된 인식 등으

로 인해 해군 자체의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보다는 합참의 지상군 중

17) 중국의 남중국해 작전 능력 제한에 대한 분석은  Bernard F.W. Loo, Chinese Military Power: “

Much Less than Meets the Eye,” RSIS Commentaries, No. 111(September 9, 2010), pp.1 2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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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략과 전력건설에 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라는 현존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느라 동북아 해양에서의 국가 전략적 이익

보호에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해군이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평시에는 해양에서 북한의 . ,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해양통제를 통해 전승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한반도 전구의 특성을 고려 전쟁초기부터 해양우세권을 신속하게 확장, 

하면서 동 서해로부터 지상 상륙전력을 조기에 투입시켜 해양을 통해 북한ㆍ ㆍ

을 포위할 수 있도록 공세적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

둘째 현재 동북아는 국가 간 도서 유권 분쟁 및 대륙붕 경계획정 , , EEZ 

등 해양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변해역 관할권을 .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인공섬 건설

을 통해 해양 토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 

주변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조속히 해결하며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근해‘ 18) 방어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해양의존도 증가와 동시에 잠재되어 있는 초국

가적 및 비군사적인 위협 등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 

양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양주권 수호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

요 핵심국가에 대한 맞춤형 군사외교 활동으로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해양안보. (Cooperative ‘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Maritime Security) .’  

그러나 현 기동전단 전력으로는 북한의 핵 (MTF: Maritime Task Flotilla)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도 벅차며 역내 해양 불안정 요인 등에 대응하고,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이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미래 국가의 핵심이익. 

을 보호하고 잠재적 위협국과의 지역 분쟁에 대응하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 기동전단을 기동함대 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해(Task Group) . ㆍ

군의 기동함대는 미래의 국방목표와 정책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전력이다 그러나 주변국 국력을 고려 시 기동함대를 . 

18) 일반적으로 해양 은 해안 연안 해 대양 등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근해는 미래 실시 (Sea) , , , . 

간으로 감시 정찰 및 해양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한반도 주변 광역 감시권 해역으로 이어도를 ㆍ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해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의 해상교통로 중요성을 고. 

려 동중국해 및 대만 남중국해를 포함할 수 있으나 해역확대는 주변국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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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면에서 주변국 해군과 균등한 수준으로 건설할 수는 없으나 국제평화

유지활동과 유사 시 위기를 관리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현

재 톤급 이상 전투함이 중국과 일본 대비 약 수준인 점을 고려 질3,000 30% , 

적 우위의 첨단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동함대는 해양통제형 전력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해역함대를 지

원하여 주도적 감시와 방어작전 공세작전과 강습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 

한다 해역함대의 작전범위를 벗어나는 광역 감시권내의 해역 및 원해작전과 대. 

규모의 해상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주요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필

요시 동 남중국해 등의 관심해역에서 단독작전 또는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ㆍ

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즉 평시에는 국제협력활동 지원 평화유지군의 역할. , , , 

군사외교활동 및 해외 위기관리 등의 국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테. 

러 등 저강도 분쟁으로부터 무력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형태에 대처하

고 필요 시 적 해역 내 또는 원해 해외 등 타 작전 요소의 지원이 제한되는 해, ㆍ

역에서도 장기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해야 한다.

현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과 급 구축함으로 구성되KDX-II

어 있다 현 능력으로는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의 장거리 탄도탄 작전 수행도 벅차며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할 수 없다 군, . 

함은 그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현재 한국해군은 한국형 구축함을 전력화하. 

면서 원해작전이 가능한 함정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이 또한 표 <

에서처럼 주변국의 전력과 비교하면 현저한 수적 열세이다 가까운 미래 중4> . 

국과 일본은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고 해양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표 동북아 국가의 주요 해군전력 비교< 4> 19)

 중 국 러 태평양함대. 일 본 대 만 한 국 북 한

잠 수 함 70 22 18  4 12 72

함공모함  1 -  2 -- -- --

구 축 함 17  9 38  4  9 --

호 위 함 54 23  9 22 14  3

상 륙 함 88  4  3 13  5 10

1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5 는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형 구축(London: IISS, 2015). IISS

함을 항모로 분류하 으며 상륙함에는 상륙주정이 포함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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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군의 기동함대는 세기 새롭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21

한 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년 국회에서 독도 이어도 등 3 . 2012 ‘ ㆍ

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독도와 이어’

도 분쟁 시 주변국의 해군전력 가 전개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억제하려, 30%

면 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

동 연구에서 개의 기동전단은 광역대공방어와 대지 대수상함 공격이 가1 ㆍ

능한 이지스 구축함 척 한국형 구축함 척 작전헬기 대 수송함 지휘함 2 , 2 , 16 , / 1

척 차기 잠수함 천급 척 해상초계기 대 원해 군수지원이 가능한 , (3 ) 2 , (P-3C) 3 , 

군수지원함 척 등의 전력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1 . 

초국가적 위협과 미국처럼 재해 재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 항공/ ( )輕

모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전시 기동전단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모. 

는 대지공격용 유도무기와 무인항공기 등을 탑재하여 충분한 타격능력을 보유

해야 한다 또한 대잠항공기와 현재 성분전단 예하에 편성된 상륙 기뢰 구조 . , , 

및 지원 등의 성분작전부대를 기동함대 예하에 편성하여 작전 운용의 효율성

과 융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만약 기동함대가 개의 전단으로 창설 항모 제외 될 경우 3 ( )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건설을 위한 예산면에서 현재 . , 

추진 중인 이지스 구축함 척을 포함하여 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 추가적인 3 , 

전력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조 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둘, 8 4 . 

째 전력증강에 따른 해군병력은 천 여 명이 증원되어야 한다, 3 600 . 

이러한 편성으로 기동함대가 건설되면 현 개 해역함대 해역 외의 작전은 3

기동함대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 우리의 국방비와 여론을 고려 시 항모확. 

보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항모 대신 일본처럼 이. 

즈모급 항모형 구축함 즉 현재 독도함보다 더 크면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 

수 있는 전략 수송함이 대안이 될 수 있다.20) 동 함정은 다수의 회전익 항공 

기 상당 규모의 상륙전 전력을 탑재하여 원해작전 상륙전 평화유지활동과 , , ,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파병활동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

20) 유사한 함정을 운용하는 국가로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세 급 톤 과  1 (Juan Carlos I) (2,7000 )‘ ’

호주의 캔버라 급 톤 상륙헬기모함 이탈리아의 카부르 급(Canberra) (27,500 ) , (Cavour) (27,000‘ ’ ‘

톤 소형 항공모함 등을 들 수 있다 김재엽 원양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해군의 장기 발전 ) . , ’ “

방안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제 호 년 가을- , Strategy21 34 (2014 ), ”   

일본은 이즈모함급 척을 확보할 예정이며 등 항모용 함재전투기를 도pp.165 166. 3 , F-35B/C ～

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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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러나 현 해군의 전력건설 계획으로 기동함대를 건설하는 것은 어. 

쩌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전략과 합참의 군사전략수립 시 한. 

국이 접하고 있는 미래 전략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여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기동함대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해군의 방위력 개선비 비율을 현재 , 

약 수준에서 최소한 이상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20% 30% .

한 비 탄도탄 공 과 잠  수행 능  2. ( )對 ㆍ

강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 를 발Kill Chain KAMD

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시 및 위기 시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은 핵뿐만 아. 

니라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무기가 탄도탄에 탑재될 수 있다는 사실도 WMD ㆍ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를 탑재한 적 탄도탄이 우리의 토에 들어오기 전에 격추시WMD

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 미사일 방어체계는 탄도탄의 비행단계 중 종말단. 

계 에서의 상층 과 하층 방어에 중점(Terminal Phase) (High-Tier) (Low-Tier) 

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적의 를 탑재한 탄도탄을 격추시킨다 하더라도 . WMD

일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분< 5> 21)

구  분 미사일 방어체계

부스트 상승단계 / ABL(Air-Born Laser)   SM-3ㆍ ㆍ

상층방어

중간비행단계( )

해 상 SM-3ㆍ

지 상
GBI(Ground-Based Interceptor) ㆍ

종말단계 상층 중간비행단계 일부THAAD( )ㆍ ⇔

하층방어

종말단계( )

해 상 SM-6ㆍ

지 상
종말단계 하층PAC-3 ( )ㆍ

종말단계 상층 중간비행단계 일부THAAD( )ㆍ ⇔

21) 권용수 미사일 위협과 방어체계 서울 국방대학교 및  , ( : , 2003), p.125   Jane s Weapon System’ , 

기타 발표 논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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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해군은 일본이 북한의 핵과 탄도탄 위협이 증대되자 북한과 중

국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 전방전개 레이더를 배치하고 기THAAD , 

존 이지스 구축함에 을 탑재하여 대 탄도탄 작전능력을 강화시킨 교훈SM-3 ( )對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해자대도 이지스 구축함 도입 시 한국해군처럼 탄. 

도탄 미사일과 전투체계가 개발되지 않아 대 탄도탄 대응체계를 탑재할 수 ( )對

없었다 그러나 콩고급 척에 대해서는 이미 전투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고 . 4

을 탑재하여 발사시험 년 후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 중이다 또SM-3 (2007 ) . 

한 차로 도입된 아타고급 세종대왕함과 동급 척은 대 탄도탄 방어능력을 2 ( ) 2 ( )對

갖추기 위해 성능개량 중이다 또한 년까지 도입 예정인 척의 이지스함에. 2020 2

는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한SM-3/6 . 

국해군도 북한의 핵 탄도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 ㆍ

중인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을 개량하여 을 탑재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SM-3/6 . 

도입되는 척에도 을 탑재하여 대응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3 SM-3/6 .

한국해군은 기동함대와 해역함대 방호를 위해 저고도 및 중고도 표적 탐지

체계와 광역 구역 및 방어체계를 포함하는 대공방어망을 구성해야 한다 공군, . 

으로부터의 엄호는 우리의 내에서 기동함대가 작전한다 하더라도 지원에 EEZ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함재기로 자체 항공초계 및 요격 능력을 보. 

유해야 한다.

특히 기동함대는 함대지 함대공 공대함 등의 미사일과 적 항공기 등 각, , , 

종 공중위협에 대해 적어도 에서 요격하는 중고도 및 고고도 구역 방공150km

능력을 구비하여 실질적으로 적의 위협이 우군과 우리의 토에 도달하기 전

에 해상에서 차단 및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성 및 다른 탐지체. 

계와 연계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보유하고 필요 시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 

는 장거리 정 유도무기체계를 상호 연동하여 전역방공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야 한다.

북한 및 주변국의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대잠전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한국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첫째 탐지 및 무기체계. , 

를 보강해야 한다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체계 즉 소나. , (Sonar)

의 성능을 개량하면서 저주파 신형 소나를 개발하고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홍, 

상어의 성능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해군이 보유하고 있. 

는 항적 추적 어뢰 등은 한국해군의 큰 위협이다 이에 대한 대응체계(W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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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분야의 해양환경 예측 시스템과 대잠전 분석 평가체계 구축도 , SW ㆍ

병행되어야 한다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정확히 . 

예측하여 작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해상에서 실시간 대잠전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시키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Feed-Back .22)

한  주변  잠수함 등 비   수단 강3. SLBM 

중국은 미국이 항모전투단을 이용하여 위기를 관리한 사례에서 많은 교훈

을 도출하 으며 미국 항모전투단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건조 등 , SSN/SSBN 

다양한 비대칭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있었던 두 번의 무력 충. 

돌 시 미국의 항모전투전단 전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 

년 금문도 와 마조도 위기1958 ( ) ( ) 金門島 馬鳥島 23) 시로 중국해군은 다 잡은 승 , 

리를 미국 항모가 전개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사례는 년 . 1996

중국이 미사일로 대만을 위협했을 때도 년 위기 시처럼 미국이 항모전투1958

단을 전개하면서 포기해야만 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투단에 대한 비대칭전력으로 항모 킬러로 불리

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 둥펑 을 개발하면서 을 건조 중( )-21D SSN/SSBN東風

이다 특히 중국해군의 신형 은 미국 항모전투단과 등을 원해에. , SSBN SSBN 

서 차단하는 전략의 핵심전력으로 운용 중이다 또한 북한의 이 A2/AD . SLBM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한국해군도 북한의 을 탑재한 잠수함 주변국의 잠수함과 항모전투단SLBM , 

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을 탑재한 잠수. SLBM

함과 주변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 위주의 연안 대잠전에 추가해서 원해에서 적 잠수함을 탐

지 추적할 수 있는 원해 대잠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해. , ㆍ

군이 북한의 을 탑재한 잠수함이 원해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SLBM

22) 한국해군의 대잠전 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정성 한국해군 대잠전 수행능력 향 , “

상방안 해양전략 제 호 년 월 참조, 169 (2016 3 ), pp.46 76 .”   ～

23) 미국해군의 항모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위기관리를 위한 해군력 운용 석사학위 , ,“ ”  

논문 서울 국방대학교 참조( :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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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선제적 반접근 전략 을 구사해야 (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

한다 동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잠전 전력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SSN) .24) 현재 한국해군이 건조 중인 차세대 잠 

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북한의 을 탑재한 잠수함과 주변국의 SLBM

을 포함한 항모전투단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해군이 원해에SSN/SSBN . 

서 북한 잠수함 및 주변국의 잠수함에 대해 반접근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동 작전을 종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대잠전 전용 항공모함(ASW CV), ㆍ

원해 감시 및 탐지 능력을 갖춘 대잠 초계기 등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한P-8 

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함대지 잠대지 순항 유도탄을 항모전투단 대응수단. ㆍ

으로 개발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기술이 제공하는 무제한적인 장기 잠항 지속, 

적인 고속항해 능력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 시 기동함대의 핵심전력으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동 잠수함은 항모 또는 전략 수송함을 포함한 . , 

기동함대를 호위하고 적 해군력과 이들을 지원하는 주요 군사기지를 봉쇄하거

나 공습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특히 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체형원. 2012 ‘

자로 설계 기(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술25) 획득 년 한 미 양국이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재 , 2015 (ㆍ

처리 이 가능토록 년에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잠수함 건) 1972

조에 필요한 기본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본다.

트워크 심 경 에  합동  수행  한 능4. (NCOE)

 강

미래전은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s 

하에서 멀리 보고 멀리 타격 하는 Environment) (Deep See and Deep Strike)

전투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체계를 . 

24) 김종민 윤석준 북한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 SLBM , KIMS Periscope (2016ㆍ “ ”   

년 월 일5 1 ).

25) 동 원자로의 전력 생산량은 로 적재톤수 만 이상 크기의 초대형 화물선을 운 100MW , 1 2,000TEU 

항할 수 있다 김재엽 전개서. , , pp.167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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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하여도 먼저 적에게 탐지된다면 수세적으로 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 

래전은 광대역에 걸쳐 분산된 비접촉 전투형태로 각 플랫폼에서 탐지한 위협

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최적의 무기체계로 대응해야만 생존성ㆍ

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함대는 위와 같은 능력을 지닌 지휘 통제체계. ㆍ

를 갖추고 정보작전능력을 구비하여 적의 탐지를 거부하면서 우군 탐지체계의 

능력이 보장되도록 타군이나 위성으로부터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일례로 이어도 근해에서 분쟁 발생 시 현 우리공군력으로 작전할 수 있. 

는 시간은 분 이내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동함대가 원해에서 작전 시 30 . 

지속적인 정찰 감시를 위해 등 자체 항공력 보유가 절대적이다UAV .ㆍ

최근 네트워크중심작전 은 그림 에서처럼 과거와는 달리 모든 인(NCW) < 1>

원과 부대가 전장상황을 거의 동시에 정확하게 인식 그림 함으로써 신속( 1- )④

하고 효과적인 전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는 분산된 다. NCW

수의 플랫폼에 탑재된 센서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제 의 플3

랫폼 그림 에서 적 표적에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다 기동함대의 체( 1- ) . NCW③

계는 작전 중인 각종 함정의 센서와 지휘통제 무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높, 

은 전투력과 방호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망중심. 

의 전투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그림 의 핵심체계 개념 및 전쟁수행 체계< 1> NCW

①전장감시체계

(ISR)

③타격체계

(Precision 

Force Use)

⑥전장피해평가

(Battle Assesment)
④지배적 전장상황인식

(Dominant Battlespace

Awareness)

⑤임무할당

(Mission Assignment)

②지휘통제체계

(Advanced C4I)

기동함대 전력과 합동전력의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그림 과 같은 정보< 1>

체계의 기본 골격과 네트워크연결구조가 구성되어야 한다 무장통제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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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초 단위 미만으로 요구되는 요격체계는 수행 NCW 

네트워크를 세력 간 협조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와 , Link-K

네트워크를 임무기획 및 협조와 같은 비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충분한 Link-16 , 

경우에는 전술 체계 네트워크의 연결이 필요하다C4I .

 

원해 지   원거리 타격  수행 능  강5. 

한국군의 합동작전 개념인 입체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다로부터 원

거리 정 타격전 수행 능력을 보유해야 하나 현 해역함대의 전력은 적지종심

작전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합동전장개념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 

기동함대는 수상 수중 항공의 장거리 대함 대지 정 타격 능력 및 원거리 , , ㆍ

초수평선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동함대는 재난 및 구조활동 등 국제적 협력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 수, 

행이 가능토록 장기간 원해 작전지속능력을 구비해야 한다.26) 이를 위해 해상 

기동군수 지원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함정은 해상상태의 변화에도 ,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화시켜 내해성을 유지해야 한다.

년 전력화된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와 함정전투체계가 유2014 (JFOS-K)‘ ’

기적으로 연동되어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해야 한다 는 북한이 군사분. JFOS-K

계선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방사포와 자주포 등 장사(MDL) 240 170㎜ ㎜

정포 및 중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지상 해상 공중전력으로 동시에 , , ㆍ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공중통제기 무인정찰기. (Peace Eye), 

대포병레이더 전자전장비 이지스 구축함 등에서 북한 장사정(UAV), (TPQ), , 

포와 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지상과 해상 공중부대에 전파, 

하고 유사시 이를 격파하는 일련의 합동대응체계이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다. 

연장로켓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 탄도탄 미사일인 현무, (ATACMS), 

현무 등으로 타격한다 자주포와 아파치 코브라 공격헬기도 가-II, - . K-9 Ⅲ ㆍ

담한다 해상에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로 공중에서는 전투. SM-2 , F-15K 

기의 합동정 직격탄 등으로 각각 대응한다(JDAM) .27)

26) 중국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 해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원해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 ( )對

부티에 기지를 건설 중이다 일본 해자대 역시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티에 기지를 . 

확보하고 기를 전개시켜 수상함의 대 해적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P-3 ( )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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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는 지상군과 공군력 운용 중심체계로 현 기동전단에서 기JFOS-K

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장차 기동함대의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전. 

술항공기 중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대지미사일 사거리연장탄 등 화, , , 

력지원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대지공격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 단  역할  향. Ⅳ
 

평시  역할 1. 

가 북한 및 주변국의 도발 억제 . 

한국해군은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면서 북한의 기습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동전단은 대 북한 보복적 억제전력으로서 적의 선. ( )對

제공격에도 생존성 있는 보복수단이며 동시에 응징보복이 가능한 실효성 있, 

는 수단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 및 원해에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도발을 . 

억제하고 필요시 해역함대 증강을 위한 보완전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에 대해서는 동 탄도미, SLBM

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원해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적 반접근 전략‘

을 구사해야 한다 냉전 시 미국을 포함(Preemptive Anti-Access Strategy) . ’

한 서방은 평소에 핵잠수함을 소련 근해에 전개시켜 소련의 핵잠수함이 원해

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모기지 근해로 작전해역을 제한시키는 적극적 대잠‘

작전 전략을 실시했다 따라서 소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을 탑재한 타이. SLBM’

푼급 러시아명 아쿨라급 핵잠수함을 원해에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주로 ( ) 

바렌츠해 근해에 전개시킬 수밖에 없었다.28) 한국해군도 냉전 시 서방에서 소 

련에 대해 구사했던 대잠전 교훈을 거울삼아 평소에 북한의 을 탑재한 SLBM

잠수함이 원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적극적 대잠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

또한 잠재적 위협국과 언제라고 분쟁의 씨를 안고 있는 이어도 독도와 배, 

27) 강정숙 군 북한 방사정포 등 대비 합동화력체계 전력화 아주경제 년 월 일 , , , , 2014 12 10 .“ ”   

28) 김종민 윤석준 전개서 , , p.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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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개발과 같은 문제들은 외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ㆍ

이 불가 시 군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해양관할권과 도서 유권 분쟁은 우. 

리와 주변국과의 중간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응하는 전력은 

기동성 지속성 현시성 전역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 발생 . ㆍ ㆍ ㆍ

시 중국과 일본은 항모전투단을 전개시켜 위기를 관리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동함대뿐이다 한국해군의 기동함대는 연안을 넘어 먼 . 

바다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하여 우리의 . 

