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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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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준 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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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13년 일본정부는 이례적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3대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画大綱)｣,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新中期防衛力整備計畫)｣을 동시에 채택하였다.1) 특히 1957년에 책정

된 ｢국방의 기본방침｣을 반세기만에 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2010년에 개정한 ｢방위대강｣을 불과 3년 만에 다시 개정하였

다. 또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대강의 개정에 맞추어 2010년 이후 3년 

만에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과 방위예산을 책정하였다. 이와 같

이 일본이 자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을 규정하는 3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전례 

없이 동시에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역안보 정세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하려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행보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인식과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

강과 해양진출, 그리고 도서 영유권 및 해양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자

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尖

角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

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해당 해역에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신형 

전력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능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역시 중대한 위협으

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전략의 구상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을 

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

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

로를 방어할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집단적 

1)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일본의 외교ㆍ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을 포괄적

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일본의 각종 국방ㆍ군사전략 및 정책의 기본지침이 되는 최상위 문서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운용목표 및 전력증강 방

향을 제시한 문서로, 1976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총 3회(1995년, 2004년, 2010년)에 걸쳐 개정

되었다.｢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대강에서 제시된 방위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 자

위대의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과 소요 예산을 5개년 범위로 제시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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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행사를 통해 자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

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

국 영토의 방위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요

건을 갖추면 어디서든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2) 또한 일본은 집단적 자

위권의 행사를 토대로 미국과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공동방위를 명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의

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20여 년 만인 

2015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에 제한을 없앴

다.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자위대는 지리적ㆍ공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미

군과 공동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3)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향후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

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탕으

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맞물려 외부에 대한 힘의 

투사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

질서 및 우리 해양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보전략

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과 이에 따른 해상자위대의 전력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해양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와 연계하여 냉전기 및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 과정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냉전기 소련의 위협과 미일동

2)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편, “일본 집단자위권 : 해외 무력행사 가능,” 국제문제 제542호(2015년 10

월), pp.8-9.

3) 日本防衛省, “新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2015年4月27日)”

http://www.mod.go.jp/j/pu blication/kohoshiryo/pamphlet/pdf/shishin.pdf

4) 송영선,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 추세와 전망,”이홍표 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이춘근, “일본 해군력 발전의 역사적 궤적,” 이홍균 편, 

日本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배정호, 일본의 국

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출판, 2006년) ; 이홍표, “21세기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 추세와 전망,” STRATEGY 21 Vol.21, No.1(2008 Summer) ; 김태준,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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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틀 안에서 형성된 일본의 해양전략 기조와 이에 따른 해군력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탈냉전기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 변

화와 해군력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 

이후에, 최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동향을 분

석한 후속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일본 해군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 동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

고 있을 뿐이며, 새로운 해양전략과 연계하여 해상자위대 전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 또는 발전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분석범위를 달리하여, 최근 2010년대에 들

어 일본 정부가 표명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전략의 변

화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전력 발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2장에서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형성 및 변화되어 온 일본 해양전략의 기조와 해군

력 증강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최근 지역안보환경 변화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해양전략의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

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향이 우리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할 것이다.

Ⅱ.�일본의�해양전략�기조와�해군력�증강�개관

1.�냉전기�해양전략과�기반적�방위력의�구축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육ㆍ해군을 

해체하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였다. 하지만 미소 간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미

력분석,” STRATEGY 21 Vol.4, No.1(2001 Summer) ; 한준희ㆍ이정근, “일본의 방위정책 및 

해상자위대 전력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64호(2014년 12월)

5) 박남태, “일본의 해양전략-제국해군에서 해상자위대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

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 김기주,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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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승인하에 1954년에 육ㆍ해ㆍ공 자위대를 창설하고 재무장의 길로 들어서

게 되었다. 1957년에는 ｢국방의 기본방침｣을 채택하여 미ㆍ일 안보체제를 일

본 방위의 근간으로 규정하고, 자위(自衛)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력을 점진

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을 방위정책의 기조로 하였다.6) 

이를 위해 일본은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총 4차에 걸쳐 해상방위력의 구

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1958~1960년)｣을 통해 미국으

로부터 공여 및 대여의 형태로 호위함 및 잠수함 등 함정 33척과 대잠초계기 

P2V-7 4기 등을 확보하였다. ｢제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년)｣에서는 

국지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구축을 목표로 하여 헬기탑

재 호위함(DDH) 등 총 30척의 호위함과 60여 기의 항공기를 증강하였다. 이

어서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년)｣에서는 주변해역 방어능력의 강

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호위함 13척, 잠수함 4척 등 함정 45척과 항공기 

120여 기의 증강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년)｣
에서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닉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시아 배치

전력의 감축 등으로 인해 해상전력의 증강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해

상교통로 방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잠전 능력이 강화된 호위함 등 함정 

37척과 항공기 110여 기의 증강이 이루어졌다.7) 

일본은 총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의 추진을 통해 기본적인 해상방

위력을 구축한 이후, 1976년에 ｢방위계획대강(大綱)｣을 발표하여 이후의 방위력 

건설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독립국가로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의 구축을 표명하였다.8) 또한 자위대의 역할은 자국 방위에 

국한하여 소규모의 제한적인 침략에 대해서만 방위하며, 대규모의 침략에 대

6) 日本防衛省, “国防の基本方針(昭和32年5月20日),” http://www.mod.go.jp/j/public ation/wp/wp

2013/pc/2013/html/ns006000.htmlf(검색일:2016년 7월 21일)

7) 朝雲新聞社 編,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20年版)(東京:朝雲新聞社、2008年), pp.74-79. ; 真田尚剛, 

“新防衛力整備計画の再考ー策定過程における防衛力整備の方向性を中心に,” 国際安全保障第42券　
第1号(2014年 6月), pp.84-86.

8) ｢기반적 방위력｣은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한 국가방위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갖추고, 평시에 충분한 

경계태세를 확립하여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에 대해서 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정세의 변

화에 따라 새로운 방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력을 의미한다. 1976년에 발표

된 방위계획대강에 의하면, 일본의 전략적 목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침략을 사전에 방지하

는 것이었다. 비록 미일안보체제가 일본 방위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자체 방

위력으로 본토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방위력의 건설을 기본 목표로 정하였다. 栗田昌

之, 基盤的防衛力構想の策定とその意義 : 1970年代の防衛行政における政策と戦略, 法政大学公共政

策研究科論文(2016年),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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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자위대는 후방지원을 하는 역할분담체제

를 정립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정책의 기조 아래, 당시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

상자위대가 동맹국인 미 해군과 연합하여 동아시아 해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일본 주변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

로부터의 침략을 차단 및 억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구소련의 대외팽창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근거한 전략적 역할로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및 ｢3해협 봉쇄｣를 표명하였다. 1981년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 정권은 극동에서 

소련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일본에 요구하게 되며, 이

러한 미국의 대일 방위요청 구상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및 3해협 봉쇄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3년 1월 미국을 방문한 나

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는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로서, 소

련의 백파이어 폭격기의 침입을 상시 경계ㆍ감시 및 대응하기 위해 일본열도

를 불침항모화(不沈航母化)하고, 일본열도의 3대 해협(소야(宗谷), 쓰가루(津

軽), 쓰시마(対馬)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여 소련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및 수

상함의 활동을 저지하며, 도쿄와 괌, 오사카와 대만해협을 잇는 1,000해리 해

상교통로의 방위를 명백히 하였다.9)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의 골자는 일본열도 주변의 해상교통로를 일본

이 자력으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초

과하는 경우,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특히, 유사시 위협의 

원천인 극동 소련군의 해ㆍ공군기지를 미 해군이 공격하고, 해상자위대는 미 

항모전단을 호위 및 지원하며, 동시에 소련 해군의 3해협 통과를 저지 및 봉쇄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대잠전 능력 

강화와 해상 방공체제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1980년대 중반부터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10) 

먼저 일본은 ｢중기업무견적(1983~1987년)｣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유도탄 

호위함 3척, 잠수함 6척 등 함정 50여 척과 대잠초계기(P-3C) 50여 기 등 항

공기 150여 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잠헬기 3기를 탑재할 수 

 9) Euan Graham,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New York: ROUTLEDGE, 2006), 

pp.143-147.

10) 배정호, “일본의 안보전략과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년), pp.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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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라네급 DDH를 4척 건조하고 대잠헬기를 대량 확보함으로써, 호위대

군(護衛隊群)의 8함 8기 체제(이른바, 8ㆍ8함대)를 완성하였다.11) 또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1986~1990년)｣을 통하여 대잠전 능력 및 해상방공능력의 강

화를 위해 5년간 호위함 9척, 잠수함 5척, P-3C 46기, 대잠헬기 65기를 확충

하는 등 해상자위대 전력의 질적ㆍ양적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P-3C 100기 체제를 완성하여 대잠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해상방공능력

의 구축을 위해 이지스 호위함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해

상교통로 방위에 있어서,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할 수 없는 해상자위대가 원해

에서 함대나 선단을 대공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당시 큰 문제

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일본 본토에서 1,000해리까지 떨어진 원거리 해역에는 

항공자위대 전력이 대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000해리에 달하는 원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함정

을 대공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이지스 호위함의 도입을 추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곤고급 이지스함 4척을 확보하여 미

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으며, 또한 모든 호위

함에 함대공유도탄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탑재하여 자함(自艦) 방공능

력을 강화하였다.12)

　2.�탈냉전기�해양전략의�변화와�해군력�증강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환경 및 일본을 둘러싼 지역안보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 및 전략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결

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0년 걸프전의 발발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연합국으로부터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구받았으나, 해외파병을 금지한 

11) 8함 8기 체제(8ㆍ8함대)는 대잠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개 호위대군을 8척의 호위함과 8기의 

대잠헬기로 구성한 것을 지칭한다. 즉 1개 호위대군을 대잠헬기 3기를 탑재하는 헬기호위함

(DDH) 1척, 유도탄호위함(DDG) 2척, 대잠헬기 1기를 탑재하는 호위함(DD) 5척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호위대군의 8함 8기 체제는 20세기 초 구 일본 해군이 신형 전함 8척과 순양함 8척으

로 구성된 주력 함대를 확보하려고 한 당대의 8ㆍ8함대 건설 계획에 견주어져 8ㆍ8함대로 불려지

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8함 8기로 구성된 호위대군을 총 4개 보유하고 있다. 류재학ㆍ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키워드로 이해하는 세계 최정상 해군력, 해상자

위대의 실체(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년), pp.170-175.

12) Euan Graham(2006), pp.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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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전하지 못하고, 130억불에 달하는 금액만을 연합국 

측의 전쟁비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제사회의 호의적인 평가와

는 달리, 일본은 안보무임승차(free-ride) 및 수표외교의(check diplomacy) 

당사국으로 지칭되어 큰 비난과 혹평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국의 경제력과 

이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13) 

1995년, 일본은 1976년 이후 19년 만에 ｢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
을 발표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과 일본 주변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략 구상을 바탕으로 일본은 1996년 클린턴

(Clinton) 대통령과 하시모토(橋本) 수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ㆍ일 안

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고 미ㆍ일의 군사

적 협력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였다.14) 또

한 이를 위해 1997년에는 일본 자체 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미ㆍ일 방위협

력지침(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을 주변지역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지역 사태를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

격에 따라 판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미ㆍ일 양국이 기존의 소련의 위협

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의 위협, 한반도 및 대만에서의 사태 발생 시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아태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미일 연합작전의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주변사태

법｣, ｢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임무를 다양화하고 활동범

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15) 

일본은 이러한 탈냉전기 방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주로 해상자위대의 기

능과 능력을 강화하였다. 해상방위의 초점을 종전의 소련에 대한 경계ㆍ감시 

및 봉쇄에서 아시아ㆍ태평양 해역에서의 안전 확보로 조정하면서 원해작전 능

력 및 대규모 해상수송 능력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곤고급 이

13) 五百旗頭真　編, 戦後日本外交史(東京: 有斐閣アルマ, 1999年), pp.228-230.

14) 日本外務省,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ー21世紀に向けての同盟(1996年4月17日),” http://www.mofa.go.

jp/mofaj/area/usa/hosho/sengen.html(검색일:2016년 7월 12일).

15) 日本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1997年9月23日),” http://www.mofa.go.jp/mofaj/area/ 

usa/hosho/kyoryoku.html(검색일:201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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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하여 이지스 호위함 4척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원해에

서의 해상방공능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4,600톤급 호위함 7척 및 

2,900톤급 잠수함을 5척, 8,900톤급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여 작

전반경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상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16) 

　3.� 9ㆍ11�테러�이후의�변화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9ㆍ11 테러라 할 

수 있다. 9ㆍ11 테러에 의해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 전 지구적 차

원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일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9ㆍ11 테러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해외 분

쟁지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

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및 수송함으로 구성된 지원부대를 

인도양으로 파견하여 다국적군에 대한 해상급유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는 

비록 비전투적인 후방지원 임무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일

본이 대테러작전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지역 범위를 넘

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17)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일본은 안보전략을 재검토하여 2004년 12월에 

｢2005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였다.18) 이를 통해 일본은 향후의 방

위전략을 단순한 자국방어나 지역안보 개념을 넘어, 미일동맹의 기능적 범위

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응성, 기동성에 입각한 ｢다기능ㆍ탄력적 

방위력｣의 정비를 표명하였다. 즉, 기존의 억지 중심의 방위전략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기능적ㆍ탄력적인 방위력

16) 日本防衛庁, “平成8年版防衛白書ー新たな時代への対応,”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

_data/1996/index.html(검색일:2016년 7월 14일).

17) 東アジア戦略概観2002(東京: 日本防衛庁防衛研究所、2003年3月), pp.267-267.

18) 日本防衛省, “平成17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年12月10日),” http://www.mod.

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taikou.html(검색일:2016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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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었다.19)

이어서 발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감축과 함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

여하였다. ①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② 적의 특수부대 및 게릴라 요원에 

의한 공격에의 대응, ③ 일본 부속도서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 ④ 주변해역과 

영공의 경계ㆍ감시 및 무장 공작선에의 대응, ⑤ 대규모 재해ㆍ재난 대응. 그

리고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전력의 확보

를 표명하였다.20) 이를 위해 먼저, 해상자위대의 주력부대인 호위함대의 편성

과 지휘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임무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21) 또한 주요전력인 호위함대, 잠수함대 및 소해

부대 전력의 질적 증강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3,500톤급의 휴가급 호위

함(DDH) 2척 및 7,700톤급의 아타고급 이지스 호위함(DDG) 2척을 새롭게 건

조하고, 기존 곤고급 이지스함 4척의 Mk41 수직발사대를 개조하고 SM-3 

Block IA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을 부여하였다. 

또한 신형 잠수함 및 기존의 P-3C를 대체할 신형 대잠초계기 P-1의 도입을 

추진하고, 개량형 대잠헬기(SH-60K) 및 신형 소해헬기(MCH-101)를 대폭 증

강하였다.

19) “다기능”의 의미는 자위대가 일본방위, 대규모 재해 구조ㆍ구난, 미일협력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임무와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탄력적”의 의미는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및 다목적성을 가진 방위력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으로, 장비 및 인력 운용 측면

에서 효율화 및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20) 日本防衛省,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17年度~平成21年度)について(2004年12月10日),” http:// www.

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chuuki.html(검색일:2016년 7월 18일).