안보를 위협하는 상당부분은 바다를 통하여 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위협이 , 

우리 토에 이르기 전에 원해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나 국지적 분쟁예방 및 해상교통로보호 등 최일선 위기관리 . 

한국과 주변국간의 역학구조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 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강압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국 해역은 역사적인 . 

갈등은 물론 해양관할권과 토 유권 주장으로 또 다른 갈등이 내재되어 있, 

다 대표적인 해양관할권 분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 

경계의 미획정 동중국해의 해양경계와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 

선포에 따른 한 중 일간의 갈등 남중국해 남사군도를 둘러싼 갈등 등이 있, ㆍ ㆍ

다 특히 중 일간 센카쿠열도 분쟁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수면 하 상태로 . ㆍ

잠재되어 있으나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동전단은 일정한 해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해역함대와는 달리 

융통성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해역함대가 담당하는 해역을 벗

어난 확장된 해역에서 상당기간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동. 

전단은 해역함대가 담당하는 해역 밖에서 장기간 생존성을 가지고 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전쟁과 침략을 억제하고 분

쟁을 예방하는 위기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발생 가능 해역에 정기 . 

또는 부정기적인 현시를 통해 우리의 보호 의지를 과시하고 상황을 고SLOC 

려 해당 해역 항로대 선단보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지분쟁 발생 시 분쟁, . 

해역에 신속하게 전개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분쟁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

여 확전방지 및 조기종결을 유도해야 한다.

향후 기동함대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역을 작전구

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바시 해협이나 남중국해까지 전개하면서 주변(B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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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력하여 해양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기동함대는 다양한 분쟁형태에 대한 현장 대응수단으로 활용되며 . 

국제협력 활동지원 군사외교 및 위기관리 등 국가정책의 수행을 지원하는 주, 

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해적퇴치 작전 지속 참가 등 국제 협력활동 지원 역. HA/DR ㆍ

할 확대

최근 해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 이외의 작전으로 재해방지 재난지원 구, /

조 등의 인도적 지원(HA(Humanitarian Assistance)/DR(Disaster Relief)) , 

해적 해상테러 대응 작전 불법이민 방지 대테러 행위 등의 국제범죄 차단 지, , ㆍ

원 비전투원 철수작전 지원 등 다양하다 또한 우방국 해군과 연합으로 주, . UN 

도하의 국제평화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투자29) 임무도 수행한다 .

한국해군의 청해부대는 년 월부터 년간 아덴만 여명작전 과 같이 2009 3 7 ‘ ’

해적에 피랍된 우리 상선 구출 여회의 호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14,000

면서 우리 해군의 능력과 우수성을 과시하 다 또한 리비아와 예맨 내부 정세 . 

악화에 따른 우리 국민 철수작전 지원 등 국민이 원하면 어디든지 작전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등 개별적으로 아덴. ㆍ ㆍ

만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 해역에서의 -

해적상황을 고려 동 작전에 지속적인 동참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천, 

명하고 있다. 

인도양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과 해상교역 및 세계경제의 마지막 엔진인 

아프리카 진출입로로서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려 있는 곳이다 우리의 청해부. 

대가 활동하는 인도양지역은 소말리아 해적 이라크사태 등 국제분쟁의 핵심 ,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 (Engagement)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소속의 청해부대는 현 해적퇴치작전 수. CTF-151 

행 중심의 역할을 호르무즈해협 서쪽 페르시아만에서 활동하는 소속 CTF-152 

대 테러작전으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 ) . 對 ㆍ

아울러 우리의 주요 해상교통로인 말라카해협에 해적과 해상강도가 지속적

29) 지원투사 란 재난구조 지원을 위한 군사력을 해양으로부터 대규모로 신속 (Assistant Projection) , 

한 전개 구조 및 지원 작전을 실시하는 평화적 군사 활동이며 폭력적 의미로 사용되는 무력투사, 

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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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 , 

아 등 개국은 수상함과 해상 초계기가 참가하는 라는 초3 Eye-In-The-Sky‘ ’

계작전을 실시 중이며 미국 및 태국해군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군도 , .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동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 아체주 앞바다에서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2004

미로 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 년 월 일본 쓰나미에 따른 후20 , 2011 3

쿠시마 원전사고 태풍 피해 등은 기동성과 융통성을 가진 해군에게 새로운 임, 

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재난과 년 . 2004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시 항모전투단을 전개시켜 신속하게 인도적 지

원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 현재 아 태지역에는 / (HA/DR) . ㆍ

약 여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약 기가 건설 중에 있어 향후 일본 후쿠110 , 40

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0) 한국해군도 평소 역내  

국가 해군들과 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역내에서 재해 재HA/DR ㆍ

난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  역할 강2. 

가 대 탄도탄작전 및 광역대공방어작전의 주도적 수행. ( )對

북한은 전쟁초기에 무기 등이 탑재된 탄도탄을 발사하여 우리의 국WMD 

가자산 공군기지 등 전략목표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전방에 , .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 등을 이용해서 근해에서 작전하고 있는 Silkworm NLL 

우군함정을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 기동함대의 최우선 임무는 대. 

탄도탄작전과 적 전술유도탄으로부터 우군을 보호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 . 對

아울러 적 항공기는 전방에 전개된 우군함정을 공격할 것이며 기동함대는 적 , 

항공기로부터 우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 

미사일 등 대공방어능력을 이용해서 광역대공방어작전을 수행해야 한SM-2 

다 특히 새로 도입될 이지스 구축함에는 보다 향상된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 , 

계가 탑재되어 그 능력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아울러 미국해군에서 개발한 . 

30) Hugh Ashton, Fukushima Daiichi in Respect,“ ” Asia Pacific Defense Forum, Vol. 33, No. 3 

(201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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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SM-6 31)은 미사일에 비해 대응 사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되어 SM-2 

적 탄도탄은 물론 적 전술미사일 대응에도 더욱 유용한 전력이 될 것이다.

미래전은 무기의 고정 도와 살상률 증가로 단 한 번의 기습공격으로도 치

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협에 대한 대공방호가 더욱 중요시된다 잠재적 . 

위협인 중국과 일본해군은 항모전단을 중심으로 공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 해자대는 해상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래 항모. F-35 Version . 

에 탑재되면 분쟁 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랴오닝 항모. 

를 전력화하고 새로운 항모를 건조하면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를 제, (J-15)

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전투기의 작. A2AD

전반경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미래 한국해군은 주변국과 해양분. 

쟁 시 항모를 이용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 유도무기는 주요 전략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마비를 달, 

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대륙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종심이 . 

짧아 그 만큼 전역 미사일 방호의 면적도 협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차 기. 

동함대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는 장거리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대공 

위협방향 및 거리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하여 합동방공작전 차원의 광역대공

방어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Wide-Area Air Defense) .

나 지상군 상륙군 등에 대한 합동화력지원 전력으로서의 역할 . ㆍ

강화

미국 해병대의 바다로부터의 작전적 기동 (OMFTS: Operational Maneuver- ‘

From The Sea)’ 개념은 연안의 전투공간에서 합동화력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해군은 육상에 상륙한 합동군에게 화력을 지. 

원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해군화력지원, (Ring 

이다 이 개념은 해군이 적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하나의 of Fire) . 

원둘레에 배치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으로, Ring of Fire32)라고 명칭을 붙 다. 

31) 미국해군은 향후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고 로 대체할 계획이다 는 이지스함의  SM-2 SM-6 . SM-6

레이더 성능향상과 더불어 적 항공기 및 전술미사일 함대함 지대함 미사일 등 에 대한 대응 SPY ( , )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적 항공기에 대한 사거리를 보다 두 배 이상 증가시켰다, SM-2 .

32) 박종원 미 해군의 함대전투실험 해양전략 제 호 , , 105 (1999), pp.26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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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동함대의 화력지원 개념< 2> 

찰 감시/

Ring of Fire

아 측자

무인항공기
포대

화력지원

DDG/DDH

타  격

JSTARS

지휘 평가/

기동부대LAWS/
SACC

장차 한국해군이 합동작전 시 그림 에서처럼 지상에서 작전하고 있는 합< 2>

동군이 화력을 요청하거나 정찰 및 탐지자산인 군사위성 정찰항공기, JSTARS, , 

무인정찰기 우군관측자에 의해 타격해야 할 적 표적을 탐지하여 이것을 기동함, 

대의 지휘함에 실시간 전파하여 대응하는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Ring of Fire 

다 지휘함에서 타격수단을 보유한 에 직접 화력지원을 지시하거나 . DDG/DDH

지휘함에 설치된 지원화기협조본부(SACC: Supporting Arms Cooperation 

에 지시하여 화력지원이 가능한 함정에 화력을 요청하게 된다 화력지원Center) . 

을 위한 모든 표적정보는 실시간으로 전파되어야 하며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 

연결되어 화력지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무장을 권고, 

하게 된다 동 개념은 단독 상륙전 훈련 시 또는 한 미 연합훈련 시 지속적으로 . ㆍ

적용 발전시켜야 한다.ㆍ

다 해상에서 육지로 전력투사를 통한 전략적 작전적 입체기동. ㆍ

전 수행

우리의 전장 공간은 지상군 해군 공군의 역으로 설정되어 운 된다 그, , . 

러나 적의 전쟁공간에 대해서는 분담개념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고 대칭적 개

념으로 대응하 다 즉 지상군은 우리의 지상을 담당하니까 이와 대칭하여 적. , 

의 지상과 지상군을 담당하며 해군과 공군은 우리의 해양과 공중을 책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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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적의 해양과 공중을 각각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림 미래해전 발전 개념도< 3> 

예를 들면 지대지 미사일은 지상에 존재하는 적의 지상표적과 지상군을 중점, 

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유로 지상군 소속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으로. 

는 적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항공기나 정 유도무기 , 

등을 위주로 적 지상의 핵심 표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현대전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어렵다 반면 해군력은 그림 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적의 어느 지. , < 3>

역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격 또는 우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ㆍ

걸프전을 통해 장차전의 전장공간이 과거 고정된 개념에서 적 지상표적에 대

해 우리의 지상전력에 의한 공격보다는 해군력에 의한 공격이 우군의 피해를 최

소화 하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그림 . < 3>

에서처럼 해군력의 특징인 기동성 다양성 지속성 등을 활용하여 분산된 위치, , 

로부터 맞춤전력을 배치 적의 전략 작전적 중심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 작, ㆍ ㆍ

전적 타격 전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적에 대한 해양에서의 전략적 포위. 

를 달성하고 기동함대의 장거리 정 타격 자산으로 적의 전쟁지도부 및 지상 전

술 전략 작전적 목표를 타격하여 전쟁의지를 무력화하는 해상중심의 입체기동, ㆍ

전을 수행한다면 합동작전목표를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이를 . 

위해서는 해상을 통해 지상과 공중작전을 지원하고 전쟁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상을 통한 공세적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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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차 네트워크중심작전 의 주도적 수행. (NCW)

향후 기동함대는 적으로 하여금 불리한 위치에 있도록 기동한 후 협동교전

능력을 포괄하는 네트워크중심작전 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다(NCW) . 

의 개념은 그림 에서처럼 전반적인 지휘통제의 바탕위에 정보구조를 NCW < 1>

통하여 전장을 인식 관리하며 전장의 인식과 관리의 틀 속에서 정보를 융합ㆍ

하여 지배적 전장상황인식 을 제공하게 (Dominant Battle-space Awareness)‘ ’

된다 이러한 전장인식은 실질적인 협조 및 대비를 가능토록 해준다 이에 따. . 

라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작전의 가 증가하여 즉응성이 증진되고 위험Tempo

성이 적어지며 적은 비용으로 전투효율을 높이게 된다. 

즉 는 지휘 속도를 증가시키며 지휘관의 의도 달성을 위해 해당부대, NCW

가 가지고 있는 각종 체계를 이용하거나 기타 를 통하여 밑에서부터 위로NCW

자율적 동시통합(Bottom Up) 33)이 되도록 한다 는 전투와 관련된 모든 . NCW

부대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결 또는 화함으로써 창출된 힘으로 전투, Network

에 접근하는 것이다 일례로 년 월 일 세종대왕함은 동해에서 북한에서 . 2009 4 5

발사한 대포동 추적 작전에 우리군 최초로 참가하여 레이더로 접촉한 표적 SPY

정보를 등을 이용하여 우군 부대에 전파해 상황을 공유했었다Data Link .

맺는  . Ⅴ

년 월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을 계기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해군 기2016 2

동전단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기 새로운 전략환경은 . 21

한국해군에게 북한위협에 대한 도발억제 및 방위 역할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

협에 대응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군사력 건설은 여전히 북한 위협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현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전력발전 개념과 운용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를 설득하고 공

33) 자율적 동시통합 은 부대 지휘관 참모 등이 자신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Self Synchronization) , , 

이용하여 전장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 조치하는 것이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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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기동전단의 이지스함 척과 구축함 척으로는 북한의 핵 및 3 KDX-II 6

미사일 위협과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하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쟁으로 야기

될 해양갈등 대응에도 역부족이다 그러나 한국해군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 

차기 이지스함 잠수함 호위함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전단을 기동함, , 

대로 증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변국 위협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의 전력건설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과 함

정 건조에 보통 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건설주기 등을 고려해서 10 20～

미래에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기동함대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

첫째 기동함대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년 , . 2010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시 해군은 타군으로부터 대양해군 건설을 추구하면서 

대북 전력건설 소홀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현 역내 해. 

양안보환경은 당시 보다 잠재적 위협국의 경쟁적 해군력 증가로 해양분쟁 가

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한국해군은 기동함대가 국익을 .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전력의 ,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현 기동전단의 능력과 요구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 

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기동함대로의 전력발전 방향을 제

시해야 한다 기동함대건설을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서 다양한 단계적. 

인 방안과 이와 관련된 위험 요소 그리고 보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 기동전, . 

단이 북한 위협이나 잠재적 위협국과의 유권 분쟁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전력규모의 제한으로 이와 같은 공세적인 작전 . 

수행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력의 열세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기동전단은 다양한 위협과 임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무와 역할을 다, 

시 정립하고 현 해역함대와는 달리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 

다 북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 그리고 국제적인 역할은 위협의 대상과 작전방식에 . ,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

현재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잠재적 위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함 위주의 

기동전단 구성은 잠재적 위협과의 능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 그 효용성이 제

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잠수함은 은 성 등 특성으로 인해 효용성이 클 .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향후 기동전단이 전 평시 다양한 임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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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을 확인시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

해야 한다 현재 유럽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해양테. , , 

러 등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도 미 해군항모가 역내의 작전에 적극 참여하는 . HA/DR

것처럼 초국가적 위협에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동전단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과학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취약한 부분 예 전자전 대잠전 등 을 발전시켜야 ( : , )

한다 일례로 제 차 중동전쟁 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국들 해군에 . 4

비해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하고도 전자전과 유도탄전을 적절히 활용하여 승리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존에 개발된 장비와 무기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전투체계를 포함한 모든 국내개발 체계의 . 

와 가 하나의 기본체계 를 바탕으로 지속 발Hard Ware Soft Ware (Base Line)

전되어야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국해군이 연안작전의 범주에서 벗어나 원해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함대

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한국은 . 

지난 년 이상 미국이 주요해상교통로를 보호해 주었던 덕분에 막강한 해군50

력을 보유하지 않고도 세계 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국방비 축소 등 국내 여건 변화

에 따라 단독적으로 역내 해양안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자 역내 국가들과 해

양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해군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부응하고 역내의 해적 해상강도, , 

재난 및 구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반

문해 볼 일이다 한국해군이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 UN 

해서는 제주도에 전개된 현 기동전단을 기동함대 규모로 확대해야 가능하다. 

기동함대는 전시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과 유권 분쟁 

등 위기 상황발생 시 능동적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ㆍ

해군은 대륙적인 전략사고에 익숙한 정책결정자들이 세기 해양의 중요성을 21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는 한국해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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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Challenge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the Development of Maritime Task 

Flotilla’s Force Development

Kim, Duk-ki*34)

The completion of Jeju Naval Base on February 2016 made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review the size and role of the Maritime Task Flotilla(MTF).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for the 12st century and the new challenges 

require the Navy to coun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prevent potential 

enemy’s threat. The Navy is also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oles and missions commensurated with Korea’s global status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Despite these changes, Korea’s military 

construction concept is still unable to break away from the old paradigm of the 

North Korean threat largely centered. In order to develop the current MTF into 

the Task Group with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the Navy must newly 

not only establish new force development plan and fleet management concepts 

but also go to persuade and convince policy decision makers.

To this end, the following efforts should be promoted. First, the ROK Navy 

steps up efforts in order to share with the Task Group’s vision and strategy. 

The Navy should also provide the size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Task Group to react to new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Second, the Navy analyse the MTF’s ability and what is required and necessary 

to perform its duty. After that, it must set out the direction of the Task 

Group’s force development. Third, the current missions and roles of the MTF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spond various threats. Finally, accommodating of 

*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Visiting Professor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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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to the MTF should intensify its strengths.

The ROK Navy has a mixed force structure consisting of three fixed- base 

fleets and a MTF. The fixed base fleet has a passive force to defend and 

protect its own sea areas, but the MTF should actively not only counter North 

Korea’s threa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but also fight potential threats and 

takes international missions as a primary task force. However, the MTF has a 

limited capability to accomplish given missions and long-range operations, and 

thus, the ROK Navy is strongly required to construct the Task Group.

Key Words : Maritime Task Flotilla, Task Group, NCW, Ballistic Missile, 

Nuclear Weapon.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6 4 21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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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1

통  39 Vol. 19, No. 1, Spring 2016

국가  항공모함 보조건 분

  주 *35)

서론I.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의 틀. ( )Ⅱ

사례추적 균형적 전력으로서 항모 보유 국가. 1 : Ⅲ

미국 유형 1. ( : PM ) Ⅰ

중국 유형 2. ( : PM )Ⅲ → Ⅰ

유럽 주도국가 국 프랑스3. : (PM ) ㆍ Ⅱ

일본4. (PM PM )Ⅰ → Ⅱ

터키5. (PM PM ) Ⅳ → Ⅱ

사례추적 불균형 전력속성의 항모 보유 국가. 2 : Ⅳ

인도1. (PM )Ⅲ

태국2. (PM )Ⅳ

이탈리아3. (PM PM )Ⅱ ⇢ Ⅳ

러시아4. (PM PM PM / ) Ⅰ → Ⅲ ⇢ Ⅱ Ⅳ

결론 정책적 함의. : Ⅴ

대한민국 해군 속초함 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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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항공모함 이하 항모 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기능하는 국가모함일까 아니면 ( )

큰 임무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정모함일까 어느 국가가 항모를 국가모함으? 

로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는 항모가 행정모함으로 전락되는 전력의 

낙오자 신세가 되는가 즉 어느 조건이 항모를 유효한 전력으로 기능케 해주는? 

가 이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 것은 과거 시행착오 분석 현재에 대한 진단이라? , 

는 과정을 거쳐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구비하게 해주어 미래 국가전략 특히 -

군사전략 및 전력기획의 적실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항모 관련 검토를 위-

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항모는 현대 해군전력의 총화로 손꼽힌다 그 임무도 전면전에서부터 전쟁. 

억지 평화유지 및 재해 재난구호까지 그야말로 해상의 카멜레온이라 할 정, ㆍ

도로 다양하다 년 월 북한이 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월에는 장거리 . 2016 1 4 2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요동칠 때 안

보전문가와 언론들은 USS John C. Stennis 항모의 한반도 파견소식을 앞다투 

어 언급했다.1)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인식되는 항모의 강력한 현시효과 때 

문이었다 전력운용이 국제정치적으로도 연계가 된다는 측면에서 항모의 운용. 

군이 해군이라고 해군전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항모를 전술플랫폼 정도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항모는 국가전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방향에. 

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항모가 외교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항모 확보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ㆍ

따라서 항모는 그 국가의 경제력과 균형을 맞추어 확보될 수밖에 없다 한편 .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전력기획 및 수세적 안보정책으로 그 강건한 

경제를 지속시켜 주는 데 핵심전력인 항모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국가. 

는 경제빈국임에도 강한 해군력 건설을 추구하는 거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 

가의 힘과 해군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

는 것이다 해군력 건설시 국가의 힘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국제정치환경 . 

그리고 그 국가가 직면한 위협이다 요약하면 해군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 및 . 

1) 전략무기 종세트 한반도 출격 대북 압박 최고조 한국경제 5 , (2016.2.18.), p.2. 美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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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군력이 국가의 수준과 . 

불균형적이거나 위협수준을 미흡하게 분석하여 건설된다면 경제성장의 적신호

를 초래할 단초를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안보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 

본 연구는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추적하여 전력기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건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국제정치 및 경제와 연계하여 장

기적 관점에서 전력건설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항모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상징적 측면에서도 국가위상의 정점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게 항모는 유효하고 적절한 전력이며 어느 국. 

가에게는 보유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항모 보유를 위한 ?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이 퍼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항모가 아닌 다른 분야에 국가자산을 투입해야 . , 

할 상황에서 체계적인 전력기획 부재하에 무리하게 확보를 추진하여 국가의 성

장동력을 저하시키거나 자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시사점을 제

공한다 둘째 항모 보유의 필요충분조건을 가진 국가가 이를 거부하여 국가이. , 

익과 위상을 해치는 전략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전력건설기획의 실패를 미연

에 방지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항모 확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항공모함 보 건  틀. ( )Ⅱ

항모 확보 가능조건을 식별하는 것은 국제정치 국내정치 경제력 국방정, , , 

책 임무판단 등 다양한 변수가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쉬운 과정이 아, 

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를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단순화시. 

킬 수 있다 대변수로 살펴보면 항모 보유는 크게 경제와 임무라는 두 변수로 . 

연관지어 분석해 볼 수 있다 항모는 강한 경제력과 군사적 임무소요의 절실함. 

이 없으면 확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ㆍ

항모 확보 및 운용을 위해서는 경제력 국가위상과 위협 임무수준을 고려 ㆍ 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가 전반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력. 

국가위상 과 위협 임무 라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항모는 국( ) ( )

가급 전력의 총화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행정모함으로 퇴화되고 만다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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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국가위상 과 위협 임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충족하지만 항모( ) ( ) 無

원칙을 고수한다면 국가위상과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후퇴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과 위협수준이라는 두 변수를 통해 어. 

느 국가에게 항모 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항모가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항모라는 전력이 단순 군사이익

을 넘어 국가의 포괄적 이익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 

항모가 불균형 자산이라는 것은 국가경제력 및 임무소요 대비 무리한 확보로 

비용 효과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국가재원의 효과적 운용에 vs. ‘ ’

저해요소가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 정의한다.

항모 확보조건의 적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 부국 강대국 여부는 국제사회에( ) 

서 해당국가의 위치 즉 국가위상과 경제력을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한다 한 국, . 

가의 는 높지만 국가의 규모가 도시국가 수준이라면 그 국가의 경제력은 GDP

국제구조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고 해당국가의 경제력이 국제안보를 견인하

는 요소로 전환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력 변수는 국가위상을 인식한 가운데 . 

분석되는 변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변수. P (national P 라 restige) 정

하고 조작화를 위해 를 기반으로 한 경제력 지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GDP

는 비중을 활용한다. 

한편 임무라는 변수는 해당국가와 직접 관련되는 임무와 국제사회라는 공

동의 임무와 관련되는 임무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임무는 결국 해당국. 

이 직면한 위협 및 국제안보 환경에서 창출되는 위협과 관련이 된다 위협이 . 

있기에 임무소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변수. M (M 로 지정하고 ission)

위협과 임무를 조작화의 대상으로 한다. 

그림 항공모함 확보조건 유형이론< 1> 

변수M

위협 임무( )ㆍ

변수P 국가위상 경제수준( )ㆍ  

고강도

부국 강대국( ) 빈국 약소국( )

저강도

Ⅰ 전력구조 균형( : )

○ 항공모함( )

Ⅱ 전력구조 준균형( : )

△ 항모 특화된 규모( : )

Ⅲ 전력구조 불균형( : )

X 항공바지( )

Ⅳ전력구조 극단적 불균형( : )

X 행정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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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 경제수준 와 위협 임무 라는 독립변수는 항모 확보조건P( ) M( ) -ㆍ ㆍ

필요수준 이라는 종속변수를 가지 결과 로 유도한다 그- 4 -PM , , , - . Ⅰ Ⅱ Ⅲ Ⅳ

림 에서 유형은 경제수준이 높고 임무소요도 명확하여 항모전력이 1 PM “ Ⅰ”

국가지위와 균형을 이루어 항모 운용의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한 경우이다 이 .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는 항모 보유가 군사적 임무소요 해결의 핵심전력일 뿐 

만 아니라 부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케 해준다 또. 

한 항모를 본래의 운용개념에 부합되게 활용하므로 항모 운용 지속성 측면에

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년이 지난 지금. 2 70

까지도 항모대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항모를 운용

하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에 해당되지만 . PM “ Ⅰ”

항모 보유를 꺼리거나 무관심하면 국가위치에 부합하는 전력의 미비로 균형을 

잃게 되어 국가이익과 안보측면에서 큰 해가 될 수 있다. 

유형은 경제적으로는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PM “ Ⅱ”

지만 항모 투입 필요의 임무강도가 낮거나 임무가 불확실한 경우의 국가에 해

당된다 이 경우 국가가 보유한 항모는 국가지위와 균형을 이루지만 완전하지. 

는 않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항모를 보유했더라도 저강도 임. PM “ Ⅱ”

무소요로 인해 장기전략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져 지속운용이 제한되는 측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 보유 자체가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기능은 . 

어느 정도 가동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국가는 강한 경제력 덕분에 첨단항모. 

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임무소요가 많지 않아 국가

적 차원에서 항모전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최소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

다 항모를 자신의 임무수준에 부합되게 특화시켜 운용하고 있는 유럽국가가 . 

이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차 세계대전 당시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하여 항모 . 2

운용의 선두국가로 자리를 잡았으나 년대 중반부터 회전익 항공기 및 수1960

직이착륙기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축소한 후 현재 일시적으로나마 항모를 척1

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유형은 경제적으로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PM “ Ⅲ”

않고 국민경제도 열악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에 있는 타국가에 

비해 항모투입 임무소요가 많은 국가에 해당된다 국가가 항모를 보. PM “ Ⅲ”

유하면 항모는 국가지위와 불균형적인 전력으로 퇴화될 수 있다 국. PM “ Ⅲ”

가의 항모는 불충분한 경제자산하에 확보되었기에 첨단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노후된 항모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막대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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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경제가 피폐한 상태에서 항모를 지속적으로 

정상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정 임무소요가 있어 . 

무리하게나마 항모를 도입했지만 완전성이 떨어지는 항모 보유로 인해 결국작

전효과도 떨어지고 임무도 흐지부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무리. 

한 항모 확보로 인해 빈약한 경제력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항모가 애물단지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 중국과 같은 국가위협에 맞. , 

서기 위해 강력한 현시전력을 확보하고자 노후항모라도 도입했지만 도입 당시 

배경과 임무에 부합되도록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인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유형은 경제적으로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PM “ Ⅳ”

않고 국민경제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임무소요나 전략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이다 의 경우 항모는 국가지위와 . PM “ Ⅳ”

극단적으로 불균형화된 전력으로 실제전력이라기보다는 거품전력에 불과하여 

국가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경제력도 빈약하고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 

한 국가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태

국과 브라질이 이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및 유형. PM PM “ Ⅰ” “ Ⅱ”

은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및 는 그PM PM “ Ⅲ” “ Ⅳ”

렇지 못한 경우이다.

사 추  균   항모 보  가. 1 : Ⅲ

미  1. ( : PM )Ⅰ

미국은 항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국가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 

초대형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2) 항모의 기술력은 변화하여  

2) 미국이 보유한 만 톤급은 초대형 항모 만 천 톤급은 대형항모 국의 차기항모인 만 톤 9 10 , 7 5 , 6∼

급은 중형항모 인도 항모와 같은 만 톤급은 소형항모 이탈리아 항모와 같은 만 톤급은 경항모, 4 , 2

로 분류된다 강 오 한국형 항모 확보와 운용 및 무기체계 탑재방안 전투발전연구 제 호. , , 20 , “ ”   

허성필 장진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 현황 및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호p.18.; , , , 1564“ ”   

단 배수톤수만을 갖고 항모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2015), p.2. , . 

들어 프랑스의 만 톤급 항모는 핵으로 추진되며 캐터펄트 항공기 발진장치 와 개의 구속장치4 , ( ) 3

착함제동장치 까지 구비하여 정규항모 수준의 함재기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능 및 임무수준 측면( )



204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왔지만 미국의 군사임무에는 항상 항모가 함께해 왔다 차 세계대전 기간 중 . 2

미국은 미 해군 최초의 항모인 USS Langley 등 약 여 척을 운용하(CV 1) 40

다.3) 전후 미국은 내부적으로 항모 축소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점차 양적  

측면에서 규모를 감소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은 제독들의 반란과 같은 . ‘ ’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모위상 강화 거부라는 국가 내부환경에도 불구하

고 경제와 임무소요라는 강력한 추동변수에 의해 질적 능력 신장으로 전력건

설 방향을 전환하며 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항모 확보가 공세적으로 추진되었2

다.4) 년 미국은 전략핵무기가 탑재된 최초의 항모인  1955 USS Forestal(CVA 

을 본격적으로 운용하 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년에는 최초의 원자력59) , 1961

추진 항모인 USS Enterprise 를 취역시켰다 현재 미국은 년 취(CVN 65) . 1975

역한 USS Nimitz 년 취역한 (CVN 68), 2009 USS George H. W. Bush(CVN 

등 척의 항모를 전 세계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다77) 10 .5) 또한 척의 신형항 2

모-USS Gerald R. Ford(CVN 78), USS John F. Kennedy 를 건(CVN 79)-

조 중이다 일부 항모기능이 있는 초대형 상륙강습함까지 고려하면 항모 규모. 

는 더 막강하다.6) 

미국은 항모를 국가자산의 균형적 전력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로 유형에 해당된다 미국에게 항모는 차 대전 승리의 주역이자 냉전 PM . 2‘ Ⅰ’

시 소련 견제의 핵심전력이었으며 현재도 세계 질서 유지의 선도국가 역할에 

초대형 항모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supercarrier) . 

그렇다면 미국은 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인가 먼저 변수를 살PM ? P‘ Ⅰ’

펴보면 미국은 국가위상과 경제력 모두에서 강국 및 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우선 항모는 미국의 국가위상과 부합한 균형전력이었다 미국은 차 세계대전. 2

에서 소형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U.S. Department of the Navy, http:// 검색일www.navy.mil( : 2016.2.23)

4) 미해군 항공력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제독들의 반란은 저 윤 식 제독 옮김J.G. Barlow , ( ), ‘ ’

제독들의 반란 년부터 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 서울 랜드앤마린 참고: 1945 1950 ( : , 2011) .   

5) 미국은 년 제럴드 포드함 이 전력화되면 다시 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2016 USS Gerald R. Ford( ) 11 . 

Asia-Pacific Rebalance 2025 년 건조에 착수한 제럴드 포, CSIS, January 2016, p.126, ; 2009

드함은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는 함정이지만 수명주기 동안 필요한 총소유비용이 니미츠급보다 

억 달러나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강국 미국조차 경제적 전력확보를 우선시 40 .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기술품질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함의 . , , Gerald R. Ford“

비행갑판 설치 완료 제 호, Global Defense News 709 (2013.4.19), p.5.”   

6) 예를 들면 현재 건조 중인 초대형 상륙강습함 트리폴리함 이 전력화되면 를 탑재시 (LHA 7) F-35B‘ ’

켜 서태평양 해역에 년 후반기에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니 항모전단으로도 2017 ‘ ’

불리고 있다 미 기동항모전단 창설 태평양 배치 동아일보. , (2016.5.4), p.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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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점으로 국으로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물려받아 세계주도국가가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성장하 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국

가의 위상에 부합되지 않게 미주대륙 내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년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국. 1941

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게 된다 차대전 후에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 2

지 양극체제를 이끈 국가 고 냉전에서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유일의 패

권국으로 국가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국가위상을 가진 미. 

국에게 항모가 없다면 지위를 지탱할 균형자산이 없는 불완전한 전력구조인 

셈이다. 

미국은 경제력 측면에서도 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냉전시기부터 현재에 . 

이르기까지 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당대 강국보다도 높은 인당 , , , 1 GDP

를 구가하여 왔다 년 미국의 인당 는 일본의 약 불 와 . 1970 1 GDP GDP( 3,200 )

국의 약 불 보다 훨씬 높은 불이었다GDP( 3,700 ) 5,200 .7) 현재는 그 격차가 더  

커져 년 기준 국은 불 일본은 만 천불인 반면 미국은 2014 40,000 , 3 6 54,000

불에 이르렀다 물론 이 국가들의 는 평균보다 높았다. GDP OECD . 

다음 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고 수많은 임무가 M‘ ’

뒤따랐다 우선 차대전 시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위협이 있었고 냉. 2 - , , -

전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 의 위협이 있었다 이는 주권적 위협이자 .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었다 국가적 수준의 위협이 제거된 탈냉전기에도 . 

위협은 지속으로 부상하 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알카에다라는 비국가 행위. 

자에 의해 본토 공격을 받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비국가적 위협이 완전히 제. 

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도 위협으로 다시 고개를 들, 

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부상 및 상승된 국가위상이라는 안보환경은 미국에게 보다 

많은 임무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 다 통상 국가의 내부성장 특히 경. -

제력 성장 은 국가의 외부적 활동 강화를 추동시키는데 미국이 이 메커니즘의 -

최적 대상국가 다 국제무대에서도 수없이 많은 안보임무 소요가 창출되는 .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의 주도국가 지위에 있었기에 임무를 도맡아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 특히 이 임무의 중심에 항모가 있었다 차 대전 중에는 . . 2

7)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지표로 인 최종 재화와 용역에 수입을 뺀 비용인 시장가 를  OECD data GDP

사용하며 대상국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위해 현 물가와 구매력에 기반한 인당 를 동일 지표, 1 GDP

로 사용한다. 검색일http://www.oecd.org( : 2016.4.15). 



206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태평양 전쟁이 대표적인 임무소요 다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국제무. 

대 역할 강화를 위해 미 해군의 전력구조를 기존의 거함거포주의에서 항모주

의로 전환시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전후에는 중국 공산화 양. , 

극시대 소련 등장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지역 안보불안 등의 안보변수, 6 25 , , ㆍ

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질서 주도 행위자의 임무가 증. 

대되고 있었고 이 임무에는 항모가 항상 함께하여 왔다, . 

사실 이런 안보문제의 주도적 해결 없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연

결구조 속에서 항모는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차 대전 후 미국이 제일 먼저 . 2

달려간 전장인 한반도에서 항모는 북한공군의 무력화를 견인하며 제공권 장악

에 크게 기여하 고 이는 해상통제권 장악으로 이어졌다 냉전기 미 항모는 소. 

련의 해양통제를 제압하는 핵심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양극시대 한 축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 다 나아가 걸프전 등 중동지역에서 창출된 군사임. 

무 소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전력으로 기능하 다 특히 미국은 . 1991

년 걸프전에 USS John F. Kennedy 등 척 항모의 파병으로 압도적인 항공력 6

을 투사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조기에 철수시켰다 년 대만 위기. 1996

시에도 항모의 현시작전은 통했다 중국을 퇴각시킴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 

는 승리의 주역이 항모 던 것이다. 

현재도 항모는 국제안보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지속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

이 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여전히 국제안보의 위해요소인 상황에. 

서 항모는 본토 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탄 발사 . 

도발 감행 시 억제 및 군사력 현시차원에서 미국은 항모를 급파하여 연합훈련

을 수행한다 항모는 중국처럼 미국에 본격 도전하는 국가적 행위자를 견제하. 

기도 한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대상에 미 항모가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 ㆍ

항모의 위세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위협을 흡수하는 역할 외에도 미국은 재해 재난작전에도 항모ㆍ

를 투입하면서 국가급 다목적 지원함으로써 활용하여 왔다 항모는 수많은 . 

항공기와 물자탑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구호작전에도 그 효과가 뛰어나다. 

미국은 년 아이티 지진구호 년 필리핀 태풍구호 등의 임무에 항모2010 , 2013

를 투입하여 국제무대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인도적 지. 

원작전이 국제사회의 주도국가로서의 위상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

다 결국 미국에게 항모는 국가이익을 시너지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적 전력인 .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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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항모를 통해 국제정치 및 국제안보의 선도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모만이 변함없는 정답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안보환. 

경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전력구조의 변화에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미해군 전력의 가장 큰 약점은 항모를 비롯하여 대형함 위주로 편성되어 

해상게릴라와 같은 비국가행위자 대응작전 아시아 연안에 있는 동맹국과의 , 

해상협력 연안위주의 작전에 있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 그렇다 

고 이 주장이 항모와 같은 국가주력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항모를 통해 국가행위자의 위협에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음단계로 

공백의 소지가 있는 다른 안보 역에 대한 보완을 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이. 

런 측면에서 미국의 항모는 자국의 이익에 시너지효과를 견인하는 균형전력이

라 할 수 있다.9) 

 2. ( : PM )Ⅲ → Ⅰ

 

중국의 항모 보유는 년을 내다본 전략과 전력기획의 대표적 사례이다30 . 

년 후 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며 통치한 덩샤오핑 주석과 년 후 세계주도국30 30

가가 된 중국을 힘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한 유화칭 제독의 합작품이 항모

인 셈이다.10) 덩샤오핑 주석은 기존의 통치노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상해 ‘

방과 실사구시라는 기치하에 년 개혁개방 정책을 설계하여 내놓으며 1978’ ‘ ’ ‘ ’

중국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개혁개방 정책의 대성공으로 중국은 덩치는 크. ‘ ’

지만 빈국이라는 과거와 결별한다 중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며 일본도 추. 

월한 후 세계 제 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무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2 . 

질서를 관장하는 미국에 순응하며 내적 힘을 키우는 데 성공한 결과로도 볼 수 

 8) 미국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 William M. 

는 현재 대형함 위주로 되어 있는 미 해군의 전력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형함정 추Beasley “

가 건조를 통해 균형함대를 만들면 동아시아에서 해상통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 고 주장”

한다. William M. Beasley Jr, Closing the Presence GAP,“ ” PROCEEDINGS, Vol.141, No. 

11(November 2015), pp.52-58. 

 9)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한 미국 국 일본의 전간기 항모 발전에 대한 분석은 박성용 , , , 

전간기 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 발전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 권 년 , , , 37 (2011 8“ ”   

월 참고), pp.171-201 . 

10) 유화칭 제독은 년 년까지 중국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한 후 년 년에는 당 중 1982 ~1988 , 1989 ~1997

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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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힘이 성장한 국가는 내부지향적에서 외부지향적 모습으로 그 행. 

태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거부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년 전에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정책을 힘으로 지원하는 군사30

력의 핵심으로 항모를 구상했던 인물이 유화칭 제독이다 유제독은 년대 . 1980

중반부터 연안방어에서 벗어나는 근해해군 개념을 도입하면서 열도선 전략‘ ’ ‘

을 미래안보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 고 항모는 이때부터 태(islands chain)’

동하고 있었다.11) 유화칭 제독의 항모 확보에 대한 구상은 년 중 베트남  1988 ㆍ

남사군도 해상충돌과 년 대만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항1996 . 

모없이 미국에 대항할 수도 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최

소 항모 척이 필요함을 주장하기에 이른다4 .12) 그러면서 년 호주 퇴역항 1985

모 멜버른함 년 구소련 항모 키에프함 및 민스크함을 구입하여 항모 건조 , 1993

및 운용 노후우 습득에 본격 착수한다. 

이러한 전략구상과 끈질긴 항모 노후우 습득의 결과 년 러시아로부터 1998

구입한 바랴그함을 개조하여 년 중국의 최초 항모인 만 톤급 랴오닝함을 2012 6

취역하게 된다 경제대국을 추진한 덩샤오핑과 군사대국을 추진한 유화칭의 . 

노선이 시너지적 효과를 이룬 것이다 경제력이 부강한 국가는 세계의 주도국. 

이 될 수밖에 없고 실효적 주도국이 되려면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한 

지도자의 혜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는 만 톤급 국산 항모 척을 건. 5 8 2∼

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함재기 외에도 J-15 

개발도 추진 중이다J-31 .13)

중국에게 항모는 임무측면에서 년 말 년 중반시기부터 상당히 1980 1990∼

필요한 자산이었다.14) 하지만 당시 중국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빈국이었고 국 

가전체 경제측면에서도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었다 따라서 당장 항모를 . 

확보한다면 국가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경제력 성

11) 이홍표 편저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 , 2003), p.109.   

12) 군사대국 야욕 항공모함 보유 임박 프리존뉴스, , (2006.11.27. 中國“‘ ’ ”   http://www.chogabje.com 

검색일( : 2016.4.21). 

13) 중국의 번째 항모이자 국산건조 최초의 항모는 톤급으로 년 말 진수를 추진 중2 50,000 2016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재준 중국 번째 항공모함 올해 하반기 진수 전망. , 2 ,“ ” NEWSIS  

(2016.1.5), http://www.newsis.com 검색일( : 2016.4.15). 

14) 중국의 항모 확보 추진 궤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병광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소고 , : “

지정학과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권 제 호 년 겨울, 17 4 (2011 ), pp.173-202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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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전력 확보를 추진하여 결국 년대에 경제력2010 ‘

과 임무소요 즉 변수 모두를 충족한 시점에 항모전력을 작전배치하게 된- PM ’

다 년대 말에 확보되었다면 앞서 제시한 분석모델에서 에 해당되. 1980 PM ‘ Ⅲ’

어 항모가 불균형 국가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시기를 조절하여 경제력과 . 