21) 호위함대 개편의 주요내용은 먼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각각 2개 호위대로 구성하

고, 각 호위대는 4척의 호위함으로 편성하였다. 각 호위대는 DDH 1척, DDG 1척, DD 2척으로 구

성되는 DDH 그룹의 호위대(대잠전 중시형 그룹)와, DDG 1척과 DD 3척으로 구성되는 DDG 그룹

의 호위대(함대방공 중시형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임무에 따라 효과적으로 전력운용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 호위함의 모항을 변경하지 않되, 소속 호위대만을 재편성함으로써 같

은 호위대 소속의 호위함들이 수리→교육훈련→작전임무의 운용주기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그리

고 지휘구조의 개편을 통해 호위함대사령관은 오로지 ｢Force Provider(전력 관리 책임자)｣로서 

호위함대 전력의 전투력을 유지ㆍ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유사시 호위함대 전력의 운용 및 전

투지휘는 ｢Force User(사태 대처 책임자)｣로서 자위함대사령관 또는 각 지방총감이 수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山崎眞, “海上自衛隊自衛艦隊の大改編,” 世界の艦船(東京: 2008年6月),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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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국의�해양패권�추구와�일본의�新�해양전략�구상

1.�중국의�해군력�증강�및�A2/AD와�일본의�위협인식

2000년대 들어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경제ㆍ군

사적 부상이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의 경이적

인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국가

로 불리며 21세기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

작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력 신장에 부합한 군사력의 증강을 추구하며, 특히 동아

시아에서의 지역패권 확보와 동ㆍ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제시한 해양전

략 개념에 따라 2020년까지 서태평양 진출을 위해 항모전투단 건설과 SLBM 

사거리 연장 등을 목표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22) 또한 기존

의 호위함, 구축함 등 주요 해상 전력들을 더욱 첨단화ㆍ대형화하고, 핵잠수

함, 대함탄도유도탄 및 대함순항유도탄 등 강력한 공격적 방어전력 확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권 장악을 추

구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해 미국은 이를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이 아시아ㆍ태평양 지

역에 대한 미군의 현시(presence)와 개입을 저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았

다.24) 즉,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이 미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22) 류화칭 제독은 1980년대 해군사령원으로 재직하며 중국해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전략개념을 발전

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류화칭 제독이 주창한 단계별 해양전략 발전 및 해군력 건설의 

핵심은 우선 2000년까지 일본, 필리핀, 남중국해 해역을 포함하는 제1도련 내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2020년까지 제2도련인 괌을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까지 진출하여 중국의 방어선을 구

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원해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는 오늘날 중국해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순근, 

“중국의 해양전략-대륙국가에서 해양강국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pp.135-141.

23) 위의 글, p.169. 

24)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Febr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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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시 미군의 전력 현시는 물론, 위기

시의 개입 및 전시의 전쟁수행 의도를 약화 또는 상실시켜, 미국과 직접 대규

모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중국

의 지역적 우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미군 및 미 본토로부터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중국 본토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격된 해역에서 격퇴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원해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A2/AD 전략을 수행하는 중국

에 대한 위협인식을 분명히 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25)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A2/AD 능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면서 미국은 이에 따

른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존의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

으로서 ｢공해전투(ASB : Air-Sea Battle)｣를 구상하였다.26) 공해전투는 전방 

지역으로 전개된 공군력과 해군력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쟁 발발 

초기에 적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시켜 장차 지상군의 작전 투입이 용이한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7) 이는 유사시 미국의 해ㆍ공군 통합전력을 

중국의 도련선 내로 투사하여 대함탄도미사일과 대지순항미사일 등 중국의 

A2/AD를 실행할 전력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공세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공해전투 전략의 구현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의 재배치를 추

진하고,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과 적극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8)

한편,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패권 추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경한 대외정책은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29) 일

pp.31-32. http://www.defense.gov/Portals/1/features/defenseReviews/QDR/QDR_as_of_29

JAN10 _1600.pdf(검색일:2016년 7월 17일).

2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pp.4~9.http://archive.

de 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26) 미국은 공해전투 개념의 구체적 적용 대상으로 중국만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일반적 의미의 접근

저지능력과 지역거부능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공해전투개

념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A2/AD에 대한 맞춤형 전투개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삼만,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

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90.

27)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http://defense.gov/pubs/ASB-ConceptImplementation–Summary

–May–20 13.pdf(검색일:2016년 7월 20일).

28) 임경한, “미국의 해양전략: 대서양에서 아시아ㆍ태평양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p.68.

29)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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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 영유권, 동중국해의 대륙붕 및 해양자원

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자국의 해양주권 및 이

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동ㆍ남중국해가 베이징의 호수가 

되지 않도록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대중국 해양견제를 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30) 또한 일본은 중국의 힘의 의한 현상변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아베 독

트린을 표명하기도 하였다.31)

일본은 서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권 장악을 추구하는 중국의 A2/AD 전략

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의 A2/AD 전략의 주 대상은 아

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및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 전개

하는 미 증원부대이지만, 일본 또한 미일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미

군과의 공동작전이 가능하고 주일미군 및 미 증원전력의 후방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부대 및 일본 본토의 각종 지원시설 역시 중국의 

A2/AD 전략의 목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32) 특히, 일본은 중

국이 A2/AD 전략을 실행할 군사적 수단으로 보유 또는 개발 중인 대함탄도미

사일(ASBM),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력 및 잠수함 탑재 순항미사일, 

특수부대 전력 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ASB가 중국의 A2/AD에 대항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

단이 될 것으로 보고, ASB를 완벽히 지원하는 것을 동맹국으로서의 핵심 역할

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33) 이와 같은 위협인식과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일본은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대강｣,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동시에 채

택하여 새로운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계획을 표명하며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

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30) 産経新聞 2014年 1月 14日 ;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http: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
shinzo-abe

31) 産経新聞 2014年 5月 30日.

32) 香田洋二, “日本海洋戦略の課題ー米中の安全保障政策ㆍ戦略と我が国の対応策,” 国際安全保障　第
42券 第1号(2014年 6月), pp.20-24.

33) 요지 코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동북아 해양안보,”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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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新�해양전략�구상��원거리�도서방위�및�탈환�전략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 해양전략

의 핵심은 해상교통로 방어라 할 수 있다.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1,000해리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방어한다는 기본 개념은 중국의 동ㆍ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어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34) 일본은 중국 해군이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

로를 봉쇄 또는 차단하지 못하도록 해상교통로의 방어 범위와 능력을 확대하

면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

다.35) 이는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어 전략이 1,000해리 이내의 해상교통로는 

일본이 관할하고 그 외곽은 미국이 관할하는 기존의 미일 간의 역할 분담에 변

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해상교통로 방어 범위와 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일본의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 추구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일본의 해양전략을 ｢해양우세 전략｣으로 평

가하기도 한다.36)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아시아 중시 또는 재

균형화(Rebalancing) 전략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

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표명하였다.37) 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국

방예산 삭감(Sequestration)으로 인해 재균형 전략 수행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위축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본에게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을 강

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중간의 해양패권 경쟁이 중일 간의 경쟁으로 전이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8)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과의 공유된 위협인식을 

34) 秋山昌廣, “海洋の安全保障と日本,” 2010年代の国際政治環境と日本の安全保障ーパワーシフト下に
おける日本防衛戦略研究会論文集(2013年5月), pp.12-13.

35)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2012년), 

pp.232-233.

36) 김기주(2014), pp.196-201.

37)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http://archive.defense.gov/news/ 

Defense_Strategic_Guidance.pdf(검색일:2016년 7월 22일).

38) 김진아,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과 책임전가의 문제,”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서울: 2013),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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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견제하

여 해양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해군력

의 질적 우위를 토대로 해양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한된 기간과 해

역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해양우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39) 

하지만, 일본이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 수행을 위한 해양우세 전략을 자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으로 규정하거나 표명한 적은 없다. 해양우세는 전략적 개념

이기보다는 일본이 각종 위협 및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로 하

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40)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해양견제를 위한 전략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이다.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가고시마(鹿児島) 남단에서 오키나

와(沖縄)를 지나 센카쿠 열도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해,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침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중ㆍ일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의 A2/AD 전략의 핵심전선인 제1

도련(島連)과 일치하는 일본의 남서제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중국의 

A2/AD 전략을 직접 견제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본질은 미국과의 동맹조약이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 서남방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1)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기본개념은 평소부터 계속적인 정보수집, 

경계ㆍ감시 등을 통해 도서부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 징후

를 획득한 경우에는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전력을 

기동 전개 및 집중하여 적의 침공을 저지 및 배제하는 것이며, 사전 징후를 획

득하지 못하고 도서를 점령당한 경우에는 함정ㆍ항공기를 이용한 대지(對地)사

격을 통해 적을 제압한 후, 육상자위대를 상륙시켜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

을 전개한다는 것이다.42) 특히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해서는 해상 및 공중우

세의 획득ㆍ유지, 그리고 신속하고 충분한 상륙 전력의 투사능력을 필수요건

39) 김기주(2014), pp.200-201.

40)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4), pp.180-182.

41) Bernard D. Cole 저, 이춘근 역, 격량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전략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4), p.96.

42)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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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타격능력의 보유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함정 및 육상

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해양우세의 확보 및 도서 탈환 시 적 기지 

파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자산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원거리 도서방어 및 탈환을 위한 타격능력의 보유를 위해 일본의 남서제도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현재 보유중인 대함ㆍ대지미사일의 사정거리 확장 및 

탄두효과 개선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43)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수행은 해상자위대에게 있어서 대공

전, 대잠전, 대수상전, 대기뢰전, 전자전 등 각 작전능력을 모두 투입하는 통

합전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육상ㆍ항공 자위대와의 합동작전능력이 매우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이격된 해역에서 

이러한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에 평시부터 각종 기지 및 유사시 

해상거점(Sea Basing)의 설정, 이를 위한 해상 및 공중 수송능력과 호위능력

의 강화, 그리고 상륙전 능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44) 

결국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의 통

합운용을 통해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자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대지공격과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도서를 탈

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기존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한 방어적 전략에

서 벗어난 적극적ㆍ공세적 해양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

을 위한 새로운 방위력 정비 개념으로서, 기존의 ｢동적 방위력｣ 개념에 추가하

여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능력을 강조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새

롭게 제시하였다.45) 통합기동방위력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위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경계ㆍ감시능력 강화, 원해작전능력의 확

43) 山崎眞, “島嶼防衛、その戦略と展望,”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12月), ｐ.75.

44) 위의 글, p.73.

45)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p.6~7. http://www.mod.go.jp/

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검색일:2016년 7월 23일).

; 신방위대강에서 설명된 동적방위력과 통합기동방위력의 차이는 동적방위력이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춘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기반을 둔 방위력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에 반해, 통합기동방위력은 폭넓은 후방지원 기반의 확립을 염두에 두면서 고도의 기술력

과 정보ㆍ지휘통신능력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면에 있어서 즉응성, 지속성, 강인

성 및 연접(連接)성을 중시하는 방위력으로 설명되어 있다. 동적방위력의 기동성, 유연성, 다목적

성이 통합기동방위력에서 강인성 및 연접성으로 바뀐 것이 차이점이다. 강인성 및 연접성은 방위

력의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하고 육해공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沓脱和人

ㆍ今井和昌, “積極的平和主義と統合機動防衛力への転換,” 立法と調査第349号(2014年2月),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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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원거리 도서에 대한 방위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현재 통합기동방위력의 정비를 위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먼저 동중국해에 대한 감시ㆍ정찰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시 전용 위성

을 신규로 발사하고 고고도(高高度) 무인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

고시마(鹿兒島) 남단에서 오키나와(沖縄)를 지나 대만 근해까지 이어져 있는 남

서제도 상의 200여 개의 섬에 중국 해ㆍ공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 기지

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与那国)섬에 해상 및 공중 감시를 실시할 정찰대의 창설을 추진하고, 동중국

해 섬에 주둔하는 자위대 병력을 향후 5년 동안 현재보다 약 20% 증가한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였다.46)

동시에 통합 기동전력의 증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서제도의 기

지에 신형 잠수함, 해상초계기 및 전투기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노후화

된 수상함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연안 방어용으로 운용하고 신형 수상함들은 

남서제도 해역에서 대중국 경계 및 대응전력으로 집중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형 해상초계기 P-1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의 P-3C를 대체하고 있으며, 

E-2D 조기경보기의 도입, 신형 소류급 잠수함47) 및 차기 이지스 호위함48)의 

건조가 진행 중에 있다. 

요컨대,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해양패권 추구, A2/AD에 대

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의 정비를 적극적

46) 毎日新聞 2016年 3月 28日.

47) 일본의 잠수함은 중국 잠수함과 수상함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잠수함의 보유수를 기존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노후 잠수함을 순차적

으로 최신형 소류급 잠수함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수중 배수량이 4,200t인 소류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규모가 가장 커 533mm 어뢰와 서브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공기불요장치(AIP)를 장착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접근을 거부할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6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총 11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다.

48) 일본은 2013 방위대강에서 신형 이지스 호위함 2척을 추가 건조하여, 이지스함의 운용을 기존의 

6척에서 8척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명시하였다. 신형 이지스함 2척에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Arleigh Burke)급 이지스 구축함 Flight ⅡA의 최종함에 준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

재하고, 건조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

고 있는 SM-3 Block ⅡA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여 요격 가능 범위 및 파괴력, 추적 정확도 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요격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ー護衛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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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소극적ㆍ방어적인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ㆍ공세적 방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Ⅳ.�일본의�해상전력�발전�동향�분석

일본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

동방위력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육ㆍ해ㆍ공 통합 전력의 증강에 연계하

여 새로운 개념의 해상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다기능 함정

의 확보와 해양투사능력의 강화가 핵심이다.

1.�다기능�컴팩트�함정의�건조

일본은 2013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통합기동방위력 정비의 일환으로, “다

양한 임무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함정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새로운 함정의 

건조”를 표명하였다.49) 이에 따라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보유 척수는 2010년 방위계획대강의 48척에서 54척으로 증가하게 되

었고, 신형 함정 건조를 중심으로 한 방위력 정비예산도 2010년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23조 4,900억 엔이었던 것이 201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서는 24조 6,700억 엔으로 5% 증가하였다.50)

2013년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건조 추진이 표명된 다기능 

컴팩트 함정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전능력

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갖추고 있는 대잠ㆍ대공ㆍ대수상전 능력에 더하여 대지공격, 무인기

(UAV, UUV) 운용을 통한 경계ㆍ감시 능력 등을 고루 갖추고, 특히 종전에 소

해함정이 담당해 온 대기뢰전 능력도 구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체의 컴팩트

49)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20.

50) 山崎眞, “新大綱ㆍ中期防で海上自衛隊はこうなる,” 世界の艦船(東京:海人社, 2014年4月), p.70.



일본의 新 해양전략과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배준형  23

화를 위해 각종 장비를 필요에 따라 취외(取外) 또는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3,000~5,000톤급 규모의 함정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51)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한 다기능 컴팩트 함정의 운용개념은 먼저 무

인기 운용을 통해 경계ㆍ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어 상륙전 부대에 앞서 대잠 탐색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적 기지로부

터의 유도탄 위협에 대한 대공방어를 수행한다. 또한 대기뢰전 능력을 바탕으

로 도서부 해역에 부설된 기뢰원을 제거하여 상륙전 부대의 접근항로를 확보

하고, 유도탄 및 함포 등으로 대함전 및 대지사격을 수행하는 것이다.52) 

이러한 운용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다기능 

컴팩트 함정은 5,000톤급 DD와 3,000톤급 DE이다. 두 함형 모두 노후화된 기

존의 DD와 DE를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향후 호위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

될 계획이다.

1) 5,000톤급 DD

5,000톤급 DD는 대기뢰전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제외한 호위함에 요구되는 

거의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범용(汎用)호위함으로 건조되고 있

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대잠ㆍ대공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

키고, 경계감시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상태(Multi-Static) 및 양상태(Bi-Static) 소나를 

탑재한 것이다.53)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는 미 해군이 개발한 미래 대잠전 체

계로서 연안 해역과 같이 수중배경소음과 반향음(反響音)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소나 체계이

다. 일본은 미 해군이 최근에 실용화한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 체계를 도입하

여 5,000톤급 DD부터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해역(淺海域)에서

51) 위의 글, p.74.

52) 山崎眞, “島嶼防衛、その戦略と展望,”ｐ.74.

53) 다상태 소나는 자함의 소나에서 송신한 음파를 타함이 수신하거나, 반대로 타함의 소나가 송신한 

음파를 자함이 수신할 수 있는 체계이다. 양상태 소나는 자함의 능동소나로 송신한 음파를 자함

의 수동소나로 수신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음파의 송수신이 하나의 능동소나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단상태 소나체계에 비해,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체계는 기술적으로 잠수함 탐지거리 및 추적성능

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수ㆍ다종의 대잠센서(타 함정ㆍ항공기의 소나 및 소노부이 등)를 네트

워크로 통합 운용하여 대잠탐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등 대잠전 수행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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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잠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도서방위 능력의 강화로도 이어질 것

으로 평가된다.54) 

또한 잠망경 항해를 하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잠망

경 탐지레이더를 최초로 탑재하였다. 잠망경 탐지레이더는 P-1 신형 대잠초계

기용으로 개발된 X밴드의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함정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레이더의 수평 탐지권이 길고, 잠수함 잠망경과 같은 초소형 표적에 대한 우수

한 탐지성능을 보유하였다.55) 이는 대잠전 능력뿐만 아니라, 소형 표적에 대

한 탐지/추적 등 경계ㆍ감시 능력의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 

대공전 능력에 있어서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최신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

더 FCS-3A를 탑재하고, ICWI(연속파조사기) 및 개량형 시스패로 미사일

(ESSM)을 탑재함으로써 동시대응 가능한 표적수를 증가시키고, 타 함정에 대

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방공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5,000톤급 DD는 해상자위대 함정 최초로 가스터빈 추진체계에 전기 

추진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COGLAG : 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And Gas turbine)을 채택함으로써, 연료 소비율을 최소화하여 연료

의 재보급 없이 작전 가능한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충분한 예

비 전력(電力)을 확보하여 추후 신형 무기체계의 추가 탑재ㆍ운용이 가능하도

록 확장성을 부여하였다.56) 

2) 3,000톤급 DE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기존의 DE는 1990년대 초부터 대량 건조된 2,000톤

급의 중ㆍ소형 함정으로, 최대속력이 25노트 정도에 작전지속능력도 제한적이

었다. 특히, 기존의 DE는 지방대에 소속되어 해역경비 및 일본 주변 도서방어, 

재난구조 등의 한정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대잠전 및 대공전, 대기뢰전 등

의 성분작전은 호위함대 소속의 DDG, DDH, DD급의 함정이 수행하였다.