국가위상이 갖추어진 후에 항모를 배치함으로써 이 플랫폼을 균형적 국가자산, 

즉 유형이 되도록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PM . ‘ Ⅰ’

그럼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중국의 항모 확보조건을 따져보기로 하PM‘ ’

자 우선 변수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위상 측면에서 중국은 강국의 모습을 견. P . 

지하여 왔다 우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향력 있. UN 

는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다.15)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대결의 틈바구 

니에서 양국 모두를 활용하는 외교로 이익을 극대화하며 국가위상을 지켜왔다. 

현재 중국은 소련이 사라진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대항마로 조금씩 부상하고 

있고 이를 방증하듯 시대의 국가로 전 세계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중G-2 . 

국은 국가위상 측면에서 항모 보유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16) 

경제력 측면을 살펴보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 ’

년 중국의 인당 는 약 달러로 당시 약 불이던 미국 1980 1 GDP 300 12,000 GDP

의 분의 수준에 불과했고 평균 약 불 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빈1/40 OECD ( 9,000 )

국이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정책이 조금씩 결실을 보면서 고속 경제성장을 . 

지속하면서 년 기준 중국의 인당 는 불로 미국 불 의 2015 1 GDP 13,000 (54,000 )

수준까지 추격했다 미국의 수준이지만 중국의 인구는 약 억 명으로 1/4 . 1/4 13

세계 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한 만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억 인구 1 . , 13

개개인이 불의 돈을 쓸 수 있는 경제력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가 상당 13,000

수준에 도달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당 가 아닌 . 1 GDP

국가 전체의 생산능력에서 살펴보면 년 명목기준 에서 중국 약 조 2015 GDP ( 11

달러 은 미국 약 조 달러 에 이어 세계 위이며 구매력 기준에서는 미국도 ) ( 18 ) 2

추월한 세계 위의 를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력은 항모 보유의 충1 GDP . 

분조건을 견인하고 있다.

15) 허성필 박사와 장진오 박사도 국가위상과 항모 보유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대국으로서의 위신 차원에서라도 항모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

허성필 장진오, (2015), p.5.

16) 국가위상과 항모 운용은 단방향 관계는 아니다 국력이 높아짐에 따라 항모를 확보하면 이 때문에 . 

국력이 더 성장하고 국가위상도 강화되는 쌍방향 관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쌍방향 관계에 인식을 . 

둔 글은 정철호 중국 국력 신장 위해 태평양 진출, , , Chindia Journal , (2015.7), pp.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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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냉전시기 위상측면에서는 항모 확보가 요구되었지만 경제력 측면에

서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항모 운용이 가능한 부국으. 

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국가위상도 냉전시기보다 더 높아짐으로써 항모전력이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변수를 분석해보자 중국은 세계 제 위의 국토면적을 보유한 M . 2‘ ’

국가로 많은 국가와 접경하고 있어 위협노출 강도가 세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남서방향으로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 서측으로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과 북동방향으로는 러시아 몽골 및 북한과 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약 만 , . 3

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km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위협 외에도 사상과 관련한 위협도 지속하여 왔다 공산. 

주의 국가인 중국은 냉전기 민주진 과 첨예한 대결을 하여왔다 현재 중국은 .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 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

어 사상과 철학의 대립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중국으로 하여금 많은 군사임무소요를 창출케 했다 우선 . 

중국은 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중 하나로 분류되는 전쟁 2 6 25ㆍ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사상적 대립의 결과로 분리된 대만과의 통일도 . 

하나된 통일 국가정책하에 군사적 임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One China)‘ ’

다 특히 중국이 대만문제를 타 국가들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 

있는 상황에서 년 대만해협 위기에서 미국에 패배했다는 쓰라린 경험은 1996

항모 확보라는 과제를 현실화시켜 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인도도 견제의 .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를 두고 분쟁 중인 일, ( : )

본도 강력한 견제의 대상이다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를 두고 분쟁 중인 동남아. 

시아 국가와의 해양통제 쟁탈전도 중요한 임무소요이다 중국은 국가이자 . G-2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위상을 점하고 있는 위세에 편승하여 미국과 태

평양을 분할통치하고자 하는 야심도 내비치며 미국의 해양접근을 차단하는 임

무를 국가이익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살펴본 위협을 흡수하. 

고 다양한 임무를 원활히 달성하는 데 항모가 매우 효과적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련이 냉전에서 패배하여 국제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중국은 소련을 

대신하고자 하는 야심을 비쳐왔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패권질서를 바꾸. 

고자 하는 패권도전국가 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유(a revisionist state)

사한 수준의 항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17) 고속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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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 가능한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

작했지만 미국의 항모를 견제할 전력이 부재했기에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둥펑‘

둥펑 등 지대함미사일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21D(DF-21D) , -26D(DF-26)’ ‘ ’

왔다.18) 또한 은 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 등을 실전배치하여 미 항모의  093B 

활동을 위축시키는 작전을 구사해 왔다.19) 

한편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freedom of navigation)‘ ’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해역에서의 군사임무 소요강도

가 더욱 높아졌다 미 해군은 년 . 2015 USS Lassen 을 남중국해 수비(DDG-82)

산호초 해리 이내로 진입시킨 데 이어 년 월에는 12 2016 5 USS William P. 

Lawrence 를 피어리 크로스 암초 해리 이내로 진입시켰다(DDG-110) 12 .20) 이  

사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항행의 자유 거부를 (freedom of navigation)‘ ’

군사적 임무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항모작전 활용극

대화 필요성에 논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21) 이처럼 군사전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년 월 중국은 미 항모2016 5

전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하 다 이는 첫 번째 항모를 확보한 중국이 미국과의 . 

군사력 균형화에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의미도 있다.22) 

이처럼 최근 남중국해가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장기항해 

및 지속적 항공초계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항모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에서 최대 까지 이격되어 있어 육상발진 항. 900km

공기의 작전지속효과는 매우 낮기 때문에 항모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23) 

17) 중국의 정책입안자는 미국에 대항하는 유효한 전력 중 하나로 항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 

문제연구소 는 분석했다(CSIS) .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p.15.

18) 둥펑 의 사거리는 둥펑 의 사거리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21D 1,500km, -26 3,000km . “

항공모함 전성시대 막내리기 시작 연합뉴스, (2016.2.23), ”   검색http://www.yonhapnews(

일: 2016.2.23).

19) 중국 최신형 핵잠수함 실전 배치 세계일보 , , (2016.2.29), p.5. “ ”   

20) 유권 헤이그 판결 앞두고 남중국해 양동작전 국민일보 , (2016.5.12), p.8. 美 中 “ ㆍ ”   

21) 남중국해의 군사작전지역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년 월 일 중국 인민해방군해군은 . 2016 4 7

함대의 개 항공병사단을 동원하여 돌격성 전투훈련을 벌 고 미국은 당해역에 무인잠수정 8 , 

배치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 “ 해 군사작전 지역으로 돌변 서울신문, ,美 中 ㆍ ”   

(2016.4.19), p.19.

22) 항모 홍콩 오지마 년만에 입항 거부 동아일보 , , 9 , (2016.5.2), p.21.美 中“‘ ’… ”   

23) Jane s Defense Weekly’ , January 29, 2016, 검색일http://www.janes.com( 특히 : 2016.4.22) 

본 저널은 칭화대 추 슈롱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년 월 미 해군이 2015 10 USS Lassen(DDG-82)

함을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중 하나인 수비 산호초 해리 (Subu Reef) 12

내에 진입시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지도부가 항모의 남중국해 배치 필요성‘ ’

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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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해양이익 확장과 같은 임무수행은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군사 현대화를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와 맥을 같이 하듯 중국은 . 

경제성장과 임무발생 소요를 염두에 두고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항모 확보30

를 추진하 다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에게 미국의 태평양 접근 차. 

단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리 실행 가능한 임무로 부각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 

제무대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신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

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주동. ‘

작위 정책과 일치한다( ) .主動作爲 ’ 24) 중국은 미국의 중국 근해 접근 차단을 주 

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형대국 중국의 주도성를 구현해 줄 균형전력이 바로 항모인 것이다 중국은 . ‘ ’

구소련 항모를 도입 후 개조하여 최초의 항모인 랴오닝함을 전력화하는 데 성

공하 다 이에 탄력을 받은 중국은 현재 자국기술로 항모를 건조하고 있으며 . 

총 척의 항모 확보를 목표로 전력증강을 추진 중이다6 .25) 심지어 년경 핵 2020

항모 확보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6) 중국의 항모 전력화는 국가위상 및 경제력 

이라는 변수와 위협인식 및 임무소요라는 변수가 접점에서 만난 필연적 결과

이었던 것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항모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

는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럽 주도 가 프랑스3. : (PM ) ㆍ Ⅱ

유럽은 경제력과 임무소요 모두를 고려하면 미국과 같은 항모를 지속 보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미국과 . 

같은 항모를 보유하면 항모가 국가급 플랫폼으로서 균형적 전력이지만 완전성

은 떨어지는 불완전 균형전력이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에 이익

보다는 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 무리한 항모 운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치명적 . 

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구소련이다 구소련은 내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 

24) 주동작위는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시진핑 주석의 철학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 ’ ‘ ’

문구라 할 수 있다. 

25) Eric Wertheim, World navies in review,“ ” PROCEEDINGS, Vol. 141, No. 12(March 2016), 

p.51. 

26) 중국 해양굴기 세계 잇는 진주목걸이 바닷길 완성 나섰다 한국일보 , (2016.4.25), p.17.“ … ‘ ’ ”   



가  항공모함 보 건  주/   213

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팽창을 위해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시켜 몰락

을 자초하 으며 구소련이 보유했던 항모는 행정모함 신세가 된 후 중국 인도 , 

등의 국가에 팔려 러시아 국가재건에 사용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구소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항모를 지속 보유하는 방법은 숫자와 크

기를 줄이는 것이다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항모를 보유하되 국가적 차원의 균. 

형전력으로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항모의 보유수를 최소화하고 항모급수

도 낮추는 방법을 채택하 다 대표적으로 국과 프랑스는 미국과는 다른 독. 

자적 방안으로 대형항모 대신 중 소형급으로 항모를 운용하여 국가급 균형전ㆍ

력으로서의 완전성을 높여왔다 더욱이 유럽은 주권위협에 대응하는 고강도 . 

임무가 거의 없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일정 안보 몫을 담당하는 

저강도 수준의 임무가 주로 있다는 점에서 임무소요도 미국 중국과는 차별화, 

된다 항모 확보조건을 유형모델로 분석하면 국과 프랑스는 부국이면서 군. 

사임무의 강도는 낮은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두 국가가 임무를 과대PM . ‘ Ⅱ’

포장하여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항모를 대형화하고 보유척수도 늘려 유형모델 

의 길을 걸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했PM I‘ ’

을 것이다. 

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항모를 운용한 국가이다 년 취역한 . 1918 HMS 

Argus함은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평평한 갑판을 갖춘 세계 최초의 함정

이었다 국은 이 함정을 제 차 세계대전 직후인 년까지 운용하 다 이 . 2 1946 . 

시기 국은 세계패권국이었다 하지만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준 . 

후 경제력도 부진해지자 년대에 기존 보유 정규항모를 단계적으로 퇴1960 70∼

역시킨 후 년대부터 단거리 이륙 및 수직착함이 가능한 시 헤리어형 경항1980

모를 운용하게 된다 이시기 국은 항모운용조건에서 에서 국. PM I PM ‘ ’ ‘ Ⅱ’

가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의 퇴화라기보다는 경제력 . 

수준과 임무환경에 맞추어 특화시킨 항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규. 

모를 외면하고 관성적으로 기존의 대형항모를 지속 추진하 다면 국가 전체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며 나아가 항모 미보유 국가, 

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 할 수 있다 헤리어 기. 

반 경항모 번함은 년 취역한 톤급 1 1980 22,000 HMS Invincible이었으며 운용

효과가 입증된 후 년에 1982 HMS Illustrious 년에 , 1985 HMS Ark Royal을 취

역시켜 척 운용체제를 갖추게 된다 년 정규항모로 취역했으나 상륙강습3 . 1959

함으로 개조된 후 년 시 헤리어 기반 경항모의 시제함격으로 전환된 1981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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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는 년 인도해군에 매각된다 년대부터 경항모 척 체제를 유1986 . 1980 3

지하던 국은 년부터 차기항모구상에 들어갔으나 높은 획득비와 경제침1990

체를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차기항모가 확보되지 않은 . 

상태에서 경항모 번함은 년 번함은 년 번함은 년에 퇴역하1 2005 , 3 2011 , 2 2014

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은 일시적으로나마 항모를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 

국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형인 차기항모 번함인 톤급 . STOVL 1 65,000 HMS 

Queen Elizabeth가 건조된 후 전력화과정을 거치고 있다.27) 함수에 도의  13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이 항모는 항공기를 주력기로 하여 F-35B Lightning Ⅱ

치누크 아파치 등의 탑재도 가능하다 특히 일 동안 전투기를 회 , . 5 F-35B 420

출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28) 번함인  2 HMS Prince of Wales 건조도  

추진 중이다.29) 

그러면 국의 항모 확보조건을 앞서 제시한 유형이론으로 분석해보자. P‘

변수 측면에서 먼저 국의 국가위상은 미국에게 패권의 지위를 넘겨준 국가’

이다 제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은 패권국이었으며 패권의 지위를 획득하. 2

고 유지하는 데 주로 해양력을 활용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 국은 세계에서 . 

항모를 가장 먼저 구상하고 건조한 국가가 된다 차 대전 이후에도 안보. 2 UN 

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의 핵. EU

심국가이기 때문에 국이 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에 다른 국가들은 강EU EU 

력히 반대하며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국에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의 국제적 위상은 대 제국 시절과. 

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에 려 변방의 국가신세. 

가 되었고 탈냉전기에는 중국에 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이 러시아의 서진을 혼자 막는 것이 어려워 및 에 의지하여 공동의 EU NATO

노력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일시적으로나마 국이 항모를 한 척도 보유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의 낮아진 국제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 

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라는 지위G7(Group of 7) 

를 보유하고 있는 등 아직 상당한 위상을 가진 국가임은 사실이고 최소 지도적 

27) 국해군 홈페이지 검색일 , http://www.royalnavy.mod.uk( : 2016.4.13). 

28) 홍현수 국의 급 항공모함 국방과학기술정보 통권 호 , Queen Elizabeth , 47 (2014), p.117. “ ”   

29) 국의 차기항모는 년의 수명연한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항모의 높은 획득비용을 고 50

려하여 한번 획득한 후 최대한 장기간 사용하려는 기획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항모 확보 및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여 해당 플랫폼이 균형적 국가자산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홍현수. 

(201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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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는 중견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력을 살펴보자 정규항모를 퇴역시키고 경항모 도입을 추진. 

했던 년대 국의 경제력은 초대형 항모 운용국가인 미국에 비해 뒤쳐져 1970

있었다 년 국의 인당 는 약 달러로 미국의 달러. 1975 1 GDP 5,500 GDP 7,800

에 많이 못 미치는 규모로 경제패권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평균 . OECD 

불 및 일본의 약 달러 와 유사한 규모이었기에 항모 전GDP(5,400 ) GDP( 5,100 )

면폐기 검토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를 고려하면 정규항모 대신 경항모를 확. 

보 추진하는 것은 전력기획의 합리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현 국의 경제력은 . 

임무소요만 따라준다면 적절한 항모 운용이 가능한 규모이다 년 기준 . 2014

국의 인당 는 약 불로 일본 약 불 보다 높으며 평균1 GDP 40,000 ( 36,000 ) OECD 

불 보다 높다(39,000 ) . 

변수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위협판단에서 국은 차 대전 후 독일과 같M 2‘ ’

은 타국가로부터의 주권적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주권적 위협이 거의 . 

없고 더욱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국은 년 월 1982 2 HMS Invincible을 

호주에 매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주권적 위협에 대항하는 . 

거의 유일한 군사임무인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다 포클랜드는 남대서양 아. 

르헨티나 동부해역에 위치한 섬으로 년부터 국령 하에 있던 섬이다 하1833 . 

지만 유권을 주장한 아르헨티나가 년 월 일 포클랜드를 무력점령하자 1982 4 2

국은 이를 주권위협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전쟁을 계기로 . HMS 

Invincible함의 매각은 취소되고, HMS Hermes함과 함께 포클랜드로 향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 항모는 그 위력을 발휘한다 국은 척의 항모를 주축으로 하. 2

여 임무부대 를 투입하여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아르헨티나 본토(Task Force)

까지 항공타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후 포클랜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일 만인 월 일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경75 6 14 . 

제력이 위축되었지만 항모 운용을 폐지하는 대신 경항모로 전력인프라를 재편

한 전략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국은 패권지위를 미국에 넘겨준 이후로 국제안보 역할에서 다소 변방에 

머무르면서 세계로부터 위협도 미국처럼 다양하지도 많지도 않았다 위협의 .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위협의 강도가 높지 않은 만큼 군사임무 소요. 

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그것도 저강도 군사임무 위주 다 따라서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정규항모 운용에 대한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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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주권위협은 없더라도 유럽의 주도국임에는 분명하고 안보리 상임이UN 

사국이었기에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임무는 지속하고 있어 왔다 국은 년 . 1991

걸프전 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 2002 2003

미국과 함께 참가하여 국제안보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 다 따라서 항. 

모유형의 변경을 통해 항모를 준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지속 운용하는 전력기획

을 추진했다 할 수 있다.

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유럽의 핵심국가라는 위상과 평UN OECD 

균을 상회하는 경제력을 고려하면 항모 보유가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문. 

제는 임무소요가 있는가이다 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안보에 최인접 조력자. 

로서 역할을 주문받고 있으며 이런 역할 수행 없이 국 자신의 국가이익 보장

도 어렵다 탈탈냉전기인 현재도 국에게 항모는 임무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 

국가자산이다 우선 항모는 테러 이후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테러분자라. 9 11ㆍ

는 비국가행위자의 중동 점령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한 자산이다 나아가 항모. 

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의 서진을 차단하는 역할로도 필요한 플랫폼이

다 이로 인해 군사임무 소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섬국가인 . 

국에게 해군력은 이와 같은 군사임무의 핵심자산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력 . 

중 항모는 활용적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이다. 

따라서 임무측면에서도 항모가 필요하지만 임무강도와 빈도를 고려하면 미

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까지는 필요없다 국의 입장에서 항모는 보유하되 수. 

준조절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여건분석이 차기항모로 중급형 척 보유라는 2

정책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국형 항모는 유형처. PM ‘ Ⅱ’

럼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번함 건조템포는 경제력 및 2

임무소요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하에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국과 함께 유럽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프랑스도 항모를 국가전력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년에 . 1961 Clemenceau 클레멘스함 년에 ( ), 1963 Foch

포슈함 을 취역시켜 ( ) CATOBAR30)형 항모를 약 년간 국가모함으로 운30 40∼

용하 다 하지만 오랜 기간 경제력 어려움에 직면한 후 클레멘스함을 년. 1997

에 퇴역시키고 포슈함을 년에 브라질에 매각한 후 후속항모로 2000 Charles 

de Gaulle 샤를 드골함 척만 년에 취역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R91) 1 2001 . 

프랑스는 과도하지도 또한 과소하지도 않은 비용으로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 2

30) 캐터필트 구속장치 장착 CATOBAR: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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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항모 확보계획은 년에 취소하 다 따라서 번 항모 건조계획이 탄력2013 . 2

을 받기 전까지 프랑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항모 한 척만을 운용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국가여건을 고려하여 부실한 항모 수척보다 제대로 된 항모 한 척이 .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측면이 있다 샤를 드골함은 톤. 42,000

급 핵추진 항모로 유럽형 다목적 전투기인 라팔 을 비롯하여 호(Rafale) E-2C 

크아이 헬기 등 최대 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로 프랑스의 경, 40

제력과 임무소요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프랑스의 항모 확보조건을 살펴보자 유형이론으로 판단해보면 프랑스. PM‘ ’

는 경제력은 높지만 임무강도는 높지 않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이다PM . ‘ Ⅱ’

우선 변수 측면에서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지위를 보유한 P UN ‘ ’

유럽 개 국가 중 하나이다 에서 경제나 안보이슈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이2 . EU

다 월 월 일 북한이 을 동해상에 발사한 직후 프랑스는 에 추. 2016 4 23 SLBM EU

가제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 다.31) 나아가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G7 

중요한 의사결정자이다 이런 위상은 항모 확보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 

프랑스는 경제력 측면에서도 유럽의 주도국가이다 척의 항모를 적극 운. 2

용하던 년 당시 프랑스의 인당 는 약 불로 국가 평균 약 1970 1 GDP 3,700 OECD (

불 을 약간 상회하 고 국 약 불 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3,500 ) GDP( 3,700 )

다 현재 한 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년 기준 는 . 2014 GDP

불로 여전히 국 약 불 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는 평균39,000 ( 40,000 ) . OECD 

약 불 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 중 하나인 이탈( 39,000 ) , 

리아보다는 약 불 이상 높은 규모이다 경제력 역시 항모 운용의 필4,000 GDP . 

요조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를 확보할 수 있. 

는 수준의 위상과 경제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항. 

모 보유수준 판단을 위해서는 위협 임무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ㆍ

이런 측면에서 변수를 분석해 보면 우선 프랑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강M‘ ’

도가 높지 않다 사실 현재 프랑스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주적이 없다고 . 

할 수 있다 차 대전 시 독일처럼 프랑스라는 국가전체를 위협하는 적성국이 . 2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가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차 대. 2

전 시 독일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위협도 나 를 통해 다른 NATO EU

국가와 연합하여 대응한다 프랑스가 자국의 색깔을 잃지 않고 미국과 일정거. 

31) 프랑스 에 발사 북한 추가제재 요청 , EU SLBM , KBS NEWS , “ ‘ ’ ”   검색http://news.kbs.co.kr(

일: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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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을 꺼리고 있으면서도 옵저버 자격은 고수하NATO , 

는 것은 에 거는 안보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위협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NATO . 

에 군사임무 강도도 높지도 그리도 빈번하지도 않다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 

가 필요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경제력 측면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국가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라는 안방에만 머무를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 

공동안보와 관련된 임무는 지속 창출되어 왔다 이런 임무소요는 프랑스를 다. 

른 유럽국가보다 첨단군사력으로 더 무장케 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프랑. 

스는 년 미국 주도의 항구적 자유작전 에 2001 (Operation Enduring Freedom)

참가하 다 특히 항모도 큰 활약을 하 는데 샤를 드골함은 년 월 인도. 2001 11

양에 도착한 후 소티 이상의 정찰기 및 전투기 출격을 통해 수많은 임무를 700

수행하며 유럽 주도국가의 면모를 과시하 다.32) 년 인도 파키스탄 위기  2002 -

시는 아라비아해에 항모를 파견 후 미해군과 전투초계작전을 실시하여 라팔 

항모함재기의 작전운용성능을 입증하기도 하 다 년 동 항모는 리비아 . 2011

상공 비행금지구역 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the no-fly zone over Libya ) UN ‘ ’

안 시행을 위해 지중해에 파견되어 국제적 수준의 군사임무에 동참했다.33) 샤 

를 드골함은 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년 월과 월에 중동지역IS 2015 1 11

에 파견되기도 하 다.34) 특히 년 월 샤를 드골함 파견에 힘입어 월 2015 11 12

에 실시된 테러조직 와해 작전인 에 프랑스 IS Operation Inherent Resolve‘ ’

해군제독이 연합작전 해상지휘관 으로 임명되기도 하 다-Task Force 50- .35)

이처럼 부국 프랑스에 요구되는 임무소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항모 척 체제2

로의 전환은 아직 꺼리고 있다 임무소요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쇠퇴로 인한 재. 

정압박에 직면한 프랑스는 항모를 균형전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척 2

대신 척 운용을 선택한 것이다 아직 부국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어1 . 

려움에 처한 현실 그리고 급박하지 않은 임무수준을 고려하여 프랑스에 최적

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중형항모 한 척 체제인 것이다. 

32) Francois Guenet, “Charles de Gaulle: Fights ISIS,”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p.50. 

33) Pierre Tran, France Deploys About 20 Aircraft to Enforce Libya No-Fly Zone,“ ” Defense 

News, March 19, 2011, 검색일http://www.defensenews.com( : 2016. 4.14). Guenet(2016), 

p.50. 

34) Wertheim(2016), p.55. 

35) Guenet(201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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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비용 효과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vs. . ‘ ’

효과와 효율성 중시정책은 국가조직 편성에도 잘 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 

군은 민관군에서 관군을 역할을 함께 한다 바다의 이익을 지키고 질서를 확. ‘ ’ ‘ ’

립하기 위해 바다와 관련한 관과 군의 조직을 통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개의 3

통합 해역사령부 북해 대서양 지중해 사령부 를 두고 지휘관으로 해군장성- , , - , 

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역의 해군지휘관은 적군으로부터 국가를 지키. 

는 군의 고유 임무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자 단속 해양 세관업무 어업질서 확, , 

립 구조 등의 다양한 임무를 군뿐만 아니라 관청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 

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구조임무소요 발생시 명의 지휘관하에 해. 1

군 및 해경 함정 전 세력을 운용하여 체계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직을 만

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에 기반한 정책이 항모 운용에도 고스. 

란히 반 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는 경제력 수준 및 임무소요를 고려 비용 . vs. ‘

효과 측면에서 항모를 가장 잘 운용하는 유럽국가라 할 수 있다. ’

본4. (PM I PM ) → Ⅱ

일본은 차 세계대전 당시 최강의 항모전력을 보유한 국가 는데 항모의 진2

가는 년 진주만 공습에서 크게 발휘되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라1941 . 

는 위상과 산업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구축한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

역량을 국외공세로 전환하며 일본 밖에서 수많은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국가위. 

상과 임무소요 측면에서 일본제국 패망직전까지 일본은 유형에 해당하는 PM I‘ ’

국가 다 차 대전 당시 일본은 약 여 척의 항모를 운용할 정도로 항모선진. 2 20

국이었다 패망 후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은 항모 보유를 . 

꺼려왔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해상자위대는 톤급 헬기항모인 . 19,000

JMSDF Hyuga 휴가함 및 (DDH-181)/ JMSDF Ise 이세함을 각각 (DDH-182)/

년 및 년에 확보하 다2009 2011 .36) 이 함정은 헬기 대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  4

대의 항공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은 경항모급으로 분11 . 

류될 수 있는 톤급 헬기항모인 27,000 JMSDF Izumo 이즈모함을 (DDH-183)/

36) 휴가함의 경하톤수는 톤이며 만재톤수는 톤이다 13,000 19,000 . DDH-161 Hyuga/16DDH 13,500“ ‘ ’

ton Class,” 검색일http://www.globalsecurity.org( : 20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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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취역시켰다 이즈모함은 대의 대잠헬기 및 수색 공격헬기 운용이 가능2015 . 7 /

하며 최대 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으로 명실상부한 경항모급 항정14

이다 나아가 일본은 후속함인 . JMSDF Kaga 카가함을 년 진수(DDH-184)/ 2015

시킨 후 현재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즈모급 함정은 와 같은 . F-35B

함재기 운용이 가능하기에 항공기만 확보하면 경항모로 즉각적인 작전V/STOL 

운용이 가능하다.37)

그러면 현재 일본의 항모 확보조건을 유형이론의 툴로 살펴보자 변수. P‘ ’

측면에서 국가위상을 살펴보면 일본은 회원국으로 미국 국 프랑스 등 G7 , ,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위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항모보유에 대한 추동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미국의 입장에서 최고의 동맹으로 유럽에 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는 셈이다.38) 이러한 위상은 일본이 항모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 

공한다. 

다음으로 경제력을 살펴보자 년 기준 일본의 인당 는 약 . 2014 1 GDP 36,000

불로 평균 불 에 약간 못 미치고 항모 보유국인 이탈리아 약 OECD (39,000 ) (

불 보다는 약간 높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명목기준 35,000 ) . GDP 

전체에서 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위의 경제대국이다 항모구축의 물, 3 . 

질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변수로 분석해보면 먼저 일본은 주권에 대한 직접위협은 거의 없는 국가M‘ ’

이다 대신 주변국으로부터의 도발적 혹은 간접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 . 

으로부터의 핵 및 탄도탄 위협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해상통제 침해위협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협은 일본에게 저강도 군사임무 소요를 창출시키고 있. 

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는 탄도탄 탐지 및 요격임무가 필요하며 중국 위협에 . 

대해서는 해상통제 및 상시 항공초계 임무가 요구된다 특히 중형항모를 보유. 

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모를 절

실히 요구되는 국가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이 함재기까지 도입하여 항모의 작전운용이 가능하면 동아시아 안보위기 시 

37) 허성필 박사와 장진오 박사는 이즈모함의 경우 함정개조 없이 의 이착함 및 격납이 가능하 F-35B

다고 분석한다 허성필 장진오. , (2015), p.4. 

38) LT Joshua Duran, The Britain of Asia ,“‘ ’ ”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2015),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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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급하게 본토에 있는 항모까지 보낼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일. 

본은 임무소요 측면에서 항모 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나아가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의 임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자산으로 항모의 유용성

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위상 경제력 및 임무소요는 항모확보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을 창출시키고 있다 물론 국력 대비 임무소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 

항모보다는 경항모가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차 대전 전. 2

범국가인 일본은 항모 확보를 위해 국내법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 및 주변국의 

우려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정규항모가 아닌 헬기항모를 추진하여 . 

왔고 앞서 언급한 이즈모함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 함정은 차대전 후 일본이 . 2

건조한 가장 큰 해군함정으로 기록되고 있다.39) 

키5. (PM PM )Ⅳ → Ⅱ

터키는 항모 보유국가는 아니지만 확보 추진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지속적. 

인 경제성장과 국제무대 역할 증대에 힘입어 터키도 항모를 국가이익의 보장

균형전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 수준의 항모를 . 

확보한다면 이는 불균형 전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항모를 추진하고 있

다 터키는 경항모 번함을 . 1 LPD Anadolu함이라 명명하고 년 월 건조에 2016 6

착수하여 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 . LPD Anadolu함은 배수량 27,000

톤급으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스키점프대를 설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40)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터키는 에서 의 변화되고 있는 국PM PM ‘ Ⅳ’ ‘ Ⅱ’

가이다 우선 국가위상 측면에서 터키는 세기 말 건국된 오스만 투르크 제. 13

국의 역사를 가진 국가로 현재 회원국이자 에도 가입된 국가이다G20 OECD . 

지중해 국가 중에서 군사강국으로 분류된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 ‘

어파워 는 터키를 세계 위의 군사대국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GFP) 8 .’ 41) 최 

39) Wertheim(2016), p.53. 

40) Jane s Navy International, February 1, 2016, ’ 검색일http://www.janes.com( : 2016.4.14). 

41) 글로벌 파이어파워 홈페이지 (GFP) , 검색일http://www.globalfirepower.com( :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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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의 처리에 있어 와 협, EU

상을 진행하는 등 시리아의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중. 

에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서구사회와도 정책적 조화를 잘 이

룬다 물론 유럽국가 그리고 한국보다도 국가위상은 낮지만 중견국가로서 점. 

점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터키의 경제력은 유럽과 같은 부국이. 

라 보기 힘들다 년 기준 인당 는 약 달러로 멕시코의 . 2014 1 GDP 19,000 GDP

약 불 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 18,000 ) . 

생활경제는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국가이다 과거 터키는 국가위상이나 . 

경제력 모두에서 약소국이자 빈국이었지만 서서히 부국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항모 보유는 필요조건으로 성립되기 . 

어렵지만 년대 중반 혹은 년 중반 이후를 내다보며 항모를 확보할 2020 2030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이를 전력기획에 담아 정책화를 추진하는 국

가가 터키이다. 

변수 측면에서 보면 터키는 지리적으로 중동국가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M‘ ’

직접적 주권위협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대부분의 위협은 쿠르드족 자치문제. 

와 같은 내부문제이거나 난민과 관련된 위협이다 따라서 군사임무도 고강도. 

가 아닌 저강도 위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중해를 접하는 관문위치에 있고 .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접하는 요충지에 있어 안보관련 임무소요도 지

속 창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상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터키군의 이라크 임무 . 

참여 등에서 보듯 공동안보 임무도 부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 

규모 및 임무소요 고려 터키에게는 중형 이상의 항모보다는 경항모가 적합하

고 확보시기도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가 더 적절할 것이다 터키는 가까운 미. 

래에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군사전략과 전력기획에 이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항모 확보 계획을 이미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터키는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전력기획을 . 

추진하는 항모추진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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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  균   항모 보  가. 2 : Ⅳ

도1. (PM ) Ⅲ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

하고 항모 보유를 고수하여 왔다.42) 인도는 건조 중이던 국 항모를 년 1957

에 구입하여 INS Vikrant 비크란트함 으로 함명을 부여한 후 년부터 운용( ) 1961

하 다 이 항모는 미국이나 국의 항모와 같은 큰 활약없이 노후로 인한 도. 

태시기 도래로 년 퇴역했다 또한 인도는 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운용1997 . 

했던 톤급 시 헤리어에 기반한 30,000 HMS Hermes 헤르메스함 형( )-STOVL

-43)을 구입하여 INS Viraat 비라트함 으로 함명을 변경하여 년에 작전배( ) 1987

치하 다 건조된 지 거의 년이 된 이 항모는 년 월 일 마지막 항해. 60 2016 2 12

를 하고 퇴역하여 고급호텔로 개조 중에 있다.44) 최근에도 인도는 국민경제의  

열악함과 빈약한 경제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항모 획득 및 운용을 고수하고 있

다 인도는 냉전시절 소련이 운용했던 톤급 형. 45,000 (V/STOL )45) 항모를 도입 

하여 INS Vikramaditya 비크라마디티야함 으로 함명을 부여한 후 년 작( ) 2014

전배치하 다. 

한편 중국의 대국화가 진행되면서 해양통제력 확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인

도는 현 보유 항모보다 진일보한 항모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인도. 

는 외국에서 도입한 항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척의 국내 건조 항모추진에 박2

차를 가하고 있다.46) 번함인 톤급 핵추진 항모인  1 40,000 INS Vikrant 비크란(

트함 형)-STOBAR 47) 은 년경 번함인 - 18 , 12 INS Vishal 비샬함 형( )-CATOBAR -

은 년 이후 취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 .48) 현재 인도는 대의 시 헤리어 10

42) 최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모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김주환 중국  , “

해양 진출에 걱정하는 인도 항공모함 등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 Chindia Plus September ”   

참고2015, pp.60-61 . 

43) 단거리 발진 수직착함 STOVL: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 ). 

44) Sam LaGrone, Indian Carrier INS Viraat Sets Sail for Final Journey Before Conversion “

검색일Into Luxury Hotel, http://www.news.usni.org( : 2016.2.16). ”

45) 수직 단거리 이착함 V/STOL: Vertical/Short Take-off and Landing( / ). 

46)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p.86. 

47) 단거리 발진 구속착함 STOBAR: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 ). 

48) 번째 핵추진 항모인 비샬함은 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치되면 인도 역사상 가장 큰  2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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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형항모 건조와 병행하여 대의 미그(Sea Harrier) 4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 .49) 

분석 중 먼저 변수를 살펴보면 인도의 국가위상은 조금씩 상승하PM P ‘ ’ ‘ ’

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 

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인도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Indo-Asia-Pacific‘ ’

는 인도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도의 최신 항모건조에는 미. 

해군의 착함 관련 기술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상. 

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인도와의 공조가 절실한 전략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

국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중국 견제능력 .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을 반 하듯 인도는 년 월 일간 중국의 2016 2 4 8∼

관심해역이 접하고 있는 인도양에서 개국 이상의 해군을 초청하여 국제관함50

식을 개최하 다.50) 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위상이 높을지 몰 

라도 인도는 삶의 질 측면에서 빈국으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쉬운 예로 인도의 도시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나뒹굴 정도로 인프라가 엉망이다.

경제력을 보면 인도 일반국민이 얼마나 피폐한지 쉽게 알 수 있다 톤. 30,000

급 항모인 INS Viraat함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던 년대 인도는 극심한 2000

빈국이었다 년 . 2004 기준 인도의 인당 1 GDP는 약 달러로 멕시코의 2,500

불 의 에 불과하 다 국산항모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GDP(10,000 ) 1/4 . 

년에도 는 약 불에 불과하 다 따라서 인도의 항모 운용 및 차2009 GDP 4,100 . 

기항모 추진은 극심한 불균형 국가자산만을 찍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의 경제 특히 민생경제 및 사회인프라를 고려하면 항모라는 전력은 국가, 

를 지속 발전시키는 자산으로 기능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 . 12

억 인구의 이상이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며 년 20% . 2011

기준 하루 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도인은 약 천 백만 명에 달했다1.9 2 5 .51) 인도 

에는 아직도 전기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인도 북동부의 비하르. 

주에는 의 사람들 약 천 백만 명 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Bihar) 64% - 6 4 -

다.52) 취약한 민생인프라를 보면 인도를 국제무대에서 부상하는 국가로 보는  

해군함정이 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인도 해군 항공모함 번째 자체건조 결정. , , 2 , GLOBAL “ ”  

제 호DEFENSE NEWS 1188 (2015.5.19), p.5.  

49) Wertheim(2016), p.52. 

50) 년 전 개최된 관함식은 중국과 더 멀리 떨어진 인도의 서부해안에서 개최하 다 15 . Asian “

nuclear weapons: What lurks beneath,” The Economist, February 6, 2016, p.24. 

51) 세계은행  data, 검색일http://www.worldbank.org( : 20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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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적 시각이 다소 과대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53) 

인도는 변수 측면에서 항모를 필요로 하는 위협이나 임무소요가 전혀 M ‘ ’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주권을 위협하는 관계는 아니나 . 

경쟁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 대. 

결할 정도로 심각한 적국관계 다 최근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으나 지. 

속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무측면에서 인도의 항모 운용은 어느 정. 

도 적실성이 있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력과 국가위상을 고려한 . 

전력기획에는 실패하 다 국가경제력이 부족한 가운데 안보이익만을 내세운 . 

전력기획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 전력의 완전성이 떨어지고 작

전효과도 저하된 결과 항모가 균형적인 국가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INS 

Vikrant 비크란트함 이 작전에 투입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항공바지로만 ( )

운용되는 가운데 퇴역연기를 위한 개조만 수차례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고 

년 중반부터는 퇴역수순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2016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도는 국산항모 건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톤급 핵추진 . 65,000

항모가 인도에게 유효한 국가모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도. 

가 항모에 투자할 국가재원을 경제력 부양 및 민생경제에 투자했다면 빈국이

라는 처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기회를 찾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 

도는 무리하게 항모를 보유한 대표적인 전력기획의 실패사례라 할 수 있다. 

태2. (PM )Ⅳ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항모를 보유한 국가이다 스페인에서 건조. 

된 태국의 HTMS Chakri Naruebet 차크리함 은 톤급 경항모로 년 ( ) 11,000 1997

취역하 다 시 헤리어 대 및 회전익 항공기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함정으로 . 6 4

과거 스페인 운용했던 항모의 절반크기의 함정이다 차크리함은 세계에서 가. 

장 작은 항모로 분류되고 있다 차크리함 도입시 항모기능 확보를 위해 노후된 . 

시 헤리어 대를 도입하고 해군함재기 조종사까지 양성하 으나 얼마 사용하9

52) Ending energy poverty: Power to the powerless,“ ” The Economist, February 27, 2016, p.49.

53)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는 최고속 경제성장국이라는 평가가 다소 왜곡되었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 

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관련 글은 . India s GDP data: The elephant in the stats,“ ’ ” The 

Economist, 참고 April 9, 2016, p.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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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기능이 퇴화되어 현재는 행사 및 회의용 행정모함으로 전락했다. 

태국의 항모 확보는 앞서 제시한 유형이론의 에 해당한다 태국의 PM . ‘ Ⅳ’

국가위상은 아시아의 약소국이며 경제적으로도 빈국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

에 따르면 년 태국의 인당 는 약 달러로 세계 위이다2015 1 GDP 5,500 91 .54) 항 

모를 취역한 년대 중반 태국의 빈곤율은 더 극심하 다 세계은행1990 . (World ‘

자료에 의하면 당시 태국 인구의 약 인 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Bank) 14% 8’

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 다 빈곤경제로 인해 도시교통 인프라3.1 . 

도 낙후되어 매년 약 명이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사망하는데 이는 동남24,000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55) 

태국은 직접적 국가위협이나 고강도의 군사임무 소요도 없었다 항모 도입 . 

당시 임무는 상륙작전 지원 태국해안 전력투사 해상초계로 부여되었다 하지, , . 

만 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임무완전성 구비를 위한 재정지원이 원활1997 IMF 

치 않자 차크리함은 재해 재난작전을 주임무로 상정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ㆍ

항모다운 작전운용은 없었고 최근 운용의 예로 년에는 태국 남부 홍수시 2011

구호작전을 들 수 있다 항모는 강력한 타격자산이다 재해 재난작전은 항모. . ㆍ

를 다목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싸타힙. (Sattahip) 

기지에 배치된 차크리함은 임무가 불명확하며 운용항공기도 없어 현재도 한 

달에 일 정도 시험항해만 하는 행정모함으로 퇴화되었다 더욱이 항모운2 3 . ∼

용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력도 부재하여 신규함재기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치 하지 못한 항모 도입과 같은 국가재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태국은 

빈국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기 경제침체에 들어갔다 태국은 이. 