해상자위대는 능력이 제한적이고 노후화된 기존 DE를 대체할 신형 함정으

로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과 선체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다기능 컴팩

54)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

月), p.132.

55)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ー護衛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pp.79-80.

56) 위의 글,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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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함정을 건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① 
C4ISR 기능(미 해군 및 육상ㆍ항공 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② 대기뢰

전 능력(UUV, USV의 탑재), ③ 대잠탐색 기능(가변심도소나, TASS의 탑재), 

④ 대수상 탐색 기능(UAV의 탑재), ⑤ 근접전투 기능(근접 대공ㆍ대수상 방어 

및 전자전 능력), ⑥ 단독 출입항 기능, ⑦ 고속 스텔스 기능이다.57) 이는 지방

대에 배치/운용되어 왔던 기존 DE의 운용개념 및 능력과 완전히 다르며, 이러

한 기능을 바탕으로 해역방어뿐만 아니라 원해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함정으로 건조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호위함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뢰전 능력을 보유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기뢰전은 기뢰 위험범위 외곽에서 UUV(Unmanned 

Underwater Vessel : 무인잠수정)와 USV(Unmanned Surface Vessel : 무인수

상정)을 운용하여 수행한다. UUV는 수중항주식 기뢰소해구인 S-10을 자동운용 

할 수 있는 수중로봇으로서 함에서 이탈시켜 원격 운용이 가능하며, USV는 UUV 

근방에 위치하여 수중 데이터 통신을 통해 UUV가 탐지한 기뢰정보를 함으로 중

계하면, 함에서는 자항식 기뢰처리용 탄약(EMD)을 원격으로 발사하여 기뢰를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3,000톤급 DE의 대기뢰전 능력

은 도서방위 및 탈환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USV는 소형

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탐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탈환 작전 

시 방어기뢰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8)

또한 선체의 컴팩트화를 위해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하지 않는 대신, 대함

유도탄방어유도탄(RAM)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장사정 채프를 탑재하여 자

함 방공능력을 강화하고,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 능력, 전자전 및 스텔스 성능

을 강화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특히,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이 가능하도록 36메가와트 급의 가스터빈 2기를 탑재하고, 함의 상부구

조물을 매우 가벼운 첨단소재인 CFRP로 건조하도록 하였다. CFRP는 전자파 흡

수성이 우수하여 RCS의 감소효과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형 5,000톤급 DD와 동일하게 양상태 또는 다상태 소나 기

능을 보유한 신형 VDS(Variable Depth Sonar : 가변심도소나)와 TASS를 탑

재할 계획이며, 타 대잠함 및 대잠항공기의 소나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

여 광역 대잠탐색 및 추적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27mm 

57)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ー護衛艦,” p.82.

58)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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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포에 최대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하는 신형 유도포탄인 Vulcono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사격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59) 

2.�해양투사능력의�강화

일본은 자국 영역의 도서에 대해 중국이 침공할 경우, 육ㆍ해ㆍ공 통합 기동

전력을 이용하여 해상 및 항공 우세를 확보하여 중국의 상륙부대를 해상에서 저

지, 퇴거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침공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기습공격 등으로 도서가 점령당할 경우 도서탈환 작전을 전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한 상륙 전력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전 부대로서 수륙기동단의 창설을 추진하

고 있다. 수륙기동단은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보통과(보병)연대를 기반으로 하

여 약 3,000명 규모의 부대로 편성되며, 3개 방면의 사태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

도록 3개의 수륙기동연대로 편성된다.60) 지금까지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하에 

공격형 전력인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

현을 위해 해병대와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격형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수륙기동단을 상륙시킬 수단으로서 기존의 CRRC(Combat 

Rubber Raiding Craft) 및 LCAC (Landing Craft Air Cushion : 공기부양정)

에 더하여,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 17대와 신형 수륙양용장갑차 

AAV7 5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61)

59) 위의 글, pp.141-142.

60) 수륙기동단은 3개의 수륙기동연대(1개 연대 약 700~900명 규모), 수륙양용차(AAV)부대, 특수부

대, 정찰부대, 시설부대, 통신부대, 후방지원부대, 교육부대로 편성된다. 이 중 수륙기동연대는 

본부중대, 수륙양용차(AAV) 중대, 헬기강습중대, CRRC(강습정찰용단정)중대로 구성된다. 한편, 

일본이 동시대응을 목표로 하는 3개 방면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쟁 가능

성 및 도서의 전략적ㆍ지리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센카쿠 열도, 오키나와, 그리고 그 외 일본 큐

슈 근해의 도서 지역 등으로 추정된다. 

61) AAV7은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최신형 수륙양용장갑차이다. 일본은 AAV7 이외에도 파생

형인 지휘통제차량 AAVC7과 회수차량 AAVR7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AAV7은 중량 약 22톤, 

길이 8.2미터이며, 디젤엔진에 워터제트 추진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속력은 약 70km(해상에서는 

약 7노트)이며, 무장으로는 Mk19 자동단총과 12.7mm 기총 등을 탑재하고 있다. AAVC7과 

AAVR7은 총탑을 없애고, 각각 무선 지휘통제장치 및 차량회수용 크레인 윈치를 탑재하고 있다. 

石井幸祐, “島嶼防衛における海陸協同作戦の青写真,”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12月),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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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륙 전력을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하기 위해 우수한 C4I 능력과 항공기 운용능력, 대규모 수송

능력을 갖춘 대형 다기능 함정을 적극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이른바 항모형 

DDH로 불리는 휴가급 2척 및 이즈모급 1척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조하

여 운용 중이며, 2017년에 이즈모급 2번함이 취역하면, 항모형 DDH는 해상자

위대의 주력 기동부대인 4개 호위대군(護衛隊群)의 기함으로서 4척 체제로 운

용될 예정이다.62) 

항모형 DDH로 최초 건조된 휴가급 DDH는 길이 197m, 배수량이 19,000톤

에 이르며, 항모형 선체 형상을 채택하고 비행갑판의 강도를 강화하여 최대 11

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대잠헬기를 탑재하여 항공기 

중심의 대잠전을 수행하고, 최신형 대잠 센서 및 무장을 장착하는 등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였다. 동시에 상륙ㆍ소해ㆍ수송헬기 등 다양한 유형의 

헬기를 탑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formation /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호

위대군의 지휘통제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합동작전을 위한 

해상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63) 

휴우가급 DDH 2척의 뒤를 이어 건조된 이즈모함은 휴우가급보다 더욱 향상

된 능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길이 248m, 배수량이 24,000톤에 이르며, 

특히 항공기 운용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최대 14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대

잠헬기를 7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서방어 및 탈환, 재해구

호활동 등에 운용될 육상자위대의 3.5톤 대형트럭을 50여 대 탑재할 수 있고, 

수륙기동단 등 육상자위대 병력의 대규모 수용능력 및 CH-47과 같은 대형 수송

헬기의 탑재 능력 또한 갖추었으며, 다른 함정에 대해 연료유 공급(최대 약

3,300KL) 등의 군수지원도 할 수 있는 등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지휘통제함으로서의 기능도 변함없이 중시되어 우수한 C4I 

및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지휘소도 설치되었다.64)

62) 山崎眞, “空母型DDH4隻体制と海上自衛隊ーその運用構想,”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年 11

月), pp.75-76.

63) 世界の艦船編集部, “最新鋭DDH｢ひゅうが｣のすべ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09年8

月), pp.88-96.

64) 단, 이즈모급 DDH는 헬기 및 차량/병력 등의 탑재/수송능력이 강화된 반면에 자함의 전투능력은 

휴우가급 DDH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즈모급 DDH는 어뢰 등의 대잠공격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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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가급 및 이즈모급 DDH의 4척 체제가 완

성되면, 적어도 2개 방면에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함정의 수리-교육훈련-작전운용의 주기를 고려하면 상시 2척은 작전 

투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3개 방면에

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여 일본은 기존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 3척에 대한 개조에 

착수하였다.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은 해상자위대 최초로 항모형 선체형상을 

채택하여 1990년 말부터 건조된 함정이다. 길이 178m, 배수량 14,000톤급의 

규모로 대형 수송 헬기 2기와 공기부양정 2척, 육상자위대 전차 18대 및 병력 

330여 명을 탑재할 수 있다. 오오스미급 수송함에 대한 개조는 향후 도입 예정

인 수직이착륙기 MV-22와 신형 수륙양용장갑차 AAV7의 탑재 및 운용능력의 

구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헬기갑판의 강도를 보강하고, AAV7 이송용 승강

기 및 함미문 등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65)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 3척에 대한 개조가 완료되면 휴가급 및 이즈모급 

DDH 4척을 보완하여 동시에 3개 방면에 대한 작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

요에 따라 상륙전력의 수송 및 투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가급 및 이즈모

급 DDH와 패키지 형태로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66) 

나아가 일본은 강습상륙함과 같은 상륙전 기능에 특화된 새로운 대형 다기

능 함정의 건조를 구상하고 있다. 2014년 7월 8일,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

五典)　 당시 일본방위대신은 미국 샌디에고의 미 해군기지에서 강습상륙함 

Makin Island LHD-8(Wasp급 8번함)을 시찰한 후, 강습상륙함의 해상자위대 

도입과 관련하여 “도서방위를 위해 필요한 부대를 전개할 수 있는 다기능 수송

함의 의미로 생각하고자 한다. 신속히 계획에 옮기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새

로운 다기능 수송함의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였다.67) 그 결과, 2015년

어뢰 위협으로부터 자함을 방어할 수 있는 어뢰대항체계만을 장착하였으며, 휴우가급과 달리 중주

파 소나 OQQ-23을 장착하여 잠수함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공

전 능력에 있어서도 FCS-3에서 미사일에 대한 조사기능(Illuminator)을 제외한 시스템인 

OPS-50 대공레이더를 장착하였으며, 개량형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고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RAM과 Phalanx만을 장착하여 자함방어 능력으로 한정하였다. 즉, 도서 탈환을 위한 

기능 및 능력의 강화에 보다 더 집중된 구조로 건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東郷行紀,“新型DDH｢い
ずも｣のハードウエアーウエポンㆍシステム,”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年11月), pp.98-99.

65) 小林春彦, “平成26年度概算要求に見る海空自衛隊ー対中国島嶼防衛、警戒監視能力の強化,” 軍事研究

(東京: 2013年11月), p.171.

66) 佐々木俊也, “大型多機能艦に求めるもの,”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p.157.

67) 日本経済新聞, 2014年7月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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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위예산에 “수륙양용작전에 있어서 지휘통제 및 항공기 운용능력을 겸비

한 다기능 함정의 확보를 검토하기 위한 해외조사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강습상

륙함과 같은 대형 다기능함의 확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자위대가 검토하고 있는 강습상륙함(LHD) 형태의 대형 다기능함은 상

륙단정을 탑재할 수 있는 도크형 상륙함(LSD/LPD), 헬기상륙함(LPH), 상륙지

휘함의 기능이 집약되고, 필요에 따라 항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상륙헬기 부

대를 탑재ㆍ운용하며, 소규모 사태 발생 시에는 단함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의 함정이다.68)

이와 같은 운용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형 다기능함은 각종 항공기 및 

AAV, LCAC 등의 상륙전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상륙 병력ㆍ차량ㆍ물자 등

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전장 200m 및 기준배수량 16,000톤 

이상의 경항모형 함정으로 건조될 것이다. 또한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인원

ㆍ물자의 상륙과 LCAC을 이용한 주력 전차 등의 동시 상륙이 가능하도록 

Well dock과 항공기 격납고, LCAC 갑판을 모두 갖춘 구조가 될 것이며, 현재 

개발 중인 신형 공기부양정(LCAC)도 2척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69)

또한 대형 다기능함은 C4ISR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대형 다기능함

이 지휘통제함으로써 운용될 도서 탈환 작전은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전개됨을 

고려하여,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호환

성을 갖춘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CRRC 및 AAV, 항공기 등 각

종 상륙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위성 및 무선통신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상자위대가 보유중인 무인정찰기(UAV)를 함정에서 운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장 감시ㆍ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인정찰기에 무선 중계시스템을 장착하여 함정에서 발진한 

CRRC 및 AAV, LCAC 등의 상륙전력 간에 영상 및 문자 정보를 지리적 제약 없

이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전장 정보공유체계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70)

나아가, 대형 다기능함을 건조하면 향후 40년 가까이 운용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장래에 도입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확장

성을 가진 구조로 건조하는 것도 구상되고 있다. 즉,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68) 佐々木俊也(2016), p.157.

69) 山崎眞, “どうなる？近未来の自衛艦ー26中期防以降の推移,”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

月), ｐ.124.

70) 佐々木俊也(201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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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MV-22뿐만 아니라, 장래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VTOL기(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기) 및 STOVL기(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단거리 이륙ㆍ수직 착륙) 등도 탑재ㆍ운용할 수 있는 구

조가 될 것이다.71) 

Ⅴ.�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으로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구상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향후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 전력으로서 5,000톤급 DD 및 3,000톤급 DE를 중심으로 한 다기능 

컴팩트 함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다. 동시에 상륙전력을 확충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 할 수 있는 대형 다기능 함정의 확보를 추진

하는 등 해양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자국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과 비교하여 첨단 해상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

양에서의 군사적 활동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상황은 중국 대 일본의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군비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과 해군력 강화, 그리고 중ㆍ일 간의 역내 해

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심화는 우리의 해양안보와 해군력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첫째,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ㆍ일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 또는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주도권의 

71) 위의 글,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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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견제 및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우리 해군력은 지난 20여 년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본

과 중국의 해군력과 비교할 경우 양적ㆍ질적으로 모두 열세에 있으며 성장 속

도도 더딤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해군력이 일본, 중국과 같은 수준으

로 증강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 및 중국의 해군력과 기능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해작전이 가

능한 기동함대와 대규모 해양투사능력을 갖춘 한국형 항모강습단의 건설 등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중국 또는 일본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

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공세적 전략으로의 전환과 해양투사능력의 강화는 독도 영유권

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군사적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강화된 해양투사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독도에 대한 영유

권 주장을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사시 독도 침탈

을 위해 해양투사능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해양

투사능력 강화가 지니는 함의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해양투사능력을 사용할 의도를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방어 전력을 확충해 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 해군 전력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자위대가 

건조하고 있는 다기능 컴팩트 함정은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와 새로운 함정 건조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건조되고 있는 대형 다기능 함정 역시 각종 신형 상륙전력을 효과

적으로 운용 및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함정 건조개념과 기술, 첨단 C4I 

체계 등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전력의 높은 질적 수준과 첨

단화된 성능이야말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일관될 해상자위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해상전력의 질적 향상과 주

변국 해군력과의 기능적 균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본의 해상전력 발전 동

향을 예의주시하고, 첨단 무기체계 및 함정 건조 기술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해상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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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n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its Naval Forces
- focusing on Japan’s countermeasure to China’s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

 Bae Joon-Hyung**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 Lieutenant Commander, Republic of Korea Navy, Command Republic of Korea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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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 

Key Word : Japan’s Maritime Strategy,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Multi-functional and Compact Ship,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논문접수 : 2016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6년 10월 7일ㅣ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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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과거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일본간 전쟁이 발발하였듯이 최근에 태평양에

서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갈등 양상

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평양 주변 해역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확립하

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이 첨예하

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는 미중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먼저 비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미어샤이머(John 

J.Mearsheimer)는 중국의 부상을 강대국의 부상이라는 세력전이이론 차원에

서 접근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본능적

으로 패권에 관심이 있으며 국제사회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한다. 중

국도 이와 같은 강대국의 속성 및 역사적 전례의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의 전통적 강

국인 중국은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위상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

중간 갈등이 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중국이 군사

력을 급속히 증강시킬 경우 중국의 도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은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

다음으로 낙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샘보(David 

Shambaugh)는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 증대는 미국의 희생을 불러 오는가?”, 

“지역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과 정책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가?”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가

지고 온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

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2)

1) John J.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3), 

pp.373-377, 396-402. 이외에도 Andrew F. Krepinevich, Jr,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 94(2) (2015); Ashley J.Tellis, “CFR Report: 

U.S. Strategy should Balance not Assist China’s Ri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5).