와 같은 전력기획 및 운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차크리 후속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탈리아3. (PM Ⅱ ⇢ PM )Ⅳ

이탈리아는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항모 척을 운용하는 2

국가이다 최초의 항모는 년 취역한 톤급 . 1985 14,000 Giuseppe Garibaldi 주(

54) IMF data, 검색일http://www.imf.org( : 2016.4.14). 

55) Thailand s deadly roads: Look both ways,“ ’ ” The Economist, April 16, 201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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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 가리발리함 으로 에 기반한 경항모이다 이 항모에는 헤) V/STOL . AV-8B 

리어 와 대잠헬기 등 최대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모는 18 . Ⅱ

톤급 27,000 Cavour 카불함 으로 년에 취역하 다 번 항모처럼 ( ) 2008 . 1 V/STOL

에 기반한 경항모인 카불함은 헤리어 와 대잠헬기 등 여 대 이상 AV-8B 20Ⅱ

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카불함은 상륙함과 구축함의 용도로도 사용. 

이 가능토록 센서 및 무장이 구비되어 다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항모 확보조건은 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머지않아 PM , PM ‘ Ⅱ’ ‘

로 하락될 가능성도 있는 국가이다 우선 국가위상을 살펴보면 우선 이탈리. Ⅳ’

아는 회원국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유럽 주도OECD . 

국가는 아니지만 회원국이다 따라서 국제 주요문제를 논의하는 행위자로G7 . 

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력은 이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침. . 

체 문제는 전 유럽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제력은 좀 

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첫 번째 항모를 취역한 년 당시 이탈리아의 인. 1985 1

당 는 불로 국의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년 기GDP 13,000 GDP 2015

준 는 약 불로 국의 약 달러 보다 뒤쳐져 있다 더 GDP 36,000 GDP( 41,000 ) .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에 육박할 정도로 심한 경기침체에 있고 국가40%

신용등급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제 의 그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국가경제가 운 되고 있. 2

다 이를 고려하면 년대에 항모는 국가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는 균. 1980 2000∼

형적 국가자산이었지만 현재는 항모가 이러한 지위를 조금씩 잃어 가고 있다.

위협 임무 측면에서 본다면 상기에서 본 것처럼 변수는 변화되었지만 Pㆍ ‘ ’

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탈리아가 직면하는 위협과 임무소요 수준은 M . ‘ ’

년대와 현재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차 세계대1980 2000 . 2∼

전 시 추축국으로 전쟁에 참가한 국가 지만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국가행위자

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은 없었다 현재도 주권적 위협은 거의 없는 국가 중 하. 

나로 다른 유럽국가와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준의 위협이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국가위상을 고려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공동안보 임무를 받아왔다. 1999

년 코소보 사태 시는 가리발리함을 발칸반도 해역으로 파견하여 헤리어 전투

기를 출격시켰다 년에는 항구적 자유작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 2001 2002∼ ‘ ’

인근 해역으로 항모가 파견되어 이탈리아 해군의 지휘기함 해상항공지원 및 , 

항공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년 리비아 사태시는 의 일원으로 . 2011 NATO

참가하여 공대지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 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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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과 임무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탈리아의 경항모 척은 아직 2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조금씩 유형으로 움직여 항모. PM ‘ Ⅳ’

가 국가이익에 부정적 향을 초래하는 불균형 전력으로 퇴화될 가능성이 있

는 것이다 항모 운용 국가로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 . 

차기 항모 확보 검토보다는 현 경항모 척을 최대한 오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2

검토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현재 노. 

후된 헤리어 전투기를 로 교체하고 이를 위해 카불함의 개조도 추진F-35BⅡ

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 및 개조시점에 대한 결정은 국가경제 수준과 임무소요. 

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이루어져야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할 것임

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4. (PM PM Ⅰ → Ⅲ ⇢ PM / ) Ⅱ Ⅳ

냉전 중반까지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경제력과 임무소요 모두에서 항

모확보조건을 충족시키는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 다 구소련은 양극체PM I . ‘ ’

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국가에 대적하기 위

해 년 창설된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이끈 국가 다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1955 . 

로 동구권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 다 냉전기 구소련의 입장에서 . 

미국을 대적해야 했기에 위협강도도 높았고 전 세계안보에 관여하는 위치에도 

있었기에 임무도 다양했다 이런 환경하에 항모는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 

하며 양극체제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데 기여했다 냉전기간 중 . Moskva 모스(

크바 급 척) 2 -Moskva, Lenningrad 과 키에프 급 척- Kiev( ) 4 -Kiev, Minsk, 

Novorossiysk, Admiral Gorshkov 등 구소련은 총 척의 항모를 건조하여 - 6

운용하 다 모스크바함은 톤으로 대의 헬기탑재가 가능한 헬기항모. 15,000 14

다 키에프함은 전투기를 포함하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 Yak-38 32

는 톤급 형 항모 다40,000 V/STOL . 

하지만 소련은 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적 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과도하1980

56) Tom Kington, Italy gives bombing stats for Libya Campaign, Defense News, 2011.12.14, “ ”

검색일http://www.defensenews.com( : 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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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외적 팽창 을 추진한 결과 국가재원이 바닥나게 되면(imperial overstretch)

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부터 임무소요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위상은 낮. 

아지고 경제력은 서서히 빈국화되는 유형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PM . ‘ Ⅲ’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성적 전력기획을 지속하여 톤급 80,000

원자력항모인 Ulyanovsk 우랴노프스크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 항모는 미국( ) . 

의 초대형 항모에 필적할 수 있는 작전운용성능 을 기반으로 년에 건(ROC) 1988

조를 시작하지만 국가재정 부족으로 년 소련 붕괴 직전 건조가 중단되고 1991

년에는 해체수순에 들어간다 결국 구소련은 항공바지 수준의 운명을 갖1992 . 

게 될 함정을 치 한 판단없이 관성적으로 건조한 셈이다 우랴노프스크함은 . 

항모가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전락한 잘못된 전력기획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항모는 년 건조가 시작되어 1982 1990

년에 취역한 Admiral Kuznetsov 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 이 유일하다 하지만 ( ) . 

이 항모도 소련 붕괴 후 국가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가 감당하기 힘든 자산이

었기에 작전배치까지 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년부터 작전배치5 . 1995

된 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은 스키점프대를 장착한 만 톤급 기반 중6 STOBAR 

형항모로서 약 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현 주력전투기로 40 . Su-33 

및 를 운용하고 있다MIG-29K . 

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이 작전배치된 년 러시아의 인당 는 약 1995 1 GDP

달러로 멕시코의 달러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처럼 무너진 국가경제5,600 7,400 . 

에도 불구하고 항모 미포기 정책을 통해 한 척 보유를 고수하게 된다 국가위. 

상과 경제력이라는 변수는 바뀌었지만 위협과 임무라는 변수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러시아에게 유럽은 여전히 위협이었고 미국을 견제하는 역. 

할도 여전히 필요한 임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년대 중반 러시아. 1990

의 항모확보조건은 유형에 해당되었다 경제성장이 급한 상황에서 러PM . ‘ Ⅲ’

시아 항모의 활약은 기대할 수 없었다 년 작전배치 후 약 일간 지중해 . 1995 90

항해를 한 후 년대 말까지 큰 활약없이 북해함대 내에 정박하며 수리 및 2000

정비를 하는 항공바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하에 러시아의 국가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보. 

여주기라도 하듯 최근 러시아는 소련시절과 같은 강대국으로의 위상회복을 목

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하에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57) 또 

한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내전 참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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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58) 경제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년 기 , 2013

준 러시아의 는 약 불로 멕시코의 약 불 보다 높은 경GDP 21,000 GDP( 17,000 )

제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년 우크라. 2014

이나 군사력을 동원하여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유럽으로의 서진을 개시하 다. 

나아가 미국의 국제사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

다.59)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남중국에서 신냉전 구도를 창출시키고  ‘ ’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60) 심지어 러시아 

는 군무기를 동원해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위세를 강화

하고 있다.61) 년 월 일 러시아는 전투기를 발진시켜 발트해에 2016 4 12 Su-24 

서 임무수행 중이던 USS Donald Cook 함을 근접비행하며 위협했(DDG-75)

다.62) 하지만 현재 러시아에게 미국은 냉전시절 위협강도와는 거리가 멀다 . 

국가적 수준의 직접위협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임무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 

전쟁과 같은 고강도 임무보다는 러시아도 목소리를 내는 수준의 임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에 . UN 

상충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구조적 지위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상은 강국으로 경제. 

력은 조금씩 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강도 임무소요가 있다는 점에

서 현재 러시아는 항모확보조건에서 유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PM .‘ Ⅱ’

이와 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항모 운용에 탄력을 주고 있다 소련 말기 항모. 

가 불균형 전력으로 기능했다면 현재의 러시아에게는 균형전력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도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도 이 항모를 틈틈이 지중해. 

에 파견하여 러시아의 건재를 과시하는 데 활용하여 왔다.63) 시리아 내전 초 

57) 러시아인들의 대군신뢰도는 년 에서 년 로 대폭 향상되었다1996 40% 2015 85% . Briefing Russia s “ ’

wars,”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9. 

58) Briefing Russia s wars,“ ’ ”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p.18-20. 

59)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의 강화는 해상연합  2015‘ ’

에서 보듯이 양국 간의 해군협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고상두 러시아와 중국의 지중해 군사훈. , “

련 안보현안분석, Vol. 107(2015.5.30), pp.1-4.”   

60) 과 손잡는 러 남중국해도 냉전 구도 동아일보 냉전 물밑서도  , (2016.4.21), p.24 ; 中 新 新“ … ‘ ’ ”   “‘ ’

불붙었다 국민일보, (2016.5.10), p.10. ”   

61)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Captain Tuan Pham, A South China Sea Game Changer,“ ”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p.59. 

62) USNI News, Russian Flyby of USS Donald Cook Highlights International Tension in the “

Baltics, 2016.4.15, ” 검색일http://news.usni.org( : 2016.4.19).

63) Norman Polmar, Putin s Fleet in Being ,“‘ ’ ‘ ’ ”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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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년 쿠즈네초프함은 대서양과 지중해로 파견되어 현시작전을 수행했2011

다 또한 년 중반부터 지중해에 배치되어 러시아 함대를 이끌며 시리아 사. 2016

태해결의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64) 

이 작전을 마친 후 년 말부터 쿠즈네초프함은 신형전투기 탑재가 가능2016

토록 약 년간 개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모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2

전망된다 항모 한 척 체제의 최대 단점이 수리 및 정비 시 전력공백에 고스란. 

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신장되고 있는 국가위. 

상에 걸맞도록 신형항모 확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러시아는 만 톤 핵추진 . 10

항모 척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모강국으로의 등극 가능성에 4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러시아의 경제력과 임무수준을 고려하면 대. 

형항모는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 경제력과 임무소. 

요 수준에서 바로 항모를 추가 확보한다면 냉전말기 구소련처럼 유형PM ‘ Ⅳ’

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기획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 성장 추이 및 임무소요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신형항모 추진에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과연 필요한지에 .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푸틴 집권 기 던 년과 달리 집권 기인 현 러시아1, 2 2000 2008 3∼

의 경제력은 성장세가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년의 국가경제는 년 . 2016 2015

비해서 나 줄어들었다4% .65) 따라서 면 한 검토없이 관성적으로 전력건설을  

추진하면 냉전말기처럼 항모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항모위상은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양면. 

을 모두 품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항모가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균형적 자. 

산이 되려면 국가성장과 임무소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면서 대형항모 확보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대형항모가 국가전체적 측면에서 순기능. 

을 저해하는 플랫폼으로 인식되면 과감히 중형항모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항모를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케 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다. 

2015), pp.86-87. 

64) 문예성 러시아 올 연말부터 최대 년반 항모전력 공백 예상 , , 2 , NEWSIS (2016.3.7) “ ”   

검색일http://www.newsis.com( : 2016.4.15). 

65) Briefing Russia s wars,“ ’ ”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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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책  함V. : 

지금까지 항모 확보 및 운용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부 국가는 . 

관성적인 전력기획과 국가전체의 시각이 아닌 협소한 시각으로 항모를 무리하

게 확보하여 국가 골치덩어리가 되게 하는 실수를 범했다 반면 어느 국가는 . 

항모를 국가자산으로 잘 운용하여 국가이익을 견인했다 이런 결과는 항모를 . 

국가이익 수호의 핵심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에게 이 전력이 없었다면 전략적 

재앙에 직면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사례추적은 미. 

래전략수립과 전력기획 방향 측면에서 한국에게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가 한국은 항모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에 위치하고 있는가? ? 

현재 한국은 본 분석에서 제시한 유형 이론에서 의 위치를 향해 PM PM I‘ ’ ‘ ’

고속항해하고 있다 년대까지 의 위치에 있었던 한국은 눈부신 경. 1980 PM ‘ Ⅲ’

제성장으로 빠르게 의 위치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PM I . ‘ ’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아닌 한국형 항모 경항모 혹은 중형항모 를 확보- -

하는 것으로 상정하면 이미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다 현재 최소PM I . ‘ ’

한 경항모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위치라는 의미이다 현재도 한국이 . 

항모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년 후마저 항모30

가 없다면 국가이익이나 전략이익 수호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항모 확보를 추진해서도 안 

된다 앞선 살펴본 사례와 같은 전력기획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형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항모확보조건을 판단해보자PM . ‘ ’

과거 한국에게 항모는 임무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국가위상이나 경제력 측면

에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 

국은 국제사회의 중견국이자 및 회원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OECD G20 

고 있다 한반도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도 하는 원. UN

조국이 된 것이다. 

군사력 수준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 한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 ‘

파이어파워 는 한국의 군사력을 위권 내외로 평가해왔다 년에는 (GFP) 10 . 2015’

위로 평가하 고 년에는 다소 낮은 위로 평가하 다 주목할 점은 7 2016 11 . 10

위권 이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항모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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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라는 점이다.66) 이들 국가 중에는 한국보다 위협강도나 임무수준이 훨씬  

낮은 항모보유국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력 및 임무소요에서 한국에 많이 못 미. 

치는 터키도 미래를 위해 항모 확보를 정책화하여 추진 중이다 이런 메커니즘. 

에서 보면 한국의 전력기획이 균형감을 잃은 것은 아닌지 미래환경에 부합한 

전략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면 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 

이 국가성장 경제력 성장 군사력 규모에 대칭한 해상전력 발전이 진행되고 , , 

있는지 특히 한국형 항모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막연히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 

아닌지 따져볼 시점인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경제력도 세계 위 수준까지 등극했다 에 의하면 년 10 . IMF 2015

기준 한국의 전체 는 약 조 천 억불로 세계 위이다 에서 분석한 GDP 1 4 11 . OECD

수치에 의하면 년 기준 인당 시장가격 기반 는 불로 GDP 2014 1 GDP 33,000

국의 불을 근접추격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위상과 경제수준도 GDP 40,000 . 

높아진 현재도 항모 보유 미검토라는 인식적 관성이 계속된다면 냉철한 전략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변수 측면에서는 항모 보유에 대한 필요조건을 더욱 충족한다 한국은 M . ‘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임무도 다양한 국가이다 항모는 국. 

가이익 보장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국가전력이다 북한이라는 주권적 위협. 

국가가 코앞에 있으며 이런 위협을 주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최적의 전력이 

항모다 항모는 북한과의 전면전시 북한지역에 대한 본토타격과 공군의 제공. 

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한 합동전력이다 항모는 이동가. 

능한 항공기지라는 기동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효과적 작전이 가능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게 해주는 동

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해양통제 침해위협에 .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보호해야 할 독도와 이어도는 주권에 해당하는 . 

핵심이익이다 특히 한 중 일 삼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한 이어도를 . ㆍ ㆍ

수호하는 데 항모는 유효한 기반적 플랫폼이 되어 줄 수 있다.67)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된 가운데 해상통제와 바다 위의 제공권 확보라는 두 가지 작전을 동

시에 수행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해상 혹은 해상 위의 상공에 대한 . 

66) 군사력 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국 일본 터키 독일 이탈리아이 1 10 , , , , , , , , , ∼

다. 검색일http://www.globalfirepower.com( : 2016.4.14)

67)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김경희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 중의 태평양 전략과 국 , “ ㆍ

회의 대응방안 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참고,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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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지속성있게 견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항모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68)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의 정찰기와 이를 호위하는 전투기가 한 

국방공식별구역 을 침범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공군기를 적극 (KADIZ)

지원하여 완전성 있는 공해 합동작전을 하는 데 항모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변국 정찰기의 내 활동시간이 장기화될 시 지상에서 발진한 . KADIZ 

공군기는 제한된 연료로 인해 작전시간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 

대한 공백을 메우는 방편으로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공군기를 근접지원한

다면 사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항모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KADIZ . 

국지적 위협도 견제할 수 있는 합동자산인 것이다.69)

나아가 한국은 국가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공동안보임

무 참여를 더욱 요구받고 있다 청해부대는 한국의 상선을 보호하여 한국의 경. 

제이익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세계가 사용하는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수호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안보의 핵심분야로 부상. 

하고 있는 테러분자와 같은 비국가행위자 위협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해상난민

문제 나아가 재해 재난구호 등 다양한 임무를 거부할 수 없는 국가가 되고 있ㆍ

다 해외로 나아가는 통로는 바다이고 이 임무전장에서 다목적으로 운용가능. 

한 함정이 항모이다. 

이처럼 한국은 항모확보조건의 필요충분조건을 이미 갖춘 국가이다 경제. 

력과 국제적 위상이 신장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안보위협과 임

무가 내재된 한국이 항모 확보에 대한 본격적 고민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는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 혹은 정책에 핵심동력이 빠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국가급 주력함 없이 기존의 중 소형 함정으로 연안 및 주변 적과의 NLL ㆍ

소규모 전투위주의 전술적 임무만 지속하는 관성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공세. 

적 항모 운용으로 전면전시 전쟁을 주도하는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한반도 위

기시마다 타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

다 결국 이와 같은 항모 운용은 전쟁억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 . 

국가주력함인 항모 확보를 통해 한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68)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의 항모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윤석준 해군의 항공모함 , “

확보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독도연구저널 및 허성필 장진오 참고, , 2009 Summer , (2015) .”   

69) 한국의 항모 운용의 유효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 , :  

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참고( : , 2012), pp.54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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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안보 역할이 대폭 증대된 강건한 중견국이며 20 30∼

년 후에는 세계 핵심강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 변변한 항모 한 척도 없다면 국제무대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

며 한반도 내의 주권적 위협발생시 혹은 전쟁위기시 주도적으로 작전수행하는 

능력도 부재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결국 국가는 성장했지만 이를 지탱할 물. 

리적 기반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위상이 강해진 국가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중. 

소형함만 보유하고 국가주력함으로서의 항모가 없다는 것은 국가위상과 조ㆍ

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 전력구조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년 후에 . 30

뒤늦게 깨닫고 항모 확보를 추진하면 주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이익을 지킬 

자산없이 년을 이가 아닌 잇몸으로 버티는 꼴이 될 것이며 결국 버티지 못30 ‘ ’

하고 국가이익이 조금씩 침해를 받으며 국가위상이 퇴보하는 불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항모 확보조건 유형이론을 적용하면 한국은 유형의 국PM I‘ ’

가이다 현재도 한국의 국가위상과 경제력은 기존 항모 보유국가의 수준이지. 

만 앞으로 년 후를 판단하면 그 역량은 배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국30 . 

이 처한 위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무는 기존 항모보유국가보다 더 강하고 

다양하다 경제력 혹은 국가위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국보다 임무소요가 . 

훨씬 적은 국 프랑스도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에 해당하는 국가도 항모를 국가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 PM ‘ Ⅱ’

서 유형의 국가인 한국이 항모 미보유를 고수한다면 전략적 실수가 될 PM I‘ ’

것이다 보유여부가 아니라 보유유형 크기 및 척수 이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 - -

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균형적 국가모함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 너무 과도. 

한 전력건설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위상 경제력 위협 및 임무 . , , 

그리고 타항모 보유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톤급 40,000 60,000∼

항모 척이 유효한 전력으로 판단된다 항모 건조 템포를 조절하고 시행착2 3 . ∼

오를 없애며 상황에 따른 투입전력을 차별화하기 위해 경항모 척을 먼저 전력1

화 한 후 중형항모 척을 건조하는 척 체제 전력기획도 방법 중 하나로 검토1 2

해 볼 수 있다. 

항모 추진 성공국가의 공통적 속성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한국의 항모 필

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한국은 현 항모 보유 국가에 뒤지지 않는 경제. 

력을 갖추고 있다 항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이익을 견인차로써 활용. 

한 대부분의 국가는 회원국으로 경제적 부국이었다 물론 중국은 OECD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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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아니지만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년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 . 1996 OECD 

대 경제대국으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세계 10 . , 

주도국가는 없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주도국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항. 

모가 없다면 이런 진화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셋째 삼면이 바다라. , 

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항모진출로는 섬국가인 국 수준이고 전, 

면전 위협에서 세계 공동안보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임

무강도는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지하다시피 주변국들이 . 