2) David Shambaugh, “China Engage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9(3) (Winter, 

2004/2005), pp.64-99. 이외에도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84(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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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즉 어느 관점에 중

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미중관

계를 전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

력의 모습3)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미중관계를 협력과 갈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가지고 과거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비교하여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과거 태평양 전쟁 발발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

를 폴 세네세(Paul D.Senese)와 존 바스케즈(John A. Vasquez)가 제시한 ‘전

쟁단계이론(The Steps to War)’4)에 적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

써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는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력

을 행사하기 시작한 1900년부터 일본의 진주만 공습(1941년 12월 7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

해 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이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5)한 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으로 설

정했다. 

글의 구성은 Ⅱ장에서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미일/미중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겠다. Ⅲ장에서는 전쟁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의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3) 최근의 미중관계는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대규모 해상훈련, 남중국해 갈등과 미국

의 미일동맹 강화 및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

일로(一帶一路)정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아시아개발은행(ABD)등으로 대립의 모습을 보였으나 동시에 2015년 6월 미중전략경제대

화 개최, 7월 이란 핵 관련 합의 및 9월 미중정상회담에서 군군(軍軍)소통채널 설치 합의 등 협조

의 모습도 보였다. 김원모,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9권 1호(2016년), 

pp.154-155.

4) 왈츠(Kenneth N.Waltz) 이후 과학적 연구자들은 전쟁 발발 원인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해당분야

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강대국들간 전쟁으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쟁 발

발로 가는 경로를 일련의 단계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결과가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이다. 

5) 중국은 2008년 말에 들어 러시아 및 베트남과의 육상 국경 획정을 마무리지었다. 이어서 중국은 

2009년 5월 외교부에 중국의 해양 국경 문제를 전담하는 변계 및 해양사무사(边界與海洋事务司)를 

설치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세계분쟁

정보사이트 World WarWatch(http://www.kida.re.kr/woww)내 남중국해 분쟁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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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고찰

1.�전쟁단계이론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복합적 원인들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과학적인 연구로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을 들 수 있

다. 전쟁단계이론은 전쟁 원인의 복합성으로 인해 일반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바탕으로 1816-2001년 사이에 ‘강대국들간 전쟁’으로 대상의 범주

를 축소하고 전쟁 발발로 가는 경로를 일련의 단계로 구성 후 각 단계별로 원

인을 찾아냄으로써 전쟁 발발의 전형적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이론은 전

쟁이 발발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사

용되거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중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6) 

세네세와 바스케즈가 주장한 전쟁단계이론은 기존 전쟁 발생 원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변수형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

다. 전쟁단계이론은 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② 외부동맹(Outside 

Alliance) ③ 경쟁관계(Rivalry) ④ 군비경쟁(Arms Race) 과 같은 4가지 요

소를 국가간 전쟁 발생 가능성(종속변수)을 높이는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즉,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쟁단계이론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양국이 경쟁관계이며 군비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에 두 국가간 5년 이내 전쟁 발발 확률이 90%에 이른다는 것을 밝

혀냈다.

6)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The Steps to War: An Empirical Stud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7-8, 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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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간 전쟁 발발 가능성 지표(5년 이내)

전쟁 발발 촉진 요소
전쟁 발발 가능성

(5년 이내)
위험단계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15회 이상 군사분쟁), 군비경쟁 
90% 4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15회 이상 군사분쟁)
65%

3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6회 이상 군사분쟁)
55%

영토분쟁, 외부동맹 45% 2

영토분쟁 15% 1

출처 :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2008), pp.272-273.

우선 영토분쟁은 특정영토의 주권행사에 대한 국가간 이견의 존재 유무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특정영토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경계선은 어떻게 그

어져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7) 두 번째 외부동맹은 분쟁 당사국들이 

맺고 있는 동맹국이 인접지역에 위치하거나 강대국일 경우 군사력 사용의 가능

성이 증가한다.8) 세 번째 경쟁관계는 분쟁국가간 군사분쟁(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의 반복횟수로 평가했는데 20년간 국가간 군사분쟁이 6회 

이상 발생했다면 이는 양국이 경쟁관계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여기서 군사분

쟁은 ①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② 군의 현대화, 전진배치 ③ 실제 무력 사용까

지를 포함한다.9) 마지막 군비경쟁은 최소 3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 

이상일 경우로 측정하였다.10) 

서로 대립하는 국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지만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영

토 관련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국내 여론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므로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타협하기가 어렵고 분쟁이 지속되면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군사력을 통해서 위협하거나 또는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7) ibid, p.12.

8) ibid, pp.66-69.

9) ibid, p.58.

10) ibid,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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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토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경쟁의식(sense of 

rivalry)이 생겨나고 국가는 자신의 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부 동맹을 체결하

거나 자체 군사력을 증강한다. 이에 상대국가 역시 대응동맹(counter-alliance)

을 체결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양 국가간에 군비경쟁이 유발된

다. 이러한 균형행위는 때로는 전쟁을 예방하기도 했지만 일단 영토분쟁이 시

작된 상황에서 균형행위들은 국가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제위기가 발생

하고 국가들의 물리적 위협 정책이나 상호간의 적대감 상승, 강경파의 존재 

등 국가 수준의 변수가 작동하면서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

장하고 있다.11)

2.�전쟁단계이론의�적용

그렇다면 전쟁단계이론을 미일/미중관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미일/미중관계 분석 지표를 제시해 보았다. 

<표 2> 미일/미중관계 분석 지표

변 수 미일관계 미중관계

영토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립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외부동맹 미국의 연합국 지원과 삼국동맹 미일/한미동맹, 북중동맹

경쟁관계 군사전략, 항공모함 건조 현황
미중 분쟁사례,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

군비경쟁 국방비 증가율, 해군력 증강 양상 국방비 증가율, 해군 함정 건조 계획

먼저 미일관계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영토분쟁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부동맹은 당시 미국의 연합

국에 대한 지원과 일본이 체결한 삼국동맹을 비교하였다. 경쟁관계는 양국의 

군사전략과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군비경쟁

은 당시 양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태평양 전쟁시 핵심 요소로 작용했던 해군력

의 증강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11) ibid,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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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미중관계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영토분쟁의 경우 남중국해 분쟁

을 다루었고 외부동맹은 미일/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비교하였다. 경쟁관계는 

2009년부터 남중국해에서 발생했던 양국간 군사적 분쟁 사례와 해군력의 현대

화 및 전진배치를 제시하였다. 군비경쟁은 양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향후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을 비교하였다. 

Ⅲ.�태평양�전쟁�전�미일관계와�현재의�미중관계�
비교�분석

1.�태평양�전쟁�전�미일관계�분석

가. 영토분쟁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

으로 부상하여 영국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제1차 세

계대전 이후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게 된 미일 양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우선 당시 미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 미국은 독립 

이후 먼로주의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미주 대륙 내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유럽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미주 대륙 내에서 영토팽창이 일단락 되자 미국은 

태평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1867년 8월 미드웨이 군도를 점령하고, 

1878년에는 사모아 군도의 파고파고, 1887년에는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획득하

였다.12)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1890년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팽창

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과 디

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등은 팽창주의의 중심인물들로서 북미

12) Clyde and Beers, The Far East; A History of the Western Impact and the Eastern 

Response, 1830-1965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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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전체의 지배, 대양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 하와이 등의 해외기지 확보, 태

평양 지배를 주장하였다. 미국 내에 팽창주의적 경향이 강해진 것은 산업발전

에 따른 해외시장 확장의 필요성 증대, 미주 대륙 내에서 영토 팽창이 일단락

되어 국내의 미개척 영역이 사라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팽창

주의가 발호하는 계기가 된 것은 쿠바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갈등이었다. 팽창

주의자들은 스페인에 대한 미국민의 감정을 이용하여 스페인이 확보하고 있던 

필리핀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

핀을 점유하면서 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것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

국은 중국 대륙에 인접한 필리핀을 영유하게 됨으로써 대중정책을 확립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0년 당시 미국 대외무역의 약 90%는 유럽에 의지하

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과는 불과 5%만의 교역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1895년부터 1900년 사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785달러에서 2,411만 달러로 

증가했고, 대중국 투자도 700만 달러에서 1,75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는 등 

미국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13) 하지만 당시 열강들은 중국을 이미 여러 개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자

국 세력권 내에 다른 나라가 경제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었다. 열강들은 세력권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극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무렵 중국은 이미 세력권의 미명하에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14)로 전락해 있었다.

이에 미국은 열강의 세력권 틈새를 비집고 극동에 진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

다는 것을 깨닫고 열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진출 방법을 

모색했다. 이른바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은 이런 고려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1898년 존 헤이(John Hay) 미국 국무장관의 명의로 열강에 전달

13) 백영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비, 2005), pp.145-146.

14) 1898년 독일의 자오저우 만 조차로 시작된 열강의 중국 분할 경쟁은 러시아의 랴오둥 반도 조차, 

영국의 웨이하이웨이 조차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여러 열강의 세력권으로 분할되어 갔다. 이러한 

이권 쟁탈에 참여하지 못한 후발 주자가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은 만주와 중국 북부 지역을 포

함하여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상업적 기회와 경제적 이익이 차단될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

사, 2003),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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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15) 문호개방정책은 중국이 개방한 22개 항구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개방

되어야 할 것과 중국의 특정 국가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해당 정책은 공정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 무역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각국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반대할 뚜렷한 명

분이 없어서 모호한 답변만 보냈지만 일본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

만 미국의 국무장관은 1900년 3월 열강이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16) 문호개방정책은 당시 유럽 열강이 독점하고 있던 해외시장을 공

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고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

한 문호개방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었다.17)

다음은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동북아사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나, 워싱턴체제

의 성립과 더불어 지역 패권국의 위치에서 한발 물러나야만 했다. 일본은 미국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체제를 수락하고 대중무력 팽창을 삼가겠다는 

국제주의(國際主義)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팽창정책 자체를 포

기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긴 하였으나 이 시기에 군부

가 점차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문민정치(文民政治)에 도전함으로써 국

제주의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192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구미국가들의 관심이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틈타, 

아시아의 현상을 타파하고 제국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정치, 경제적 위기와 군국주의의 성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와 중국에 대한 팽창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세계대공황이 파

급되면서 일본 국내의 경제적 위기는 일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정당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적

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 온건 외교방침에 불만

을 갖고 있던 군부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당시 군부는 

세계가 국제평화의 시대이기보다는 미국/영국의 제국주의자 혹은 소련의 공산

15) 1899년 9월 6일에 영국, 독일, 러시아에 보냈고 11월 3일에는 일본, 11월 17일에는 이탈리아, 11

월 21일에는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였다. Clyde and Beers(1966), pp.209-210.

16) 백영서(2005), pp.145-146.

17) T.E. Vadneym, The World Since 1945 (Penguin Books Press, 1987),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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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일본은 스스로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만주와 몽고를 포함한 자급자

족 체계를 확립하여 일본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18) 

이에 대한 실현으로 일본 군부는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국을 수립

하고 중국으로의 침략을 더욱 확대하였다. 만주사변에 대해 국제연맹은 일본군

의 신속한 철수와 중일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의 실시를 

권고하고 리튼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리튼보고서(Lytton 

Report)19)를 작성, 공표하게 된다. 일본은 리튼보고서에 대한 저항으로 1933년 

3월 27일 정식으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또한 일본은 워싱턴체제가 규정하

고 있던 해군 군축비율에 대한 불만과 중국문제에 대한 정책 불일치 등이 겹치

면서 1936년 워싱턴체제를 이탈하여 무조약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더욱 고립되어 갔고 일본 국내에서는 국가주의자들의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점점 중국으로의 팽창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20)

위와 같은 미일간 중국에서의 대립에 추가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일간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당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철, 구리,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었고 특히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일본

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자급자족적 경제권을 형성해야 했

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필요

했다.21) 1938년 이후 유럽 정세가 변화하자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18) 허임, “세력전이 관점에서 바라본 태평양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p.25.

19)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략하자 국제연맹은 그 해 12월에 영국의 리튼 

경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리튼 조사단은 1932년에 일본, 만주, 중국 등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만주 사변을 일본의 침략행위

로 규정하고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만주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반발하다가 국제

연맹이 리튼 조사단 보고서를 채택하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황보종우 편저, 세계사

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2003), p.161.

20) 허임(2005), p.39.

21) 인도차이나는 동남아시아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로 향하는 외부원조의 지점인 통킹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인도차이나를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

여 중일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얻고자 한 것은 석유였다. 중일

전쟁을 해결하고 향후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석유는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고 이외에도 고

무, 주석, 니켈 등 주요한 자원을 해당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오수진, “자원전쟁으로서의 태

평양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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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일본은 1940년 7월 22일 미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동아 질서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미영과의 전쟁을 예상한 동남아시아로의 남

진정책을 국가의 최고방침으로 채택했다.22) 

이는 미국,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한 위협으로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게 되면 미국은 고무와 

주석 등 산업 및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23)을 일본에게 의존하게 되고 

일본은 미국에 대한 석유 의존성에서 탈피하게 된다. 또한 이는 영국의 생존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빼앗기면 영국의 

생명줄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로부터의 보급선 단절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

과 영국이 붕괴하면 독일은 이미 빼앗은 프랑스 함대에 영국 함대를 더하여 대

서양을 건너올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양 세력의 식민지 지

배로부터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보다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일본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었다.24) 

위와 같이 일본의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미국의 아

시아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미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미국으로선 일본의 팽창을 결

코 용납해선 안되는 상황이었다.25)

나. 외부동맹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적 개입을 경원시하는 

고립주의 국가로 통했다. 미국은 자신을 유럽국가들과 차별화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발현된 것이 바로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

립주의 전통은 멀리는 미서전쟁까지, 짧게는 제2차 세계대전 개입시까지 면면

22)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9), pp.822-824.

23) 미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일부 자원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40년에 미국은 세계 고무의 60%, 크롬의 45%, 주석의 40%, 망간의 36%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로 동남아시아

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갔다. Marshall, Jonathan, To Have and Have Not: 

Southeast Asian Raw Materials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2-7.

24) 이지원,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년, p.201.

25) 박재목,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호서사학 제12집(1984),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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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국제주의로 변화

되는 역사적 계기는 여러 시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적 대외팽창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사실상 미서전쟁과 이후 문호개방

정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6) 

특히, 1940년 9월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동맹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추축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39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 진

영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추축국 진영, 그리고 미국, 소련, 일본의 중립진영으로 

나눠 있던 국제체제는 그 동맹 체결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 진영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 진영으로 양극화되었다.27) 루즈벨트는 1940년 12월 

29일의 노변정담(Firesides Chats, 爐邊情談)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유럽의 두 

강대국과 아시아의 한 강대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동맹을 체

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유래없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28) 

삼국동맹 체결 직후 미국의 루즈벨트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29)을 

제안하여 중립법의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다. 그 법안은 대통령에게 무기를 대

여, 공여, 판매, 교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직 그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영국과 미국의 장성들은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조직하기 위해 접촉했다. 그들은 미국의 전쟁 참여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계

획을 구상했다. 이들에게 미국의 전쟁참여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30) 1941년 

초에는 미국이 아이슬란드 서쪽의 북대서양을 자국의 방어영역에 포함시키고 

그 지역에 대한 해양순찰을 개시할 것이라고 영국에게 통보했으며 석달 후 미

군은 현지 정부의 초청으로 아이슬란드에 상륙하여 영국군과 임무를 교대했다. 

이어서 루즈벨트는 의회의 승인 없이 덴마크령 지역과 북아메리카 사이의 전 

지역을 서반구 방어체제의 일부로 포함시킴을 선언하였다.31) 또한 미국은 모

26) 손병권, “루즈벨트와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전환”, 동서연구 제19권 1호(2007), pp.35-36.

27) 이지원(2012), p.220.

28) Kim, Young Hum, American Frontier Activities in Asia: US-Asian Relations in the Twent 

ieth Century (Chicago: Nelson-Hall, 1981), p.142.

29) 정확한 명칭은 미합중국 방위 촉진을 위한 조례(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전쟁 물

자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이 법을 적용받는 전쟁 물자는 미국

이 해당국에 무료로 운송하였다. 이 법은 미국이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기 약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 발효되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전쟁과 공습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져 더이상 무기를 구입

하고 운송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대일 승전일인 1945년 9월 2일에 만료되었다. 

30)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pp.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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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종류의 강철 및 고철 수출이 서반구 및 영국에게만 가능하도록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9월 25일에는 외환 부족에 허덕이던 중국을 원조하기 위해 장래 채

굴될 가능성이 있는 텅스텐을 담보로 2,500만 달러를 중국에 빌려주기로 결정

했다. 영국 역시 일본의 요구에 의해 3개월간 폐쇄되었던 버마로드(Burma 

Road)에 의한 수송32)을 재개한다고 밝힘으로써 적과 동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ABC-1로 알려진 미국ㆍ영국ㆍ캐나다 참모 협정이 등장했고 여기에

서는 “일본군을 말레이시아에서 끌어낼 것”을 결의했다.33)

다음은 일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위와 같은 반응은 일본으로

서는 확실히 불운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경쟁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접근할 경

우 주요 상대는 영국이 될 것이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동맹을 체결하자 미국은 영국과 확고하게 결속했고 

일본 지도자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34) 일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치적 현안이었던 삼국동맹 체결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동남아시아 진격

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억제할 수 있

는 군사적 수단을 갖지 못했던 일본에게 삼국동맹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

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전의 양상을 띠었고 이에 따라 미

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이미 3년 전 1937년 11월 방공협정을 통해 대

소 공격을 위한 군사동맹을 체결했으며 1940년 독일군의 서부 유럽 석권으로 

인해 다시금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즉, 유럽

에서 독일이 일방적인 승리로 서부 유럽을 석권하게 되자 일본은 독일, 이탈리

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일본이 추구하는 대동아 질서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35) 

31) ibid, p.390.

32) 영국이 대중지원을 했던 수송로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동남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1940년 6월 17일에 일본은 영국령 식민지에 대한 자국의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며 영국에

게 버마로드 폐쇄 및 대중원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영국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1940년 7

월 12일부터 약 3개월간 해당 수송로를 폐쇄했었다. 

33) 이지원(2012), p.221.

34) Dorothy Brog, Shumpei Okamoto eds, Pearl Harbor as History: Japanese-American 

Relations, 1931-194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p.598.

35) 허임(2005), pp.53-54.



50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삼국동맹 조약국들은 “어느 한 체결국이 현재 유럽의 전쟁이나 중일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한 국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상호 원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으며 ‘한 국가’는 미국을 지

칭했다. 또한 그 협정이 체결되던 날 일본의 외무대신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대한 중요 물자 수출 제한과 같은 수단으로 일본을 억

압하고 일본의 적(敵)인 장제스 정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력을 고갈 시키려는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

은 이에 대해 “우리와 똑같은 열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독일 및 이탈리아와 

단합” 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삼국동맹이 “미국에 대항하는 군

사동맹”이라고 천황에게 보고하였다.36)

이상과 같이 미국은 삼국동맹 체결 이후 추축국의 위협에 대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팽창정책을 단순히 아시아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았고 미국은 점차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비교전국이지만 연합국

과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37) 반면에 일본의 경우 삼국동맹

의 체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

였고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에 편승하여 대미 견제 및 중국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던 것이다. 

다. 경쟁관계

미국과 일본의 대립은 오랜 연원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미국의 

페리(Perry) 제독에 의해 강요된 개항, 불평등조약과 그 개정 노력의 실패, 삼

국간섭, 러일전쟁 후 강화에 대한 실망 등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보다 직접적이

고 본격적인 갈등은 러일전쟁 후 만주에서의 이권대립, 이민문제로 야기된 인

종적 갈등38)이 빚어졌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

구39)와 산동성 독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舊독일령 도서의 위임통

36) 이지원(2012), pp.219-220.

37) 당시 미국의 경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명시적으로 동맹을 체결한 국가는 없었지만 일

본의 삼국동맹 체결 이후 적극적인 외교정책들을 통해 동맹에 못지않게 타국과의 협력관계를 보

여주었다.

38)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다란 지진과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백인들이 당시 미국으로 

대량 이민와 있던 일본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하고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는 미일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서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200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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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둘러싼 갈등,40) 만주사변, 일본의 미국 군함(USS Panay) 격침 사건, 중

일전쟁 등으로 이어져 왔다.41)

여기서는 이에 추가하여 당시 태평양 전쟁 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미

국과 일본의 군사전략과 이에 따른 양국의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중심으로 살

펴보겠다. 먼저 당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1907년 양국은 각자 

상대방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

다. 미국이 수립한 군사전략은 ‘오렌지전쟁계획(War Plan Orange, 이하 ‘오렌

지계획’)’이며, 일본이 수립한 군사전략은 ‘일본제국국방방침(日本帝國國防方針, 

이하 ‘국방방침’)’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일 지도부의 국제 정세 판단과 위협 

인식이 서로 상당히 흡사했으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언젠가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

의 세력권을 공격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하려 할 것이라 가정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로 세력팽창을 도모하는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고 

미국의 세력권이 공격받을 경우 적극적 반격을 통해 일본의 침략행위를 격퇴

한다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42) 오렌지계획에서 제시한 미일 전쟁 시 군사

력 운용 방법은 태평양의 지정학적 형세를 고려하여 3단계로 나뉘었다. 전쟁 

초기 1단계 작전 시 미국은 일본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초기의 피해 회복 및 

전력의 보존에 집중한다. 일본의 선제공격을 격퇴하고 공세를 개시하기에 충

분한 전력을 확보하면 작전의 2단계로 전환,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태평양 중

부의 도서들을 순차적으로 점령하여 일본 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

해 나간다고 계획하였다. 이후 전쟁의 최종 단계인 3단계 작전에서는 일본 본

토 근해에서 주력함 간 함대결전을 통해 일본 주력함대를 격파하고, 최종적으

39) 특히 미국과 직접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5호인데 일본으로부터 무기의 일정량 이상 구입

과 푸젠성에 관한 개발의 독점이 미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가토

요코,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서울: 태학사, 2003), 

pp.165-169.

40) 미국은 대중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강의 해군력 투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필리핀은 미국

이 중국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동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완벽한 기지였다. 그래

서 미국은 태평양 횡단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구독일령 태평양 도서들을 요새화하거나 군 

기지화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고 일본

이 그 섬들을 점령한 결과 미국은 향후에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41) 김민석,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71-72.

42)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1),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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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 본토를 봉쇄하여 일본 열도와 일본의 해외 식민지 간 해운을 차단, 일

본의 경제력을 고사시키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는 개념이었다.43)

일본 역시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였다.44) 1918년 국방방침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전쟁계획인 전략대강으로 작성되었는데 여

기서는 적대행위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 루손의 미 해군기지를 장악하고 서태

평양에서 오는 미 함대를 차단함과 동시에 결전으로써 격멸해야 함을 명기하

고 있다.45) 이는 러일전쟁 승리에 따른 일본의 세력권 확장과 문호개방과 교

역을 추구하던 미국과의 대립 관계를 반영한 조치였다.46)

위와 같이 두 국가는 오렌지계획과 국방방침의 수립을 기점으로 태평양 지

역에서 상대방의 세력평창을 견제하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분히 공세적이었으며, 특히 국방방침은 1941년 일본

이 미국에 대해 개전을 결심하는 데 핵심적 원인을 제공하였다.47) 

다음으로 태평양 전쟁 전 양국의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살펴보겠다. 왜냐하

면 위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양국의 전쟁은 광활한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을 주

축으로 하는 기동함대간 항공전 대결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은 건조가 중단된 35,000톤급 순양전함들 중 렉싱턴(Lexington)과 사라토가

(Saratoga)를 2년여 간의 개장 공사를 거쳐 1927년에 함대항공모함(fleet 

carrier)으로 취역시켰다. 사라토가급은 기준 배수량 38,500톤으로 동시대에 

다른 국가 항공모함보다 많은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48)

1934년에는 설계에서부터 항모로 계획된 레인저(Ranger)가 취역했다. 배수

량 14,200톤에 약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레인저는 소형 항공모함의 운용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함대를 보조하는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속력, 방어력, 물

품수용력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49) 이후에는 기준 배수량 19,000톤으로 96대

43) George W. Baer, “U.S. Naval Strategy 1890-1945,”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4, 

No. 1(1991), p.18.

44) 후지와라 아키라,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서울: 제이앤씨, 2013), p.184.

45) 박경우, “해군군비경쟁과 전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p.43. 

46)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서울: 어문

학사, 2014), p.185.

47) 황병선, 김현승, “태평양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합참 제60호(2014), p.90.

48) Roger Chesneau, Aircraft Carriers of the World, 1914 to the Present (Revised Edition,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92), p.201.

49) Norman Polmar, Aircraft Carriers: A History of Carrier Aviation and Its Influence on 

World Events Vol. 1, 1909-1945 (Dulles: Potomac Books, 200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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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요크타운(Yorktown)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가 1937년과 1938년에 각각 취역했으며 뒤이어 15,000톤급의 와스프(Wasp), 

요크타운급 세 번째 항공모함인 호넷(Hornet)이 각각 취역하였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기지로의 항공기 수송, 수송선단 호위 등의 임무를 수

행할 보조 전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민간 화물선을 호위항공모함(롱아일랜드, 

Long Island)으로 긴급히 개장하여 전쟁 직전에 취역시켰다.50)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전쟁 전 7척의 항공모함과 1척의 호위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1918년 건함계획에 반영된 호쇼(鳳翔)가 영국의 지원을 

통해 1922년 취역함으로써 일본의 항공모함 시대가 시작됐다. 기준 배수량 

7,500톤의 호쇼는 약 2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일본 최초의 항공

모함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으나 작은 선체로 인한 작전능력의 제한으로 

전략적 가치는 높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건조가 중단된 순양전함 아카기(赤

城)와 아마기(天城)를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던 중, 관동 대지진으로 아마기가 파

손되자 이를 대신해 1922년부터 전함 카가(加賀)를 20,000톤 후반의 항모로 

개조했다.51) 

한편 당시 일본은 미국을 유력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지하여 1930년대 초반

까지도 질적인 접근 대신 미국과 동등한 수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

면서 소형 항공모함 건조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1933년 취역한 류조(龍驤)는 

8,000톤급 함선으로 설계됐으나, 적정 규모의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복층 

비행갑판 구조로 변경되어 48대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기준 배수량 12,000톤 

항모로 건조됐다. 이러한 설계 변경으로 류조의 선체 구조는 상당히 불안했으

며 선체 방호를 위한 장갑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52) 

위와 같은 류조의 실패 이후 일본은 소형 항공모함 대신 중대형 항공모함 

건조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1937년에 취역한 소류(蒼龍)는 기준 배수량 

15,900톤으로 68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1939년에 취역한 자매함 

히류(飛龍)는 소류의 개량형으로 기준 배수량 17,300톤에 함재기 73대를 탑재

할 수 있었다. 소류급의 설계상 특징은 장갑 장착을 최소화하여 방어력을 희생

시킴으로써 속도, 전투반경, 함재기 탑재 공간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소류급은 

50) Chesneau(1992), pp.208-213.

51) Scot MacDonald, “Evolution of Aircraft Carriers”, The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navy (1964), p.41.

52) David C.Evans and Mark R.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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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본 항공모함 설계에 전형이 되었다.53) 이후 일본은 쇼카쿠(翔鶴)와 즈

이카쿠(瑞鶴)를 1941년 8월과 9월에 각각 취역시켰다. 소류급과 아카기급의 경

험을 통해 최적화된 설계에 기반을 둔 쇼카쿠급은 기준 배수량 25,000톤에 84

대의 함재기를 전개할 수 있었다.54) 

또한 해군군축체제 하에서 일본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항공모함 전력을 

증강시킬 방법을 모색했고 이에 따라 단시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시킬 잠수함 

지원함, 수상기모함, 여객선 등을 미리 건조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는 상당

수의 함정들이 건조되었고, 1940년부터는 이들의 개장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 잠수함 지원함이었던 11,000톤급의 즈이호(瑞鳳)와 여객선이었던 

17,000톤급 타이요(大應)가 개장을 통해 전력화되었고, 15척 정도가 전쟁 발발 

후에 취역했다.55) 이로써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 1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태평양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

작하였고 이는 향후에 해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주요 수단으로써 운용되었다. 

라. 군비경쟁

우선 태평양 전쟁 전 미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살펴보겠다. <그림 1>을 보면 

1935년 이후로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통해서 1935년부터 양국의 국방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35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193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년도 

부터는 미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일본

의 1935-1940년 사이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산출해 보면 미국은 24%, 일본

은 22%에 해당한다. 전쟁단계이론에서 군비경쟁의 조건은 최소 3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 이상이었으므로 양국은 군비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53) Mark R.Peattie, Sunburst: The Rise of Japanese Naval Air Power, 1909-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pp.238-239

54) MacDonald(1964), pp.42-43.

55) Chesneau(1992), p.173; MacDonald(196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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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일본의 국방비 지출현황 비교(단위: 백만달러)

출처 : William D. O’Neil. “Interwar U.S. and Japanese National Product and 

Defense Expenditure”, The CNA Corporation (2003), p.33.

 <표 3> 미국, 일본의 국방비 지출현황 및 증가율(단위: 백만달러)

년 도 미 국 증가율(%) 일 본 증가율(%)

1935   913 25 1,055  5

1936 1,127 23 1,078  2

1937 1,122 -0.4 1,582 46

1938 1,177  5 1,943 23

1939 1,300 10 2,580 33

1940 2,355 81 3,128 21

평균증가율(%) - 24 - 22

출처 : William D. O’Neil(2003), pp.23-31. 참조하여 재구성

특히 이러한 군비경쟁은 <표 4>를 보면 양국의 해군력 건설에서도 잘 드러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4년 제1차 

빈슨-트램멜 법안, 1938년 제2차 빈슨-트램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군력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며, 매년 해군 예산을 인상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해군 군사비 지출이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워싱턴

/런던조약의 제한으로 잠수함과 항공기의 증강에 역점을 두었고 193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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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주력함이었던 전함 건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중 일본은 

해군 군사비 지출이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미국, 일본의 해군 군사비 지출현황 및 증가율(단위: 백만달러)

년 도 미 국 증가율(%) 일 본 증가율(%)

1935 436 46.9   536 10.9

1936 528 19.8   567  5.7

1937 556  5.2   645 13.7

1938 596  7.1   679  5.2

1939 672 12.7   804 18.4

1940 891 32.5 1,034 28.6

평균증가율(%) - 20.7 - 13.8

출처 :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p.338-342. 

참조하여 재구성

2.�현재의�미중관계�분석

가. 영토분쟁

현재 미국과 중국간 영토주권에 관한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곳은 남중

국해 영유권 분쟁이다. 우선 남중국해에서 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는 1974년부터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를 두고 중국, 대만, 베트남과의 분쟁이고, 두 번째는 황암도(黃巖島, 

Scarborough Shoal)를 두고 중국, 대만, 필리핀의 분쟁이며 세 번째는 난사군

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를 두고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의 분쟁이

다.56) 남중국해는 군사전략적 측면57)과 경제적 가치58)로 인해서 중국 및 인

56)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chieving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a Changing Environment”, Washington, D.C. (2015), p.6.