모두 항모로 무장하고 있어 항모가 없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전력 불

균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력기획은 년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즉 년 후 한국의 경30 . , 30

제력과 위상 그리고 임무소요를 예측하여 전력소요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말이

다 항모가 절실한 시점이 도달한 후 확보하려면 때 늦은 후회가 될 수 있다. . 

더욱이 이미 한국이 경항모 수준의 전력은 보유할 충분한 조건을 가진 국가라

는 점을 고려하면 항모 확보에 관한 검토를 당장 착수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 현재 그리고 더 변모하게 

될 미래를 판단하지 못하고 트랩에 갇힌 채 항모 확보 검토 불필요에 대한 인

식적 관성이 고수된다면 냉철한 현실전략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 국가이익 수

호에 부정적 향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미래를 위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 

오는 항모를 억지로 돌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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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craft carriers : National ships or paper tigers?

- Conditions to acquire aircraft carriers analyzed 

by tracing cases -
 

 

Ban, Kiljoo*70)

 

 

Aircraft carriers: are they national platform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or 

just simply paper tigers to be little useful for states’ development? To some 

states such as U.S., U.K, and France, aircraft carriers functioned as national 

assets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ir interest. By contrast, Thailand’s aircraft 

carrier was a dead platform which is useless to its national interest and India’s 

ones were little used on the mission field. What is the mechanism leading to 

this difference? The key is whether states make aircraft carriers connected to 

overall national evolution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military strategy and 

planning a long-term force structure. Put it another way, conditions to acquire 

them need to be analyzed regarding two variables-national status(prestige and 

economic power) and threat(mission)-for the future as well as in the present. 

The former acquired carriers under the condition of making them becoming 

national platforms which is balanced with their overall development. However, 

the latter simply bought them without carefully taking account of economic 

obstacles, e.g., the poverty rate, when it comes to force planning.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neglect to identify that states of the former cases 

might have a hard time in maximizing their key interests if they did not have 

carriers. Accordingly, conditions on carriers’ acquisition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and a typological theory suggested here could shed light on this 

process. This theory shows that South Korea’s status is eligible to have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to acquire carriers.

* Commander, The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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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ic constraints on India s foreign policy stemmed from the ’

onset of the Cold War, which virtually coincided with India s independence ’

in 1947. Interestingly enough, neither the Soviet Union nor the United 

States evinced any great interest in India at the onset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was virtually ignorant about India and had few 

cultural, strategic or economic links with the nascent nation.1) 

Consequently,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India s independence it paid’  

scant attention to India. Simultaneously, the Soviet Union did not attach 

any strategic significance to India.2) This mutual lack of interest actually 

worked to India s advantage as it gave the country considerable ’ room 

for maneuver. However, at a regional level, the distribution of power 

placed India at a disadvantage. The other major regional state,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PRC) posed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

India one, which it chose to ignore at its own peril.3) 

India s external environment remains complex and challenging. We ’

are living in a world in transition, not just in geo-political terms, but 

also in geo-economic terms – covering trade, financial flows, financial 

trends, demographic changes and participation in a globalized economy. 

Globalization comes with its concurrent global threats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iracy and other threats 

to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al challenges, threats to space and 

cyber security, and access to water, among others. It i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to security, 

just as the lines are getting blurred between threats. 

From the time of independence to the border conflict with the PRC, 

three key features characterized India s foreign policy. First, India ’

1) On this subject, see the Robert McMahon, The Cold War on the Periphery: The United 

States, India, and Pakist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2) Robert Donaldson, Soviet Policy Toward India: Ideology and Strate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3) On the security threat from China that culminated in the Sino-Indian border war of 1962 

see John Garver, Protracted Conflict; Sino-Indian Rivalry in the Twentieth Centur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244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particularly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Second, it also emerged as a 

critical proponent of the nonaligned movement. Third, as a lead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t als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Indian foreign policy has an outward orientation, which, overlaps 

with security, land, and a maritime dimensions which is difficult to 

ignore. For Peninsular India, the lure of the sea around it has moulded 

and set the course of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inhabit it. The 

ocean also brought traders and colonizers. Our vantage location with 

the Indian Ocean literally at our feet became in those early times, also 

a source of vulnerability, laying bare our unpreparedness to face 

external threat. 

India is naturally a maritime nation-a coastline of over 7500 kms; 

the Lakshwadweep and the Andaman and Nicobar chains stretch over 

1200 islands, with southernmost tip just 90 nautical miles from Indonesia 

and the northern most tip less than 10 nautical miles from Myanmar. 

Our EEZ is more than 2.5 million square Kms. The mining areas of 

over 150,000 sq Kms allotted to India under UNCLOS are about 2000 

kms from our southernmost tip.We have significant interests in 

Antarctica as well. India has an inseparable bond with the Indian Ocean 

region that are not merely geographical but of deeper civilizational 

significance. Historic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linkages have 

been forged between India and the Indian Ocean littorals and beyond 

that span over millennia.

India is almost an island as far as trade is concerned. In the  

absence of good regional land connectivity, the bulk of our trade is 

seaborne. India s global mercantile trade has grown phenomenally and ’

now constitutes 41 percentage of our GDp.77 percentage of our trade by 

value, and over 90 percent by volume is carried by sea. India is now 

projected to become the four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y 2020, 

after China, Japan and the US. Our dependence on sea borne trad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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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o expand exponentially. The maritime dimension is also vital 

for our energy security. India s oil consumption is expected to rise to ’

245 million tons annually by 2020, with the country likely to be the 

world s single largest importer of oil by 2050. Its economic growth ’

would continue to be critically depended upon unhindered flow of oil. 

The sea borne terrorist attacks on Mumbai- 26/11, focused the need for 

strengthening maritime and coastal security against threats from sea. 

Clandestine proliferation networks also use seaways for proliferation 

activities. It follows that India s foreign policy has to focus on these ’

critical aspects for our national development and security. 

India has a friendly and productive bilateral relations with almost 

all the states in the Indian Ocean region. It s bilateral relations with Sri ’

Lanka, Bangladesh, Indonesia, Mauritius, Maldives, Myanmar, Seychelles, 

Oman, Mozambique South Africa and others facilitate access to a wide 

swathe of the Indian Ocean. Maritime Security is an important dimension 

of our relations with ASEAN countries, in particular Singapore and 

Vietnam. Many of these are territorial neighbours but all are our 

maritime neighbours. India als has historical and civilizational ties with 

many of these countries. Some of these countries have large Indian 

communities. The broad spectrum of ties with these countries has a 

strong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 

The Indian Navy has contributed towards expanding the diplomatic 

engagement in the region and beyond. An active Indian naval presence is 

welcomed in many waters, near and far from India s shores. In ’

cooperation with the Indian Navy, India is looking at ways of long-term 

engagement with many of these countries in capacity building including 

training assistance, refit of ships joint exercises, coordinated patrols, 

supply of hardware and product support. It is also prepared to assist 

countries to conduct EEZ surveillance. 

Maritime Secur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element of dialogue 

for architecture with various countries, including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periodic bilateral exercises, information exchang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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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domain awareness, sharing of best practices in areas such as 

search and rescue, maritime safety, pollution control; maritime law 

enforcement that could cover counter narcotics and counter piracy, 

training, exercis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and 

exchange of views on promot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that 

enhances maritime security. 

In addition to bilateral interactions, India has actively engaged with 

almost all regional bodies that either are based in or border the Indian 

Ocean region- ranging from SAARC, BIMSTEC, EAS, ARF, ASEAN, 

GCC, SADC to the AU. India s aim is to build a web of cooperative ’

relations that brings together all the stakeholders based on mutual 

interest and benefit. India s soft power attributes give us an ’ ‘ ’

advantage that few countries have. 

India has been actively pursuing its Act East Policy under the new 

government. India s Look East policy was initiated under the Narasimha ’

Rao Government in the early 1990s amid a worsening domestic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The geopolitical tensions leading up to the 1991 

Gulf War deeply affected India s economy, bringing about economic ’

recession and an acute balance-of-payments crisis by mid-1991. This 

crisis drove India to search for economic opportunities in more dynamic 

parts of Asia. In addition, the Look East policy was driven by three 

specific factor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reated a strategic 

and economic vacuum for India, and the end of Cold War bipolarity 

reduced the relevance of India s non-aligned stance. Second, China s ’ ’

opening just over a decade earlier prompted India to reach out to 

Southeast Asia to avoid falling into a subordinate political and economic 

role in the region. India was also driven by a desire to develop and 

stabilize its fragile Northeastern states, which were in the midst of 

insurgency. As four of the Northeastern states share a 1643 km long 

land border with Myanmar, they are critical to overland connectivity 

with Southeast Asia. These factors, combined with the Gulf Crisis, put 

the need to diversify India s energy sources and economic partner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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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sharp focus. India needed to integrate into the global economy, 

and the dynamism of India s eastern neighbours made Southeast Asia ’

an attractive place to start. Two decades on, engagement with the 

Asia-Pacific has become an integral component of Indian foreign policy 

with bipartisan support. In expanded to include Australia and East 

Asia, as well as broader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Look East has thus 

developed into a multi-pronged strategy involving many institutional 

mechanisms at multilateral and bilateral levels, economic links, and 

defence engagements. India s trade with North and Southeast Asia now ’

represents about a quarter of the total trade; outweighing tha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China has become India s ’

top trading partner, with bilateral trade growing from roughly $US 7 

billion in 2003-2004, to $US 65 billion in 2013-2014. In the same 

period, two-way trade with ASEAN member states has grown from 

approximately $US 13 billion to $US 74 billion, making India s trade ’

with the region as a whole even more significant than with China. The 

present government is giving a robust thrust to the Act East policy 

with an emphasis on the maritime dimension.

There has also been an enhanced outlook towards the look west 

policy, forging good ties with these countries too. India s diplomatic   ’

engagement with the ASEAN, the ARF has recognized that maritime 

security is an indispensable and fundamental condition for the welfare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region. India is supportiv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ve efforts in this regard. We are already working 

with ASEAN and other ASEAN Regional Forum members to ensure 

security of sea-lanes against threats posed by piracy and other 

transnational crimes, and to build capacity in the field of maritime 

security. Maritime security issues are one of the core focus areas of 

our navy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actions with other navies. 

The South China Sea is an important shipping route. India support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Indian Ocean Naval Symposium (IONS) was launch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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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08 as a cooperative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following a 

meeting of Chiefs of Navy of nearly all littoral States of Indian Ocean 

in New Delhi. The Charter of Business of IONS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promote shared understanding of maritime issues facing 

the littoral States of the Indian Ocean region; enhance regional maritime 

security and stability; establish and promote variety of cooperative 

mechanisms and develop inter-operability in terms of doctrines, 

procedures etc. IONS, an inclusive and consultative regional forum 

provides a platform for all IOR littoral navies to periodically and 

regularly discuss issues that bear upon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dia s neighbourhood policy particularly with maritime neighbours. ’

Issues like coastal security consolidation and fisheries cooperation are 

also very much within the domain of its foreign policy mandate. The 

salience of creating a fisheries management policy in the Palk Straits 

and the Gulf of Mannar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Sri 

Lanka is an important step.This involves close coordination with the 

Navy, the Coast Guard, and the State Governments concerned.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with our neighbours is also 

dealt with. Competing demands fo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sources, can come into play. The challenge is to find solutions that are 

mutually acceptable. Conserving and protecting precious marine biology 

and the oceanic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ittoral states 

i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is maritime dimension.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on sea levels can have critical 

human security related repercussions on low-lying countries, and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ll this falls within the ambit of foreign 

policy concern. 

The development of port and harbour infrastructure both on our 

coastline in order to improve our global trade turnover cannot be 

divorced from the steps being taken in our neighbourhood to develop 

ports or modernize them with foreign assistance. 

The naval outreach and capability of a number of countrie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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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in the Indian Ocean region. India s capability to be infrastructure ’

builders in our immediate neighbourhood and region needs to be 

enhanced significantly. The naval cooperation in the neighbourhood 

needs further stepping up.Capacity building, training, equipment and 

vessel supply are all areas that need further attention. With the 

region, India to build a common vision of maritime security, conflict 

prevention, the unhindered passage of trade, counter terrorism and 

piracy, disaster prevention and humanitarian relief,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a balanced and inclusive manner that 

safeguards these regional and global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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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도의 태평양 해양 진출 의미와 향

디케  쉬*4)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

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 , . 

도해군 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 활동(Indian Navy: IN) (maritime security) 

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 .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 

과 긴 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 

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등의 협력체이다. EAS, ARF, ASEAN .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WPNS) 

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 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 (India s Look East Policy)’

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 .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 한 해양, , ,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 

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인도양 인도 인도해군 태평양 해양안보 다자간 해양협력 역내 해군, , , , , ,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5 10 18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해군대장 예 전 인도해군참모총장* ( ), ( )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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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Ⅰ

There have been ancient link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In 

modern times, it was bifurcation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to two 

rival blocks after 1945 that prevented regular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ransformative changes in Indian economy and foreign 

policy in early 1990s changed the past and the two countries started 

coming closer economically. The fast changing landscape of Indo Pacific 

security is expected to further intensify economic and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se countries. Since the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ims to make India a competitive manufacturing hub, ‘ ’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from South Korea will be vital for 

boosting Indian economy in coming years.

 

. Historical RelationsⅡ

The story of princess Hur has become quite famous now which links 

South Korea and India in ancient times. According to SamgukYusa (The 

Heritage History of Three Kingdoms), a Princess from Ayodhya 

(Suriratna) came to Korea; married King Kim Suro and became Queen 

Hur Hwang-ok in the year 48 AD. King Kim was founder of ancient 

Korean kingdom of Karack in Korea. Kim Yun-ok, wife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trace their ancestry to the royal 

couple of King Kim and Queen Hur1). Buddhism was another connecting 

link in the ancient ti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believed that 

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t of India. 2013. URL: http://www.aseanindia.com/wp 

content/uploads/2013/51/ROK_short_brief_Jan_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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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came to Korean peninsula in the year 372, when the missionary 

monk Sun-do reached the capital of Koguryo.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Sosurim (371-384) Buddhism was officially recognized 

in Korea2). The Buddhism links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continued 

till the Chosun dynasty (1392-1910) came to power in Korea in late 14
th
 

century. The Chosun rulers started supporting Confucianism while less 

priority was given to Buddhism. Similar things happened in India 

during early half of 16
th
 century when Mughal rule (1526-1707) started. 

As a result, the cultural link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not be 

sustained. Noble Laureate Rabindranath Tagore wrote a poem about 

Korea s glorious past in 1929. He wrote: In the golden age of Asia, ’ “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t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of the East.”

Former President of India, Dr A P J Abdul Kalam paid a perfect 

tribute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in hi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Feb 8, 2006. He said that today, 

the world knows that lamp has been lit by knowledge, hard work and 

sweat of people of Korea3). The Korean alphabet, Hangeul, shares some 

similarities with Tamil language in India in making a combination of 

vowel and consonant to derive a letter4).

India s first Foreign Secretary, KPS Menon oversaw first general ’

elections held in South Korea in May 1948 as the Chairman of the 

9-member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Modern day 

South Korea and India share the history of colonialism and also the 

fact that they were partitioned before gaining independence. Incidentally, 

they also share their historical date of independence i.e. 15
th
 August. 

However, Korea remained in a self-imposed isolation under the Chosun 

2) Kye-hyon, Ahn. 1989.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 in Lewis R Lancaster and ‘ ’

Chai-Shin Yu. ed., 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New Cultural Patterns, California: 

Asian Humanities Press, 1.

3) Kalam, APJ. 2006. Presidential Address, URL: http://www.mea.gov.in/images/pdf/main_2006.pdf.

4) Kannan, Narayanan. 2008. Indians in Korea, in Kesavapany et. al. ed., ‘ ’ Rising India and 

Indian Communities in East Asia, Singapore: ISEAS Publishing,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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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s and its rule by Japan in early 20
th
 century kept both the states 

apart. Meaningful contact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started during 

the Korean War (1950-53)5). A resolution sponsored by India during the 

Korean War was accepted by both the warring sides declaring ceasefire 

on July 27, 1953. Both India and Korea remained estranged during the 

Cold War as they held deep ideological suspicion of the other and relied 

on USA (South Korea) and Soviet Union (India) respectively, against 

the perceived Chinese threat. Consular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were established in 1962. India was ignored by South Korea 

when it sought to organize the Asia Pacific Council in 1966 as a regional 

political grouping of non-communist states aiming to contain China. 

However, major strategic alignments in Asia in 1970s left South Korea 

alienated. There was rapprochement between US-China and Japan-China, 

apart from ongoing proximity between India and Soviet Union. South 

Korea tried to expand relations with India and Soviet Union. Relations 

with India were upgraded to Ambassador level in 1973 but its relations 

with India failed to develop much6).

. Post-Cold War RelationsⅢ

Transformative changes took place at international level as the Cold 

War ended in 1991. Incidentally, early 1990s also saw far reaching 

changes in South Korea and India which compelled them to redefine their 

foreign policy alignments. The June Democracy Movement (June 10 to 

June 29, 1987) against President Chun Doo-hwan led to country-wide 

5) Jaishankar, Dhruva. India and South Korea: The Promise of Partnership , May 2012, ‘ ’

Korea Economic Institute Report

http://www.keia.org/publication/india-south-korea-promise-partnership.

6) Brewster, David. 2010. India s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 Useful Friend‘ ’  

in East Asia , ’ Asian Survey Vol 5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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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in South Korea culminating in establishment of the Sixth 

Republic (current republic of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ndia 

gave up its protectionist policies and opened up its economy to 

globalization. India also announced its Look East Policy to strengthen “ ”

its economic and strategic links with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s democratic transition coincided with India s economic and ’ ’

foreign policy realignments which paved the way for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st-Cold War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thereafter gained momentum. 

. Economic RelationsⅣ

The trad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can be traced 

back to 1967,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Embassy website in India. 

However, economic relations could not progress due to Cold War politics. 

As mentioned earlier, India s perceived closeness to Soviet Union and ’

its closed economic model of development were in contradiction to South“ ”  

Korea s close relations with USA and its market-oriented development ’

model. Hence, the total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a paltry US$718 million in 1990. However, things changed rapidly with 

opening up of the Indian economy and initiation of Look East Policy“ ”

in 1991. By this time, Korea had emerged as an industrial powerhouse 

and was looking beyond its traditional economic partners7). It was in 

this background that both countries realised the need to deepen their 

mutual relationship.P V Narsimha Rao, the then Prime Minister of India 

on his historic visit to South Korea in 1993 invited Korean investors to 

India. Korean companies responded to Indian Prime Minister s invitation’  

and did a remarkable job during India s economic transition. They ’

7) Lee, Joon-gyu. 2013. India 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Institute of Peace and ‘ – ’

Conflict Studies Special Repo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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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d the fundamentals of Indian economy at a time when not many 

were expressing confidence about it8). They grabbed the first mover 

advantage in newly opened Indian economy which witnessed Samsung, 

LG and Hyundai grab the opportunity and become household names in 

India.

The 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Protection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6. The economic relations have 

been on an upward trajectory since then and there are roughly 450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India today. Hyundai Motor India is the 

second largest carmaker in India and it aims to overtake Maruti Suzuki 

in the compact car market by the end of this decade9). LG electronics is 

South Korean consumer durables giant with a market share of around 

30 percent in India.10) Another electronic major from South Korea, 

Samsung has recently overtaken Nokia to be largest seller of mobile 

phones in India. Its smart phones are very popular in India. As per the 

Brand Trust Report 2014, Samsung has emerged as the most trusted 

brand in India. Hyundai ROTEM contributed in construction of Delhi 

Metro, one of the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Indian capital.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India is modification of the Japanese flying geese model and its “ ”

application in India. This allows them to integrate Indian 

manufacturing in their operations in markets outside India.11) Indian 

companies have also invested in South Korea. Tata Motors had acquired 

Daewoo in 2004 and Mahindra and Mahindra acquired Ssang Yong 

Motors, fourth largest automobile maker in Korea in 2010. South 

Korean Steel maker, POSCO, will be investing US$ 12.6 billion in India 

 8) Panda, Rajaram. 2012. India and South Korea Relations: Past and Future Trends , ‘ ’

Portugues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66.

 9) Thakkar, Ketan. Hyundai Aims to Overtake Maruti ,‘ ’  Economic Times, August 7, 2013.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3-08-07/news/41167957_1_market

-share-hyundai-motor-india-car-segment.

10) LG Eyes Bigger Market Share ,‘ ’  The Telegraph, March 4, 2014. 

http://www.telegraphindia.com/1140304/jsp/business/story_18042567.jsp#.Uyp9W6iSyE4

11) Panda.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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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uild a steel plant in Odisha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2 million tons. This is the single largest foreign investment by any 

country in India. The environmental approval took eight years to come 

through for POSCO which shows difficulties in Indian market for 

outside investors. Despite these problems, POSCO demonstrated 

extreme resilience.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volume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since 2006.