57)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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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확대 선언을 

야기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서구 열강으로부터 침탈 당한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으로부터 야기되는 군사적 위

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동남부 지역의 외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방 방어를 구축하는 내륙 

방어지역 역할을 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가 중

요하다. 지정학(geopolitics)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있어서 남중국해는 인도

양과 아프리카의 바닷길로 연결되는 주요해협으로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나아

가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남중국해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

양 사이를 왕래하는 전략적 해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수행 상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해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동남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세적 해양전략은 자신이 주도해 온 이 지역의 해양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팽창주의적 해양전략을 방치할 경우,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기반

으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59)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유

권을 둘러싼 분쟁이지만, 동시에 이 해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중대한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미중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이 걸려 있

는 지역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지만,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을 이유로 중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을 정치ㆍ군사적으로 지원

를 내해로 만들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우방국들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8)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이동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천만 배럴에 달한다. 

http://rootasia.org/tag/%ED%99%A9%EC%95%94%EB%8F%84/(검색일자: 2016년 9월 5일)

59) 박창권, “미국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방향,” 전략연구 제57호

(2013),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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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남중국해문제는 동아시아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60)

위와 같이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현재 남중국해 분쟁은 분쟁 당사

국 간의 영토주권 분쟁의 범위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역내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 혹은 전 세계적 규모

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위와 같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미 국방부의 

중요한 도전과제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국제법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평화적인 

해양분쟁 해결 노력을 중국에게 요구함으로써61) 차후에도 양국간 해당지역에

서의 해양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부동맹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미일/한미동맹, 북중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먼저 미국

의 미일동맹을 살펴보면 미일동맹은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양국이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은 핵심 목적은 소련의 팽창적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

었으며 미일동맹은 냉전기간 동안 소련의 아시아 팽창을 성공적으로 막아 냈

다. 1997년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책정 등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 안정자’로서 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하였고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에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적 전략에 적극 호응하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미일동맹은 2009년 들어선 일본

의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잠시 균열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

하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수렴하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62) 이러한 변

화가 집약된 것은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아베 내각이 추

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수용하여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 후방 지원

에 대한 제약 완화 등의 사안에서 일본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미

60) 변창구, “미ㆍ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2016), p.28.

61)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6, 30.

62) 김기주, 황병선,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토분쟁을 둘어싼 일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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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일본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의

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지구 어디에서든 작전할 수 있다고 평가

했다. 때문에 기존까지는 일본 열도에 국한되었던 자위대의 작전 범위는 획기

적으로 확대되었다. 미일의 안보협력은 결국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일본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하였

다.63) 

다음으로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미동맹은 과거부터 한반도에 유효한 안전보장능력을 제공해 왔

고 한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 특히 전후 한미관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였다. 

사실 전쟁 기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다양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 왔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은 가능했다.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만 받아왔던 한국은 1964년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966년 7월에는 주

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주한미군 철군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미관계에 갈등이 있었지만 19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가 창설되면서 실질적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

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

병하기도 하였다. 한때 참여정부 시절에 제기된 한미동맹의 제한된 유효성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나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최

상의 안보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의 전제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안보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64) 

위와 같이 미일/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요인은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정책65)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아

6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65.

64)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국군인쇄창, 2003), pp.16-18; 박병철, “정권교체기 미중관계와 한

미동맹”, 통일전략 제15권 제2호(2015), pp.116-119. 

65)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 의회 연설을 참조할 것.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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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즉 미국이 만들었던 원칙들을 유지함으로

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의 기존 동맹국

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특히 일본, 한국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

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화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 역량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중동맹은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조중 상호방위협정에 기인한

다. 이 협정을 토대로 중국은 6ㆍ25 전쟁에 개입하였고 전쟁 이후에도 북한과

의 군사협력의 틀로써 활용하였다. 북한은 중소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5일 뒤인 1961년 

7월 11일에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는 북

한과의 동맹 형성을 통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던 소련과 중국의 입

장을 잘 활용한 북한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중

국 모두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 노선으로부터 김일성, 마오쩌둥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반공포위망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중동맹은 1970년대 초 시

작된 미중간 데탕트를 전후하여 약화되기 시작하다가 냉전이 종식되고 안보환

경이 변화하면서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느슨해졌고 동맹으로서의 역할도 축소

되었다. 특히, 1992년 중국이 냉전 시 우선시 했던 안보이익보다 경제적 실익

을 위하여 한국과 수교를 체결하자 북중동맹의 공고성은 더욱 약화되었고 북

한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지 않고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결의안에 서명한 점은 북중동맹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과 중국 간 불협화음들이 북중동맹의 와해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한 대미 견제와 유사시 한반도에

의 개입 정당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

문에 북중동맹을 통해 북한을 제도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중동맹에 기반한 체제안정과 대미, 대한국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북중동맹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Austrrl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

/2011/11/17/remarks-president-obama-australian-parliament(검색일자: 201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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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북중동맹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66) 또한 북한의 현재 경제적 상황, 군사적 능력을 고려시 미

일/한미동맹에 비해 북중동맹의 견고성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중동맹은 자동개입조항67)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

지 중국이 요청한다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경쟁관계

1990년대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향후에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

로 미국과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를 저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패권경쟁을 벌

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관련해서 미중간 분쟁 사례와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

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직간접적 군사적 대치를 통한 주요 분쟁은 6

차례 이루어져 왔다. 먼저 2009년 당시 중국 근해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미국 

함정과 중국 선박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성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등 선박 5척이 미국의 정보수집함인 임페

커블(Impeccable)함의 항해를 방해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

인은 “중국의 행위는 대단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의 대변인은 “미국 선박은 중국의 EEZ 내에서 중국의 

핵잠수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제법과 중국법 위반”이라

고 주장했다.68) 이후에 미국은 이지스함인 충훈(Chung hoon)함을 파견하여 

임페커블함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였다.69)

2013년 12월 5일에는 미국과 중국 군함이 5일 남중국해에서 충돌 직전 상

황에까지 이르렀었다. 당시 두 나라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

66) 김기주, 황병선(2013), pp.53-54.

67)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

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군사개입’의 의미는 군사원조국이 

자국의 헌법 절차 즉, 국회동의나 내각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즉각 지원한

다는 의미이다. 강정일,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54호(2012), p.134.

68) “미ㆍ중 함정 남중국해 대치 긴장 고조”, 중앙일보, 2009년 3월 12일. 

69) “美 남중국해에 구축함 파견, 관측선 호위”, 연합뉴스, 2009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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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시점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남중국해

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순양함인 카우펜스(Cowpens)함에 중국의 상륙함이 접

근해왔고 카우펜스함은 이에 무선으로 정지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군

함은 이를 무시한 채 측면에서 카우펜스함 앞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잡아서 두 

군함은 한때 180m까지 근접하였다. 결국 카우펜스함이 항로를 전환하고 물러

서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이후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에 

공해상 위협 행위를 항의했으나 중국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 카우펜스

함이 당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서 중국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충돌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

다. 랴오닝함 전단은 당시 남중국해에서 첫 항모 훈련을 하고 있었고 카우펜스

함를 향해 돌진하던 중국 상륙함도 랴오닝함 전단 소속으로 알려졌다.70) 

이후 2015년 10월 27일에 미국은 이지스함인 라센(Lassen)함을 보내서 중

국이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 건설한 수비환초(중국명: 渚碧礁)

로부터 12해리 이내를 무해통항(innocent passage)함으로써 이 섬이 중국의 

영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

에서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필요한 주권 수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

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외교부장도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함으로써 공연

히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71)고 경고했다.

또한 동년 11월 5일에 카터(Ash Carter) 미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를 순항 

중이던 항공모함 루스벨트(Roosevelt)함에 올라 전투기 이착륙을 지켜봄으로

써 항행의 자유 수호의지를 거듭 과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국방부장은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72)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6년 들어서는 1월 30일에 미국의 이지스함인 커티스윌버(Curtis 

wilbur)함이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의 중젠다오(중국명: 中建島)

로부터 12해리 이내를 항해했다. 커티스윌버함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영유

권 주장 국가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3시간 가량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작전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세 국가의 시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나라 섬이

70) “미국-중국 군함 남중국해서 180m까지 근접했었다”, 한국일보, 2013년 12월 15일.

71) “美해군, 남중국해 中인공섬 근해 진입작전 개시, 긴장 최고조”,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72) “미중 해군 서로 상대 영해 접근, 뜨거운 기싸움”, 한국일보, 201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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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제해양법상 보장된 무해통항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 군함이 허락도 없이 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에도 중국 군대

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미국 해군 구축함인 커티스윌버함이 중국 법률을 위반해 멋

대로 우리 시사군도의 영해에 진입했다”며 “섬의 방위 부대와 해군 군함, 군용

기가 즉각 대응 행동에 나서 식별 조사와 경고, 구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

다. 미국은 이에 대해 2016년에는 분기당 한 차례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변 해

역에서 ‘자유 항행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73) 

이어서 5월 10일에는 미국의 이지스함인 윌리엄 P.로런스(William Porter 

Law rence)함이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永暑礁)로부터 12해

리 이내를 항해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전투기(J-11) 

2대와 순찰기(Y-8) 1대,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척이 미국의 윌리엄 P.로런스

함에 경고를 보낸 뒤 퇴각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윌리엄 P.로런

스함이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유

관 당국이 윌리엄 P.로런스함을 추적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 도서 내의 인력과 시설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

한 반대를 거듭 표명한다”고 강조했다.74)

위와 같이 2009년 이후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분쟁의 주

기가 점점 짧아지고 무력시위를 포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위와 같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사례와 관련된 양국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의 경우 2015년 8월에 발표

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Ais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이

하 ‘아태 해양전략’이라 한다)에서 미국은 신속한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아

태 해역에 전방 전개전력을 더욱 증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 해군은 향

후 5년간 미 영토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함정 규모를 30% 증대하여 전

방 전개능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륙강습함인 아메리카함

73) “美군함 분쟁해역 또 진입, 中 군사대응 경고”, 동아일보, 2016년 2월 1일.

74) “美 군함, 남중국해서 또 ‘항해의 자유’ 작전 실행, 中 전투기 긴급 발진 강력 반발”, 조선일보, 
201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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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 America)을 2020년까지 태평양 지역에 전개시키고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로 일본에,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DDG-1000) 3척75)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17년까지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4

척을 싱가포르에 전개시키고 2척 이상은 상시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해당 해역에서 미 해군력의 현시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력을 호주, 괌 

및 일본 본토에 분산 배치하여 위기 대응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괌

을 태평양의 전략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잠수함을 추가 배치하고 

해병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합동고속수송선을 201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76)

중국의 경우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77)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국은 1985

년 까지는 해상에서의 인민전쟁 수행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안방어 전략을 추구

했다면 1985년 이후에는 거리 측면에서 연안에서 근해로 확장되고 적극성 측면

에서 소극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전환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78) 이는 미

국이 과거부터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군사력을 

현시하고 원하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중국으

로 접근하는 미국 군사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지연시키며 최대한 원거리에서 작

전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해당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국

은 해군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잠수함과 항공모함이다. 

중국은 전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으로 진(晋)급 잠수함을 총 4척, 

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을 약 60척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거리 약 8,000㎞의 

JL-2(巨浪-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진(晋)급 잠수함은 미 본토를 사격 목표로 

75) 최초에는 동급의 구축함 32척을 건조해 취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가의 건조비용 등으로 3척

을 보유할 계획이다. 1번 함인 줌왈트(USS Zumwalt)함은 2016년 10월에 취역하여 2017년말까

지 장착한 무기 성능 실험 등을 한 후 2018년 태평양함대에 최종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美 차

세대 스텔스구축함 줌월트 내달 15일 취역, 태평양 배치”, 연합뉴스, 2016년 9월 8일.

76)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p.20-23.

77) 위협이 본토에 도달전 근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은 

강택민 집권기(1990-2004)와 호금도 집권기(2005-현재)중에 근해방어전략에서 ‘적극적 근해방

어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해는 12해리(영해) 내의 근거리 연안을 의

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근해를 탄력적으로 200해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000해리까지 그 의

미를 확대 해석하여 왔다. 김정현, “한국해군이 지향해야 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

(2009), p.27.

78) 중국의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미국의 관점에서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el)

이라고 부르고 있다.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5),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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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79)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당 잠수함을 하이난(海

南)성 산야(三亞)기지에 배치했다. 또한 5번째 진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이

보다 성능이 뛰어난 3세대 096형 탕(唐)급 핵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80) 

나아가 중국은 항모전단을 갖출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 8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건조하여 시험항해를 거쳐 2012년 9월 실천 배

치하였다. 또한 현재 자국의 설계와 기술로 항공모함을 추가로 자체 건조하고 

있는데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2-3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배치 장소는 

대륙 최남단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기지이며 활동 장소는 남중국해가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81)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82) 위

와 같은 아태해역에서 양국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는 해당해역에서 미

중간 대립에 의한 군사적 갈등을 언제든지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비경쟁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살펴보겠다. <표 

5>를 보면 미국은 2011년부터 국방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국가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12-2013 회계연도부터 예산통제

79) 진(晋)급 잠수함은 JL-2 SLBM 12발을 장착할 수 있다. 현재 JL-2는 사정거리가 약 8,000km로 

예상되며, 사정거리가 기존 JL-1 SLBM의 사정거리 2,700km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JL-2는 복수목표 개별유도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MIRV)탄두 또는 하나의 단일 탄두이며, 향후 위성이나 GPS항법을 이용하여 CEP를 

150∼300미터로 줄이게 되면 매우 위력적인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김덕기, “중국의 잠수함 전

력 증강과 전략적 함의”, 해양전략 제159호(2013), pp.13-15. 

80) “미중, 남중국해 수중서도 치열한 잠수함전, 중, 핵잠 배치”, 연합뉴스, 2016년 7월 11일.

81) 현재 건조 중인 중국의 항모는 영국의 중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과 동급의 전력으로 항모 길

이는 300m 전후, 최대 배수량 6만5000t급 안팎, 속력은 25노트(시속 46㎞)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랴오닝함은 훈련 및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실전용으로는 현재 다롄에서 자국 기술로 건조중

인 신 항모가 실질적인 1번 항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상

하이에서 제3의 항모를 건조 중에 있다. “첫 중국산 항모는 퀸엘리자베스급, 3년내 남중국해 배

치”, 중앙일보, 2016년 8월 29일. 

82) 중국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당사국들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중국해 당사

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51)에 합

의함으로써 관계개선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중국은 그 구체적 행동을 규정하는 후속 조치로서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마련하기 

위하여 ASEAN과 협의하여 왔으며, 2011년 7월에는 ‘남중국해 평화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COC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변창구(201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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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BCA: Budget Control Act)83)에 의한 대규모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은 결

과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국방비가 미국의 약 35%정도 밖에 안되지만 2009

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미국, 중국의 국방비 지출현황(단위: 백만달러)

구 분 미 국 중 국

2009 737,747 137,401

2010 757,992 144,383

2011 748,646 155,898 

2012 706,082 169,321

2013 650,081 182,930

2014 609,914 199,651

2015 595,472 214,485 

출처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base, “Data for all countries from 1988–
2015 in constant USD”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 /Milex-

constant-USD.pdf. 참조하여 재구성(검색일자 : 2016년 9월 8일)

위와 같이 미국의 국방비 감소로 인해 양국간의 군비경쟁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여 앞에서 제시된 양국의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수

행하게 될 양국의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은 눈여겨 봐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먼저 미국은 현재 수상함 91척, 상륙함 30척, 잠수함 81척 등 약 272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약 308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

다.84) 세부적으로 증가 척수는 <표 6>과 같이 핵 추진 항공모함 1척, 핵 추진 

83) 최근 미국은 국가재정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발효된 예산통제법(BCA)과 자동예산삭감(sequester)

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국방비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방비 지출 감소를 위한 예산운영

의 효율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2011년 8월 2일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하고 재

정적자를 감축하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차적으

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2012년부터 10년 동안 9,170억 달러 삭감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2012-2013회계연도 이후 국방비는 대규모 감소되었다. 또한 시퀘스터(Sequester)란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조치’로서 예산통제법에 의해 발효되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방관련 및 비국방 관련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삭감하여 총 1조 2,000억 달러가 자동적으로 삭

감될 예정이었지만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3)에 의거 2016-2017회계연

도로 연기되었다. 김종태, 장지홍, “미국 국방예산운영 효율화정책 동향과 시사점- 전략관리계

획서(SMP)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575호(2015년), p.2, 10.

84)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pp.5-6; “Here’s the Navy’s $81 

Billion, Five-year Shipbuilding Plan”, DoD Buzz, 201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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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9척, 이지스함 10척, 연안전투함 7척 등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감축되

는 추세이나 해군 함정의 척수 및 현대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미국의 함정 건조 계획

Ship type FY17 FY18 FY19 FY20 FY21 Total

Ohio replacement (SSBNX) ballistic missile submarine 1 1

Ford (CVN-78) class aircraft carrier 1 1

Virginia (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2 2 2 2 1 9

Arleigh Burke (DDG-51) class destroyer 2 2 2 2 2 10

Littoral Combat Ship (LCS)/Frigate 2 1 1 1 2 7

LHA(R) amphibious assault ship 1 1

LX(R) amphibious ship 1 1

Fleet towing salvage, and rescue ship (TATS) 1 1 1 1 4

TAO-205 (previously TAO[X]) oiler 1 1 1 1 4

TOTAL 7 8 7 8 8 38

출처 : Ronald O’Rourke(2016), pp.7-8.

다음으로 현재 중국은 <표 7>과 같이 26척의 구축함(21척, 괄호 안의 숫자

는 현대화 척수임), 52척의 호위함(35척), 20척의 신형 초계함, 56척의 상륙

함, 42척의 기뢰함(30척), 66척의 잠수함 등 약 30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

으나 2020년 경에는 약 342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85) 세부적으

로 증가 척수는 항공모함 1척, 핵 추진 잠수함 5척, 구축함 8척, 호위함 6척, 

초계함 10척 등이다. 이에 더하여 표 7의 하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

년경에는 중국 대부분의 함정이 현대화될 전망이다.〔현대화 비율: 디젤잠수

함(75%), 핵잠수함(100%), 구축함(85%), 호위함(85%)〕중국은 국방비 증가 추

세와 함께 해군 함정의 척수 및 현대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85)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2015),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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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의 함정 건조 계획

Ship type 2000 2005 2010 2015 2020

Number

Diesel attack submarines (SSs) 60 51 54 57 to 62 59 to 64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5 6 6 6 to 8 6 to 9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1 2 3 3 to 5 4 to 5

Aircraft carriers 0 0 0 1 1 to 2

Destroyers 21 21 25 28 to 32 30 to 34

Frigates 37 43 49 52 to 56 54 to 58

Corvettes 0 0 0 20 to 25 24 to 30

Amphibious ships 60 43 55 53 to 55 50 to 55

Missile-armed coastal patrol craft 100 51 85 85 85

Approximate percent of moden design

Diesel attack submarines 7 40 50 70 75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0 33 33 70 100

Destroyers 20 40 50 70 85

Frigates 25 35 45 70 85

출처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 sional 

Research Service (2016), p.50.

3.�미중간�전쟁�발발�가능성�전망

가. 미일/미중관계 비교 결과

위와 같이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영토분쟁에 있어서 

두 시기 모두 양국간 영토의 주권행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외부동

맹의 경우도 두 시기 모두 자국 이외의 국가들과 동맹 혹은 이와 유사한 관계

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경쟁관계에 있어서도 최소 6회 

이상의 분쟁을 보여주었다. 다만 군비경쟁 측면에서 미일관계의 경우 뚜렷한 

군비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미중관계의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

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방비 감소 추세에 따라 군비경쟁이라고 단정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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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하지만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해군의 

경우 향후에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전쟁단계이론에 적용해 보면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는 <표 

8>에서와 같이 전쟁단계이론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으므로 4단

계(전쟁 발발 가능성: 90%)에 해당하고 현재의 미중관계는 군비경쟁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고 그 외의 요소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8> 전쟁단계이론 적용을 통한 전쟁 발발 가능성 분석

구 분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 군비경쟁
전쟁 발발 가능성

(5년 이내)
위험단계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
○ ○ ○ ○ 90% 4

현재의

미중관계
○ ○ ○ × 55% 3

하지만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55%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중관계에는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는 다른 부분, 즉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중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살펴

보겠다.

나. 제한요소를 고려한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제한요소로 먼저 지도자들의 인식이다. 왈츠(Waltz)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

한 공격적 충동, 어리석음, 선입견 등으로 인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국

가들이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전쟁 수행을 결정하는 정치지도자, 군부지도자들의 존재를 의미한다.86) 

실제로 1930년대 당시 일본이 전개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육군성, 해군성의 중견 막료들이 영미 협조체제로부터

의 이탈과 미국, 영국, 소련을 상대로 전쟁 결정을 주도해 나갔다. 이들은 공통

86) Kenneth N.Waltz, Man, the States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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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초급 장교 시절에 제1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장차 전쟁은 국가의 인

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

해서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략 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명치헌법상 군부가 천황과 직결되는 통수권의 통치 구조로 인해 

군부를 제어할 정부의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점87), 외교 및 군사정책 결정 과

정의 최고책임자인 명치천황과 소화천황이 육/해군 중견층의 전쟁 결의를 적

극적으로 제어하지 않았던 점이 더해져서 군부 중견층의 호전론이 실제의 개

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88) 

위와 같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는 일본에 제재를 가하여 사전에 일본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지 않고 중국 원조 확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력 정책을 통해

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

금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전쟁 이외의 다른 대안 선택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

한 미일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획득한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의 포기를 요구하

며 만주 이남으로 일본군 전면 철수를 주장한 미국의 헐 노트(Hull Note)는 일

본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일본의 개전 결심에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당시 미국 지도자들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대아시아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였고 이는 태평양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89)

위와 같이 태평양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었던 과거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

과는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상호 인식은 양국의 경쟁에도 불구하

고, 세계적 공동 이익에 기초해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0) 

2010년 이후의 미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양국관계가 상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갈등 요소들을 잘 통제된 상황에서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중간 협력적 관계는 2013년 오바마 

87) 당시 일본의 육/해군을 지휘한 것은 내각총리대신 같은 민간 정치지도자가 아닌 일본 천황이었

다. 통수권은 군대의 지휘 및 통솔, 즉 군령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통수권 독립은 

일본 군부에게 정부보다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통수

권 독립은 1889년 공포된 명치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았으며 해당헌법 제11조는 육/해군의 통수권

이 천황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군의 작전 등 군령 분야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

다. 반면에 군은 천황의 재가만 받으면 정부의 동의없이 군대를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었다. 황

병선, “민군관계와 군사전략의 공세성”, 한국군사학논집 제70권 제2호(2014년), pp.39-40.

88) 박영준, “인간, 국가, 국가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국제정치논총 제45권 제4호(2005년), 

pp.264-265.

89) 장은상, “태평양전쟁의 원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3.

90) 최우선,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주요 국제문제 분석 No.2015-50(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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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

다. 2013년 6월에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양국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새롭게 정의하고 과거의 갈등적인 대국관계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으

로 대처하는 협력적인 대국관계를 지향할 것에 합의했다.91) 물론 최근 양국간

의 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중관계는 협력

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고 판단된다.92)

두 번째 제한요소로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이다. 국가간의 교류는 상

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타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한 영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다른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일단 통합에 들

어올 경우 이탈 비용을 증가시켜 통합의 과정은 쉽게 중단되지 않는다. 미중간 

경제교류는 상호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므로 이러

한 이해관계가 분쟁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93) 이는 양국이 갈등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미중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적

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 

규모는 약 3.5배 증가하였고, 중국 자본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는 약 20배 증가

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에게 미국은 최대 무역 시장이고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

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94) 

세 번째 제한요소로 핵무기 보유이다. 과거에는 무기의 50%는 전쟁 억제를 

위한 것이고 50%는 실제 전투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핵무기의 파괴적 

가능성은 이를 95%의 전쟁 억제 기능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핵무기는 군대의 

무기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95)

현재 미국은 7,000개 이상, 중국은 2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6) 미국에 비해 열세인 핵 분야에서 억제력을 높이기 위

해 중국은 대륙간 탄도탄과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에 

91) 김동수, “미중관계와 신동북아 질서”, CHINA 연구 제18집(2015), pp.68-69. 

92) 최우선(2016), p.7.

93) James L.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38 (1994/95), pp.28-39.

94) 김원모(2016), p.164.

95) Jerram Barrs, Who are the peacemaker?: The Christian Case for Nuclear Deterrence 

(New York: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1983), p.43.

96) SIPRI, SIPRI YEAR BOOK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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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97) 또한 양국의 핵무기 사용 의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필요시 

핵 사용의 위협을 통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며 중국 역시 미국이 

핵을 먼저 사용할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며 미국의 핵공격에 보복할 수 있을 정

도의 핵 능력만을 보유하고자 한다.98)

따라서 핵무기의 존재가 냉전 기간 동안 미소간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미중간 핵무기 보유 및 사용에 관한 상호간의 의도만 

잘 전달된다면 상대방의 전쟁 수행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네 번째 제한요소로 미중간 전쟁 발생시 상호간에 입게 될 피해 규모이다.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표 9>와 같이 2016년 8월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과 관련된 연구보고서(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2015-2025년 

사이에 양국간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이 향상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해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할 수 없고 결국에 양국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계속 가하

게 되며 어느 쪽도 패배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99) 또한 양국이 

1년간 격렬한 전쟁 후 지불하게 될 경제비용으로 교역량 감소 [미국: 양자무역

(90%), 중국: 양자무역(90%), 역내무역(80%), 전체무역(50%)], 소비 감소(미

국/중국: 4%), 해외 직접투자의 감소(미국: 90억 달러, 중국: 5억 달러), 국내

총생산 감소(미국: 5-10%, 중국: 25-35%)를 제시했다. 즉 양국간 전쟁은 승

자도 패자도 없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97)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 

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2013), p.6.

98) Gregory Kulacki, “The Risk of Nuclear War with China: A Troubling Lack of Urgency”,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6), p.7.

99) David C. Gompert,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RAND 

CORPORATION (2016), p.67. 미중 전쟁은 동아시아의 서태평양에서 진행되며 핵무기를 사용

하기보다는 재래식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의 발달로 중국의 반접근/지

역거부 능력이 향상되어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피해는 중국보다 적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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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중간 전쟁(1년간 격렬한 전쟁) 후 발생할 경제비용

Estimated Economic Costs After One Year of Severe War

Category U.S.Costs Chinese Costs

Trade 90 percent decline in

bilateral trade

90 percent decline in bilateral trade

80 percent decline in regional trade

50 percent decline in global trade

Consumption 4 percent decline 4 percent decline 

Income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asset 

loss excluded)

$9 billion loss $500 million loss

Effects on GDP Could decline by

5-10 percent

Could decline by 25-35 percent

출처 : David C. Gompert(2016), p.48.

이상과 같이 지도자들의 인식,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핵무기 보유, 

전쟁 발생시 입게 될 피해 규모에 관한 사항은 양국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앞의 전쟁단계이론에 적용한 미중관계

는 3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되지만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양국간에 사전 계획된 전쟁 발발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양국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양국이 

연루된 영토분쟁, 외부동맹, 관련 해역에서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 향

후 해군 함정 증강 계획 등을 고려시에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관련

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미숙한 위기 대응은 양국간 적대행위로 발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Ⅳ.�결론

과거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전쟁단계이론에 적용

하여 비교해 보았다.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 측면에서는 양국간 공통점

을 보였지만 군비경쟁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태평양 전

쟁 발발 약 5년 전부터 미일 양국은 국방비 및 해군 군사비를 급속하게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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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반면 현재 미국은 예산통제법의 영향으로 국방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록 중국이 매년 꾸준하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미중관계에서는 군비경쟁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군 함정의 건조 

계획은 눈여겨 봐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미중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도자들의 인식,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핵무기 보유, 전쟁 발생시 입게 될 피해 규모를 

살펴보았다. 비록 전쟁단계이론의 적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미중관계는 3단계

(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되지만 위의 4가지 요소를 고려시에는 양국간 

전쟁 발발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국간의 전쟁 발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양국 모두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며 

서로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양국간 전쟁 발발을 

‘있을 법하지 않은 일’(Unthinkable)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미숙한 위

기 대응은 양국간 적대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피해 규모를 고려시에 미중간 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향후 요구되는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위기

상황 관리능력 배양이다. 위기상황시 미중간에 상대방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군

사적 대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갈등을 억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오인을 줄여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 2014년 9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공중 및 해양에서

의 우발적 조우 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the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합의가 양국 군 

함정 및 항공기의 해상과 공중에서 안전을 증대시키고 양국 군사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100) 합의서에 부칙으로 포함된 함정간 

10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 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November 12, 2014), Section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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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에서는 양국 군용함정이 해상에서 조우 시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과 행동의 협조를 통하여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1) 

마지막으로 양국 해군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이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훈

련102) 참가, 다자간 해군 회의, 해군 함정 상호 방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의 

추진 등은 양국 해군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상호 의심을 방지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101) AnnexⅡ,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 Section Ⅲ, 

Ⅳ. 구체적 행동절차는 대부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및 CUES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102)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이어서 2016년에도 미국 주도의 RIMPAC 훈련

(Rim of the Pacific Excercise)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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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pect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by Comparing of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Ⅱ

Era and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Kim Tae-sung*103)

 

This paper aims to use crossover analysis to uncov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Ⅱ era and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and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by applying the steps to war theory. 

The steps to war theory argue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two states within five years would approach 90 percent, if they have 

ongoing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and arms race.

The comparison exposes some similarities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but reveals dissimilarities with arms rac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Ⅱ era had the arms race, which does not exist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The result of comparison i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correspond to third stage(Risk Level). it mean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55%. But, 

There are four elements(① Perception of Leader ② Mutual dependence of 

economy ③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④ Ravages of war) that reduce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Considering the four elements,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a slim chance. Bu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 Leutenant Commander, Republic of Korea Navy, ROK Nav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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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excluded because of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So, This paper suggests three points.(① Developing military 

options ② Reducing the misconception of intend, ③ Promoting navy exchanges) 

to prevent of Outbreak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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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북한은 UFG 기간 중인 지난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한ㆍ미는 

KN-11, 북한은 북극성-1로 호칭)을 발사하였다. 이번 SLBM 발사는 고각(高

角)으로 발사되었으며 500km 정도를 비행하여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정상 각도

로 발사되었다면 1,000km 이상, 고체연료를 가득 채워 발사되었다면 2,000km

까지도 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이
며, “우리가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

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1) 

지난 2016년 4월 23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약 30km를 비행했을 때만 

하여도 우리 군은 북한이 SLBM의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비행기술은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신중한 입장이었

다. 하지만, 불과 4개월 후인 8월 24일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SLBM 발

사에 성공하였고, 국방부는 SLBM의 실전배치가 1~3년 내 임박한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를 구축

하고, 한ㆍ미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과 신뢰

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SLBM 기

술진전을 보면서, 이제 곧 북한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상용 미사일(스커드, 노

동, 무수단 등)과 달리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침투

하여 일격을 가하는 특성상 일단 잠수함이 잠항하면 공격의도를 확인하기 제

한되며, 탐지/추적 및 타격이 매우 어렵다. SLBM 단 한 발만으로도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우리 군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잠수함과 SLBM 개발경과를 분석하고, 현재 북

1) 신보영, “김정은 核공격 군사대국...美 추가제제”, 문화일보, 201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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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확보한 SLBM의 기술적 수준과 위협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은 이

미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상용 탄도미사

일과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도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SLBM 개발에 계

속 집착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을 바

탕으로 북 SLBM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향을 ①대잠전력 조기확충을 

통한 수중 킬체인 구축, ②해상 탄도탄 요격체계 구축, ③한ㆍ미ㆍ일 연합 방

위체제 발전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자

료의 보안성이 요구되어, 비밀내용은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에 

의한 서술적 접근방법으로 국내외 국방 관련 각종 전문서적과, 연구자료 및 북

한 SLBM 발사와 관련된 사실(fact) 위주의 국내외 언론매체 자료(방송, 뉴스, 

논단 등)를 주로 참고하였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Ⅱ.�북한의�SLBM�개발�배경과�경과
 

1.�북한의�핵�위협�

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8월 미국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의 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일본천황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전쟁

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 날 투하된 원자폭탄의 파괴력으로 반경 2km까지는 풀 

한 포기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타 없어졌으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양은 지구를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양이지만, 치명적인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전쟁에 사

용된 사례는 없으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곧 공멸할 것이다. 한국국방

연구원(KIDA)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 서울에 20kt급 핵무기를 발사하여 지면폭

발 시 24시간 이내 90만명이 사망하고, 136만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검토결과가 있다.2) 이처럼 북한이 핵을 이용

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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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은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

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핵무기라는 것이 핵폭

발을 일으키는 탄두만 있다고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탄두를 목표로 하는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투발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수단의 대표적인 것 3가

지를 ‘핵 전력 삼위일체(Nuclear triad)’라고 부르는데 바로 전략 핵폭격기, 대

륙간 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다.3) 위 3

가지의 투발수단 중 전략 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정찰위성, 

지상의 대공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사전 징후가 탐지 가능하다. 

하지만, 잠수함은 일단 심해로 잠항하게 되면,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고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SLBM을 장착

한 잠수함은 적의 핵 선제공격으로부터 생존하여 제2격(The second strike)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4)의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 핵 개발의 최종목표는 바로 SLBM의 완성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제전략에 기반을 두고 모든 핵무기를 SLBM

으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비록 핵탄두 수는 열세지

만, 그들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몇 개 도시 정도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대에게 확신시켜 적의 공격의지를 분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북한 역시 최소의 비용으로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인 SLBM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올해 제 

4/5차 핵실험, SLBM 시험 발사 등을 포함하여 핵ㆍ미사일 발사를 20차례 실시

하였다.5) 국제사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 도발하는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때 SLBM의 실전배치는 수년 내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북한의�잠수함�개발�경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1960년 위스키급 잠수함을 도입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하였다. 1976년 신포와 마양도 조선소에서 로미오급 3

3) 양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어떤 무기인가?”, 통일한국, 제378호(2015년 6월), p.33.