Amount in million US$

Year Total trade Growth % Indian exports to ROK Growth % ROK Export to India Growth%

2007 11,224 22.35% 4,624 27.03% 6,600 19.3%

2008 15,558 39.00% 6,581 42.32% 8,977 36%

2009 12,155 -21.88% 4,142 -37.06% 8,013 -10.7%

2010 17,109 40.76% 5,674 36.98% 11,435 42.7%

2011 20,548 20.10% 7,894 39% 12,654 10.7%

2012 18,843 -8.30% 6,921 -12.3% 11,922 -5.8%

2013 17,568 -0.07% 6,183 -10.7 11,385 -4.5%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ited by Indian Embassy in 

Korea s website.’

Automobile parts, telecom equipment, petroleum refined products, 

base lubricating oils, nuclear reactors, mechanical appliances and 

electrical machinery are the items exported by South Korea to India. 

India, on the other hand, exports mineral fuels/oil distillates, cereals, 

iron and steel to Korea. India and South Korea had agreed to increase 

their trade volume to US$ 40 billion by 2015 but the target is unlikely 

to be met this year. The major achievement in economic relations has 

been operationalisation of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in 2010. It is Korea s first free trade agreement with a BRICS ’

member. Under this agreement, both the countries have agreed to lower 

or eliminate import tariffs on certain goods over the next 8 years. I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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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help them in expanding their investment opportunities in services 

sector. It will increase job opportunities for computer specialists, 

engineers, managing consultants and assistant English teachers. India 

has allowed 10 South Korean banks to open branches in India. Korean 

FDI to India, up to December, 2013 stood at US$ 3.25 billion but it will 

go up after the environmental clearance to POSCO has been given. 

Negotiations are on for signing of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has offices in 

Delhi, Mumbai, Chennai and Bangalore whil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has an office in Delhi for assisting Korean businessmen 

investing in India. Indian Chamber of Commerce was established in 

2010 in Korea to help Korean investors interested in India. The 

bargaining power of Indian state governments has increased in the 

post-1991 era and they are directly inviting foreign investors to invest 

in their states12). South Korea has substantial investments in northern 

Indian state of Haryana.

Despite the recent rise in trade volume, there is much scope for 

further improve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available on website of 

Indian Embassy in Korea, India s share in Korea s global trade was 0.83 ’ ’

in 2002 which rose to1.63 in 2013. There is considerable scope to 

increase it. In 2013, India was Korea s 18’ th
 biggest source of imports 

while India was its 9
th
 biggest export market. Korea s restrictive policy ’

for agricultural imports such as fruits and vegetables is a barrier being 

faced by India. India needs to diversify its exports which are dominated 

by petrochemicals. There is tremendous scope for Korea to invest in 

Indian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its 12
th
 five-year plan (2012-2017), 

India needs to spend US$ 1 trillion on its infrastructure projects. At the 

moment, Korean investments ar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sector, 

wholesale and retail trade,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In an 

12) Hooda invites Korean firms to invest in Haryana,‘ ’ Times of India, July 19, 2012.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gurgaon/Bhupinder-Singh-Hooda-invites-Korea

n-firms-to-invest-in-Haryana/articleshow/15038276.cms?referra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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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to DNA newspaper published on December 24, 2013, Seok-Gu 

Jang, the consul general at the Consulate General of South Korea in 

Mumbai said that many Korean companies which had invested in China 

want to relocate themselves as labor has become expensive there. They 

plan to make competitive products as labor is cheaper in India and 

many of them have already been doing market surveys in India. This 

shows that India will continue to b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the 

Korean companies in future as well. India has the potential to be regional 

hub for Korea to do business in South Asia and Middle East13). Huge Indian 

market offers vast opportunities to export-driven and capital-technology 

intensive Korean economy. India s core competencies include IT and ’

software, agriculture, industry, space, pharmaceuticals and services. 

This model of economic complementarity has been beneficial for both 

the countries and will increase mutual benefits in future.

Seamaul movement that originated in South Korea in 1970s is a good 

example for India in its efforts for rura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India, where around 70 percent population resides in rural areas faces 

an uphill task to provide them with better standards of living. Various 

estimates peg poverty between 30 to 40 percent in India. Seamaul 

movement was a participative approach to eliminate poverty from rural 

areas in South Korea. It was very successful movement as the per capita 

income which stood at US$ 100 in 1968 shot to nearly US$ 1000 by 1977. 

A2008 survey by a South Korean newspaper revealed that nearly 40 

percent Koreans believed the Seamaul move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event in the last 60 years. Seoul Olympics of 1988 was at second 

position with 30 per cent answering for it14).

13) Parthasarathi, Nagesh. India Regional Hub for Korean Firms,‘ ’ Korea Times, January 24, 

2008.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8/198_17866.html.

14) Verma, Shrey. Restructering NREGA will transform India s rural landscape,‘ ’ ’ Niti Central, 
January 20, 2014. http://www.niticentral.com/2014/01/20/restructuring-nrega-will

- transform-indias-rural-landscape-1813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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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RelationsⅤ

Strateg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started a decade 

ago. In East Asia, India s bilateral relations with South Korea, Japan, ’

and Taiwan are influenced by the common factor of having China as a 

neighbour. India s growing strategic links with South Korea were evident ’

in the Agreement on Long Term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

Prosperity signed during former Korean President Roh s visit to India ” ’

in 200415). Next year, the two countrie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for cooperation in defence industry and logistics. 

Another MoU in 2006 facilitated cooperation between Coast Guards of 

the two countries and joint exercises in July the same year. Since 2006, 

the Coast Guards of both the countries are focusing on maritime 

cooperation that includes preventing piracy, armed robbery, trafficking 

in arms, smuggling, illegal migration at sea and combating marine 

pollution. South Korea was granted the status of an observer in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in 2006. The year 

2007 marked the first ever visit of a South Korean Defence Minister to 

India and he held a dialogue with his Indian counterpart. The former 

Indian Defence Minister A K Antony made a reciprocal visit in 2010.The 

high watermark of the security relations also came in 2010, when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Indian PM Manmohan Singh 

upgraded the mutual relations and signed a strategic partnership . The “ ”

strategic partnership was a result of convergence between India s ’

revitalized Look East Policy and New Asia Initiative launched by ‘ ’ ‘ ’

Korean President Lee. This initiative was launched in 2008 aiming to 

expand South Korea s role as an emerging middle power (’ junggyun-guk) 

by assuming a pivotal role i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sian 

15) Batabyal, Anindya. Looking East: South-East Asia and ASEAN, in David Scott ed., ‘ ’

Handbook of India s International Relations’ , London: Routledge,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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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in international fora16). Further, President Lee was Chief 

Guest at the 61
st
 celebration of India s Republic Day which marked the ’

growing close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oint statement 

issued after the partnership said considering that the ROK-India “

partnership is a factor for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s well a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leaders decided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 

to a Strategic Partnership . Both countries also agreed to strengthen ”

dialogue and exchanges in the area of defense through regular high-level 

military exchanges. They also agre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joint venture cooperation in research &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military equipment including through transfer of technology and 

co-production. Viewing India s aim of modernizing its Armed Forces, ’

Korean technology would be necessary for developing state of the art 

weaponry. Further need was expressed fo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the navies and coast guards in areas pertaining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Both countries gave adequate 

importance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dedicated fund of US$10 

million (with a contribution of US$5 million by each side) to promote 

joint research was created17). This also led to India posting its permanent 

Defence Attache in Seoul in 2010, a charge that was earlier handled by 

Indian Defence Attache stationed in Tokyo.

During the visit of our President, Pratibha Patil to South Korea in 

2011, India and South Korea signed peaceful nuclear energy ‘

cooperation agreement . This permitted Korean companies to enter ’

Indian market, build nuclear power stations and supply nuclear 

reactors to India. Korean companies possess technical know-how to 

build earthquake resistant plants at cheaper price which can help India 

in its quest to increase its energy production through nuclear power. 

16) Lee, Sook-Jong.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 2012, ‘ ’

EAI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5.

17) Korea, India to Upgrade Strategic Partnership ,‘ ’  Korea Times, January 25, 2010. 

http://www.koreatimes.co.kr/www/news/issues/2014/02/211_59652.html.



262  STRATEGY 21, 통권 호39 년 (Spring 2016 Vol. 19, No. 1)

South Korea has developed a world-class civil nuclear power plant which 

contributes up to 40 per 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of the country, the 

safety standards of which has the IAEA stamp of approval18). South Korea 

can also help India in developing its renewable energy potential as it 

has cutting edge technology in wind power turbine and solar cells. The 

Indian PM visited South Korea in 2012 and this was followed by visit of 

Shivshankar Menon, India s National Security Adviser (NSA) to Seoul in ’

June-July 2013. Military to military contacts have been stepped up as 

well. India s former Chief of Air Staff, Air Chief Marshal NAK Browne ’

visited Korea in July 2013. This visit was complimented by the visit of 

General Sung II Hwan, South Korean Air Force Chief of Staff, to India 

in November 2013. There has been increase in exchange of military 

officers for various courses and study tours. Students from the National 

Defence College (NDC) and the Army War College (AWC) of India visited 

Korea in October 2013. Prior to it, the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elegation visited India in September 2013. Indian defence 

companies held Aerospace and Defence Exhibition (ADEX-2013) in Seoul“ ”  

to showcase their indigenously manufactured weapons. This underlines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to India and marks it as one of the 

central pillars of its Look East Policy . Further the Korean President “ ”

Park Geun-hye visited India in January this year. The two countries 

signed an agreement on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further deepening their defence relations. They also agreed to launch a 

Cyber Affairs Dialogue . Further National security organisations of the ‘ ’

two countries will further enhance their cooperation. It is of interest to 

note that Samsung Techwin s 155 mm Self Propelled Gun is undergoing ’

evaluation trials in India for induction in the Indian Artillery.

Indigenization forms an important aspect of our Defence Procurement 

Policy. Our Indian Navy has a requirement of about 160 ships. Our 

shipyards need technological knowhow which South Korea can provide 

18) Kim, Jinwoog. 2011. On India-South Korea Relations ,‘ ’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Special Report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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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s the world s second largest ship builder. With Korean assistance ’

all types of war ships can be built by India indigenously. Currently, 

India has signed a deal with South Korea to buy eight minesweepers in 

its Navy fleet. Further Korea is looking for international partners for 

its space program and Indian cost-effective expertise should be an 

attractive proposition. 

The current geo political environment needs India and South Korea 

to cooperate strategically. According to Sukjoon Yoon, South Korea, a 

genuine middle-power can exert only limited and selective influence upon 

the great powers. However, by networking with other middle powers 

such as India, the impact of South Korea would be enhanced 

exponentially19). He further adds that regional rivalry between USA-China 

and China-Japan has diplomatically marginalized other states impacting 

their ability to build partnerships based on trust and limiting the scope 

to build strategic partnerships. China is a neighbor to both the countries 

and this brings about similarities in their approach to China. China s ’

assertive behavior in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is a cause of concern for Korea. Declaration of new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 by China in November last year is a big 

concern for Korea, as it overlaps with 3,000 square km of Korea s ’

ADIZ. South Korea s concerns over maritime boundary dispute with ’

China find a parallel in India as it it shares more than 4,000 km of 

unresolved border with China. Further, both the countries have estranged 

relations with their nuclear-neighbours who are assisted by China. 

Though both India and South Korea have issues with China, yet they 

have prioritized cooperation over confrontation in their policies with ‘ ’ ‘ ’

China. The overall nature of their strategic relations is based on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maintaining stable balance of 

power and working for open and inclusive security architecture. This 

also explai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India and 

19) Yoon, Sukjoon Yoon. South Korea s middle power strategy,‘ ’ ’ Bangkok Post, January 30, 2014.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92221/south-korea-middle-power-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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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ia is an emerging power and it has a legacy of promoting 

democracy and peace in the world. India is a partner with South Korea 

in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 India and South Korea “ ”

remain committed to open and inclusive security architecture in South 

East Asia and can further increase their cooperation. Along with Japan, 

the two countries have already instituted a trilateral dialogue. There 

is need to take the mutually generated bonhomi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howcase better understanding of global 

issues. The two countries can also cooperate in regions like Central Asia. 

India has historical relations with the region and along with South 

Korean technology; both can better access this energy-rich region.

. Educational and Cultural RelationsⅥ

The educational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are gradually 

expanding. One Indian professor is stationed in Seoul to teach Hindi in 

Hankuk University on deputation through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One professor from Korea is stationed at Jawaharlal Nehru 

University (JNU) in New Delhi to teach Korean languag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gives a chance to Indian scholars 

from various science fields to visit Korea20). JNU has Centre of Korean 

Studies in its School of Languages which offers bachelors, masters 

program and it has started offering M Phil/PhD programs in Korean 

since 2013.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JNU offers some courses 

on Korean foreign policy at maters level. Its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offers M Phil/PhD programs on Korea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lhi University has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where Korean language is taught along with M Phil/PhD on Korean 

20) Kannan, Narayana.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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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Madras University 

has also opened a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encouraged by the 

sizeable presence of Koreans including Hyundai Motors in Chennai. Indian 

studies department is there in Hankuk and Pusan University. Korean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s signed MoUs with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Indian School of Business, Hyderabad. Governments on both sides have 

scholarships for students to study in India and Korea.

An Indian Cultural Centre (ICC)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2011. A Festival of India in Korea was held from June 2011 to March 

2012. In December 2012, Korean cultural centre was opened in New 

Delhi. Korean wave or Hallyu is spreading in North-East Indian states. 

Korean channels like Arirang and KBS are aired by cable operators. 

South Korea s famous pop star, Psy s recent hit Gangnam Style was a ’ ’ “ ”

huge hit in India with kids copying the dancing style. The first 

Korea-India music festival and cultural event was held in Nagaland in 

2008. It saw a huge turnout with people queuing up to meet popular. 

Korean artists like Ilac and VJ Isak21). Even Indian films are getting 

popular in South Korea. Films like Three Idiots , Black and My Name ‘ ’ ‘ ’ ‘

is Khan were loved by Koreans’ 22). Indian film star Shah Rukh Khan 

has been appointed goodwill ambassador for South Korea last year. A 

sapling of the sacred Bodhi tree from Bodh Gaya has been handed over 

to South Korea by India recently. India is getting popular among Korean 

tourists. Around 1, 00, 000 Koreans visited India in 2012. This is a big 

number considering that around 4,000 Koreans visited India in 199123). 

21) Chitransh, Anugya. Korean wave takes Indian kids in its sway,‘ ’ Times of India, June 3, 

2012.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Korean-Wave-takes-Indian-kids-in-its 

sway/articleshow/13753051.cms.

22) Ghosh, Avijit. South Korea loves Bollywood dramas but wants fewer songs,‘ ’ Times of 

India, December 3, 2012.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world/rest-of-world/South

-Korea-loves-Bollywood-dramas-but-wants-fewer-songs/articleshow/17461275.cms.

23) Indian Tourism Statistics. 2012. http://tourism.gov.in/TourismDivision/AboutDivision.

aspx?Name=Market%20Research%20and%20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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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BBC World Service Poll 2011, 66 percent of South Koreans 

held positive views about India and was the most favorable country to 

India in the poll. In 2010, 56 percent Koreans gave their thumbs up to 

India24). 

. ConclusionⅦ

The future of South Korea-India relations looks bright.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likely to scale new heights in 

years to come. India offers good opportunity to Koreans for trade and 

investment. South Korea is associated with hard work and technology 

in India and it will continue to inspire Indians in their efforts to 

transform their country from traditional to modern society. Both 

countries share the values of democracy, market driven economy and 

multi-polar Asia. For Korea, relations with India are a tool to balance 

US, China and Japan. For India, Korea is an important pillar of its Act “

East Policy and helps India gaining influence in South-East Asia. ”

Further Korea can provide India with technology needed for 

modernizing its Armed Forces. Both countries are eager to play larger 

role in Asia and changing dynamics of Asian security has brought both 

of them together. Leaders of both countries are likely to intensify the 

strategic partnership for providing strategic balance in Asia. During 

PM Modi s recent visit to Korea in May 2015, both countries elevated ’

their relations to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 India has infused much ‘ ’

needed vigor and energy in its Look East Policy and renamed it Act ‘ ’ ‘

East Policy . South Korea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for the ’

success of this policy.

24) BBC World Service Poll. 2011. http://worldpublicopinion.org/pipa/articles/views_on_

countriesregions_bt/680.php?lb=brglm&pnt=680&nid=&id=#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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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인도 간 계 경제   력  측면에서의 평가- : 

라지 쿠마르 샤마*25)

한국과 인도 간 관계 이후 한국 인도 관계 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 - ) , 

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 . “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Look East Policy) (Middle-power diplomacy)” “ ”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 히 발전되고 있다 즉 .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 ,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 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middle power) 

다 이를 위해 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년 월 박근. 2004 2015 1

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 ,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 

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 , 

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 

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DR operation) (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이다operation) .

키워드 인도 한국 중견국 동방정책 중견국 외교 해양협력 : , , , , , 

논 수 년 월 논 심사: 2016 3 1 ㅣ 년 월 게재: 2016 4 26 ㅣ 년 월 : 2016 4 29

인도 선임연구원* U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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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법 및 원고 집필요령Strategy 21  

Ⅰ. 기고 방법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1. 

어야 하며 순수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 , 

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2. ,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 

원고료를 지급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있다3. .

4. 논문 기고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kims@kims.or.kr)

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 문 자 내외 및 핵심어 개 를 포, ( )(400 ) (3 5 )～

함시킨다.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5. , ( , , , 

락전화번호 주소 를 명기한다, e-mail ) .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6. , 

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7. , 

하지 않는다. 

Ⅱ.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 , A4 

용지 매 이내로 한다 분량 계산은 글 의 문서정보 문서통계를 기20 . < > -

준으로 한다.



 269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 

가 인용  .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행 이상일 때는 본문      1) . , 3“ ”

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포인트 작게 한, 1

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2) 

그 인용원 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引用源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      3) 

원 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 .引用源

나 각주 작성요령  . 

저서 예      1) ( )

가 이서항 국제해양법과 정치 서울 오름         ) , ( : , 2001), p.302.  

나         ) Partha Bose, Alexander the Great s Art of Strategy’  (New 

York Gotham Books, 2003), p.98.：

논문      2) 

가 남궁 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 국제         ) , ,“ ” 

정치논총 제 집 제 호43 4 (2003), pp.7-30. 

나         ) Joseph S.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21.

편저서      3)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 편 마르크시즘          ) , , , 100“ ”  

년 서울 문학과 지성사( : , 1984), p.120.  

나         ) Susan Strange,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 ”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277. 

      

번역서      4) 

죤 베이리스 저 박창희 옮김 현대전략론 서울         (John Baylis) , (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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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5) 

         홍길동 조선시대 병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4),   

pp.25-2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6)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         , ,“ ”  

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 회 국: , 3 

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71.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7) 

가 황병무          ) (2001), p.300.

나          ) Bose(2003), p.90.

다 남궁 곤          ) (2003), pp.25-28.

라          ) Nye(1999), p.27. 

인터넷 자료      8)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 http:// “ ” 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 2005. 5. 4).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9)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일보         , 00 (2003. 4. 19).“ ”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      1) 

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 

지 않는다.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      2) , , 

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 , , ) , 

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      3) . 

의 쪽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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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1 Submission Guideline and Style

Ⅰ. Basic Requirements 

    Submitted manuscripts must be unpublished and original works. 

In principle, Strategy 21 does not reproduce previously published 

article. 

Ⅱ. Format

    The length of the MS-word text including footnotes normally 

should not exceed 7,000 words. Authors are requested to enclose a 

6-10 line biography and a 15-20 line abstract. Footnotes must 

closely follow the Strategy 21 format as outlined below. Article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must be submitted before the (relevant) 

submission deadlines and sent to the editor at kims@kims.or.kr.

Ⅲ. Honorarium 

    Honorarium will be remitted to one representative author of an 

article. 

Footnotes Format

The authors are requested to follow the footnotes and other editorial 

format of the KIMS.

1) Books

   Partha Bose, Alexander the Great s Art of Strategy’  (New York: 

Gotham Books, 2003), p.98.

2) Journal Articles

   Joseph S.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 Foreign Affairs, 

Vol. 8, No. 4 (Winter 1999), p.21.

3) Magazine or Newspaper articles 

   Oona A. Hathaway, Why Do Countries Commit to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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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ie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August 2007, 

p.588.

   Lucy Hornby, China Moves Further into Africa,“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9, 2012, p. A9.

4) Use of ibid. and op.cit. 

   Ibid. can be used only when indicating the source immediately 

before the concerned footnote. 

   Op.cit. is not used. To indicate sources already mentioned, use 

an abbreviated form: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

pp.45-55.  

5) Internet

   Example: available at http://www.dic.mil/jcs/core/nms.html (accessed 

on December 1,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