4)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개의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보복 능력만 구비하면 대규모 핵무기를 구비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

는 전략.

5) 김지훈,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핵ㆍ미사일 도발 19차례”, 뉴시스, 2016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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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을 자체 건조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매 14개월마다 한 척씩 건조해 왔

으며, 로미오급은 총 23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어급 잠수함은 1997

년 이후 건조를 시작으로 총 38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고급은 1960

년대부터 건조한 이래 총 23척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은 총 

70~80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2~3배에 달한다.6)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정)이 대부분 크기가 소형이고,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유지비용 등으로 실제 운용하는 데 많은 제약사항이 있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한반도 동ㆍ서ㆍ남해의 복잡한 해양환경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능ㆍ수동 소나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기에는 많은 한

계가 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해상경계 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

격된 것처럼 북한 잠수함(정)의 위협은 우리 해군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존의 R급/상어급/유고급 등 구형 잠수함(정)은 SLBM을 탑재할 수 없는 

구형 잠수함이다. 2014년 11월 북한 군사문제에 능통한 조셉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는 북한 관련 군사전문사이트인 ‘38north’에 “북한 함경남도 신

포의 잠수함 전용 조선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을 통

해 목격되었다.”고 기고하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는 공론화되었다. 이 

신형 잠수함은 러시아가 운용한 골프급 디젤잠수함을 도입하여 이를 해체하고, 

역설계 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포급(Sinpo-class) 

잠수함으로 명명되었다.7) 

골프급 디젤잠수함은 ‘Project 629’라는 명칭으로 구소련이 개발 및 사용했

던 잠수함으로 배수량은 2,000톤에 불과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디

젤잠수함으로 개발되었다. 3개의 SLBM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기 위해 선체 중

앙의 함교탑(Coning tower) 공간을 활용하는 매우 독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각종 사진/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탑은 크기는 대략 4.25×2.25m로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SLBM을 1

개 정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 

6) 이인균,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 대잠전 발전방안”, 해양전략 제161호, p.172.

7) Joseph S. Bermudez, “North Korea’s SINPO-class sub”, http://38north.org/2015/01/

jbermudez010815.

8) IHS, “North Korea modernizes submarine fleet”, Jane’s Intelligence Review, http://ih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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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SLBM�개발�경과

1) SLBM 개발 배경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SLBM 개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SLBM의 개발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SLBM 개발 동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연구자료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의 SLBM의 개발

에 대한 근원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인정받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

이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라 강대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보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

만 북한은 지상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핵 투발수단에 대한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핵 

보유국(Nuclear-armed state)의 지위9)를 기정사실화하고, 외교적으로 유리

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판단된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군축협상 등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를 보장받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SLBM은 북한 협상의 ‘비장의 카드

(Joker)’가 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우상화 추진 및 정권의 내부 결속을 위한 국내적 카드이다. 

김정은은 젊고 정치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

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였고, 최근 8월에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

사가 탈북하는 등 불안정한 정치체제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은 정권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내부적 성과가 별

9) 미군축협회(ACA)와 핵위협구상(NTI)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

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

로 인정받았다.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의 개발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나 인도, 파

기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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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없는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SLBM 사출시험 성공과 신포급 잠수함 

건조 등을 최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 김정일의 대업을 이어

받아 서방의 강대국이 보유한 전략무기인 SLBM을 개발 성공한 김정은을 우상

화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결속을 다지려는 내부적인 의도로 평가된다.

셋째, 은밀한 핵 투발수단이 필요했다. 지상용 탄도미사일은 대규모의 발사

장 또는 이동식 발사대(TEL)가 필요하고 사전 발사 준비과정에서 한ㆍ미 ISR 

자산 등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SLBM의 경우 일단 잠수함이 잠항하

고 나면 공격준비 과정을 사전에 탐지하기란 현실상 어렵다. 이처럼 북한은 우

리 군의 킬체인 및 KAMD 무력화를 위해 은밀한 핵 투발 수단인 SLBM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ICBM은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협상용인 반면에 SLBM은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이다. 위에서 

언급된 개발배경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SLBM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며,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2) SLBM 개발 과정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SLBM 개발에 집중해 온 것으로 보이며, 

2014년 10월에 육상에서 SLBM 사출시험(launch)을, 2015년 1월에는 해상에

서 두 번째 사출시험을 실시하였다. 한ㆍ미 당국은 이를 KN-11(북한명칭:북

극성-1)으로 명명하고, SLBM 개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였다. KN-11의 공개

사진들을 보면 무수단과 외형적으로 유사한데, 구소련의 R-27(SS-N-6)을 바

탕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4월 22일과 2015년 5월 8일 연이어 SLBM 사출시험을 감행

하였다. 특히, 5월 8일 사출시험은 해상에서 실시하였으며 김정은이 직접 현장

지도를 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북극성-1’이라고 표기된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강조하

였다. 하지만, 미 정보기관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잠수함이 아닌 수심 몇 미터 아래 잠겨 있던 바지선에서 미사

일 모의탄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10) 2014년 후반에 진수

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불과 6~7개월 만에 탄도탄 실험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10) 전경웅, “北 SLBM, 잠수함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다?”, 뉴데일리, 201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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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을 

잠수함 전력화는 2~3년, 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기술 완성은 4~5년 후 

가능한 것으로 다소 낙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다.11)

2015년 11월 28일 개발 중인 신포급 잠수함을 동원하여 북한은 추가적인 

수중 사출시험을 하였다. 사출시험 결과는 미사일 궤적이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된 것으로 볼 때 실패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

만, 계속되는 수중 사출시험을 통해 북한은 수중 사출의 중요한 기술인 콜드런

치에 대한 많은 기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이란 발사관 내에 장착된 가스발생기를 통해 미사일을 일정 고도로 밀어

내고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을 말하며, 사출 후 점화에 실패할 경우 잠수함 

선체에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핫런치(Hot launch)보다 적은 

공간이 사용되고, 안정성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로 개발이 가

능한 장점이 있어 SLBM 탑재 잠수함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2016년 4월 23일 북한은 신포 동북방 해상에서 SLBM 수중 사출시험을 실

시하였다. 북한 조선통신은 이날 SLBM 수중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주장하면

서, ①사출시험, ②고체연료 사용, ③로켓동체의 분리, ④핵 기폭장치 작동 

등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시험

발사를 지켜본 뒤,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비수

를 꽂을 수 있게 됐다.”며 역사적 성공을 자축했다고 한다. 이번 발사에 대해 

합참은 “비행거리가 SLBM 최소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치는 30km에 불

가하였다.”며 실패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콜드런치 기술의 진전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번 사출시험은 SLBM

이 뿜어내는 불꽃의 색상과 폭이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5

월 발사 시에는 미사일 화염의 색깔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띠고 있었으며, 폭

이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액체로켓 엔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

만, 2016년 4월에 발사한 미사일은 폭이 넓고 화염의 색깔이 비교적 흰색에 가

까운 것을 볼 때 안정적인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가

적으로, 2015년 5월에는 발사각이 74도 정도였지만 2016년 4월에는 거의 수직

11) 유정인, “군, 북 2~3년 내 SLBM 탑재 잠수함 전력화”, 경향신문, 2015년 5월 11일.

12) 박성진, “SLBM 시험장면 하루만에 공개...북, 핵능력 ‘보여주기’ 올인”, 경향신문, 2016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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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사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SLBM 발

사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13)

2016년 8월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2일차에 북한은 신포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시험 발사하였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0km로 약 

500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 인근에 떨어졌으며, 종전 최

대 비행거리(30km)를 4개월 만에 15배 이상 증가시켰다.14) 특히, 이날 발사된 

SLBM은 일본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각(高角) 발사를 하여 

사거리를 500km로 짧게 조정하였으며, 정상 발사하였다면 1,000km 이상 까

지도 비행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5)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SLBM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중

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이고,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

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고 언급하였다.16) 

사거리 500km 정도의 SLBM은 북한 전역에서 주한미군 기지와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항구 및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북한 영해에서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만

약,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서태평양 쪽으로 은밀히 이동한다면 괌 미군기

지를 포함한 미국의 본토까지도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분 4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국내 북한 미사일 전문

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에 비해 점화 타이밍이 빨라지고 전체

적으로 연결이 매끄러워 보이며, 특히 고체로켓의 추력이 대단한 것으로 판단된

다.”17)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기술의 진전을 시사했다. 2016년 8월 발사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미사일 하단부에 ‘그리드 핀(Grid pin)’을 부착한 것이다. 과

거 소련이 채택했던 구식 기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은 그리드 핀을 통해 

SLBM의 자세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평가되었다.18)

13) 김혜경, “38노스, 북 SLBM 나름 성공적”, 뉴시스, 2016년 4월 26일.

14) 김귀근, “북 SLBM 고각으로 발사...정상각도라면 사거리 1천km 이상”, 연합뉴스, 2016년 8월 

24일.

15) 유용원, “동⋅남해 침투, 사드 피하고 마하 10 낙하...패트리어트도 요격 못해”, 연합뉴스, 
2016년 8월 25일.

16) 조영빈, “북 김정은 SLBM 성공중의 성공...미 우리 손아귀에”, 한국일보, 2016년 8월 25일.

17) 채병건, “북 SLBM 기술 진전...3~4년 내 실전배치”, 중앙일보, 2016년 4월 25일.

18) 정용수, “500km 비행 SLBM, 이전에 없었던 그리드핀 8개 보였다”, 중앙일보, 201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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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LBM 기술력 평가 및 향후 전망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구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SLBM 기

술을 획득, 2000년대 초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수십여 차례의 지상ㆍ수중 사

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의 SLBM 

기술력과 전력화 시점을 평가하는 것은 대응방책을 수립하는 우리 군의 입장

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상 SLBM의 전력화는 ①지상사출→②수중사출→③
시험발사→④초기비행→⑤전력화의 5단계로 구분되며 주요 요구 조건은 

<표 1>과 같다.19) 

<표 1> SLBM 전력화 단계

구  분 주요 요구 조건

 ①지상사출
Ÿ SLBM 수직발사 발사대를 지상에 만들어 사출시험

Ÿ 부두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발사관 설치 후 사출시험

 ②수중사출
Ÿ 잠수함을 수중으로 이동, 잠수함에 설치한 발사관을 통해 

  미사일 보호캡슐을 물 위로 발사

 ③초기비행
Ÿ 발사관을 빠져나온 SLBM이 캡슐에 담겨 부력에 의해 수면위로 상승

Ÿ 캡슐이 깨진 후 점화, 공중으로 상승(콜드런치 기술 완성)

 ④시험발사
Ÿ SLBM이 수중 잠수함에서 이탈 후 로켓 추진장치 작동

Ÿ 목표물을 향해 장거리 비행(최소 300km 이상)

 ⑤전 력 화 Ÿ 유도장치를 탑재한 SLBM이 장거리 타격능력 보유

이번 2016년 8월 발사한 SLBM이 사거리 500km를 안정적으로 비행한 것

으로 볼 때 북한의 SLBM 기술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력화 

단계별 주요 요구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총 5단계의 SLBM 전력화 과정 중 4단

계까지의 기술력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8월 29일 국방위

원회 현안보고 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향후 1~3년 정도 기간 내로 SLBM을 

전력화할 것으로 평가된다.20)

SLBM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북한은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잠수함 건조와 핵탄두의 소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00톤

급인 신포급 잠수함은 규모가 작아 SLBM을 사실상 한 발만 탑재 가능하고 연

19) 이영재, “北 SLBM 발사에 고체연료 사용한 듯, 안정적 발사 가능”, 연합뉴스, 2016년 4월 4일. 

20) 이재은, “北 SLBM 1~3년 내 실전배치...미국 본토 타격 가능”, 조선일보, 201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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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사가 불가하다. 잠수함의 특성상 발사와 동시에 자신의 위치가 개략적으

로 노출되기 때문에 SLBM 한발만 가지고 실전운용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

다. 김정은은 “북한 건국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관을 2~3기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고 지시21) 한 것처럼 북

한은 SLBM을 다수 탑재 가능한 3,000톤급 이상의 대형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것이다. 신포급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으로 주기적인 스노켈로 SLBM과 같은 전

략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ㆍ미ㆍ일 ISR 자산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 시 전략적 목표 달성 실패는 물론이고, 잠수함 자체의 생존성에도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은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디젤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은 오랜 기간 수중항해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

수함 개발을 최종목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북한의 SLBM이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SLBM에 탑재

할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이 완성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연간 

40kg 정도의 HEU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SLBM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남은 기술적인 문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폭발

력을 갖추면서도 무게가 500~600kg 정도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

이다.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고폭시험을 100여 회 이상 실시하였다. 인도ㆍ파

기스탄도 첫 핵실험을 한 지 2~7년 후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전례를 볼 

때 이미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최종단계 실험에 돌입한 것으로 군사전문가들

은 평가하고 있다.22) 

최근 2016년 9월 9일 북한은 풍계리 일대에서 5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실험은 그동안의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10kt 규모로 추정되고,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통상 3년의 주기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4차 핵실

험 이후 8개월 만에 핵실험을 자행한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

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런 북한의 시도는 소형화된 핵탄두가 SLBM에 탑재

되어 전력화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SLBM 기술력은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발속도 또한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

21) 박태훈, “김정은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발사관 2~3개의 신형 잠수함 건조지시”, 세계일보, 
2016년 8월 26일.

22) 박병진, “북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나...실전배치 현실화 주목”, 세계일보,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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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SLBM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

며, 대응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Ⅲ.�북한�SLBM�개발의�전략적�함의

현재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표 2>와 

같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

스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까지 총 6개국이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발사한 SLBM을 전력화할 경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을 

개발한 국가가 되게 되는 셈이다. 

<표 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보유 현황23)

국가(척수) 함형(척수) 수중톤수(톤) 길이/폭(m) SLBM(탑재수량) 사정거리(km)

미국(14) 오하이오급(14) 19,000 170.7/12.8 Trident-IID5(24) 12,000

러시아(13)

타이푼급(1)

델타-Ⅳ(6)

델타-Ⅲ(3)

보레이(3)

26,925

13,711

13,463

19,711

171.5/24.6

  166/12

  160/12

 170/13.5

SS-N-20(20)

SS-N-23(16)

SS-N-18(16)

SS-N-30(16)

8,300

8,300

6,500

8,300

영국(4) 뱅가드(4) 15,980 149.9/12.8 Trident-II D5(16) 12,000

프랑스(4) 르트리옹팡(4) 14,335   138/12.5 M-45(16) 6,000

중국(5)
진급(4)

시아급(1)

 8,000

 6,500

  137/11.8

  120/10.0

JL-2(12)

JL-1(12)

8,000

2,150

인도(1) 아리한트(1)  7,000   120/14.0 Sagarika(12) 750

북한(1)/

추정
신포급(1)  2,000 67/6.6 개량형 SS-N-6(1) 2,500~3,000

북한이 SLBM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많은 위

협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군사전문가

들의 많은 분석자료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잠수함의 은밀성

23) Jane’s Fighting Ship 2014-2015과 군사전문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94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을 바탕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는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된다. 둘째, 북한이 제2격(The second 

strike)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자

체 핵무장론 등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굳건했던 한ㆍ미 동맹을 우

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해 우리 군이 추진했던 킬체인 및 KAMD 전략으로는 SLBM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위와 같은 전략

적 함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SLBM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북한의�최소억제능력�확보

북한은 스커드ㆍ노동ㆍ무수단 등 약 1,000여 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

유하고 있고, 짧은 종심의 우리나라를 지상무기로도 충분히 공격 가능한 상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SLBM 개발이 북한의 핵전략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 가

능하여 선제타격하거나 발사 시 방어와 요격이 가능하다. 물론 기습공격이나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겠지만, 사전 공격징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가능하고, 발사 

이후 공중에서 요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잠수함의 경우 일단 물속으로 잠항하고 나면 존재자체를 발견하기

가 어려워 공격의도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군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지낸 김혁수 예비역 제독은 “아무리 조악한 잠수함이라도 일

단 물속에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했다.24) 이처럼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게 된

다면, 한⋅미 연합전력의 어떠한 공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복수할 수 있는 제2

격(The second strike)의 능력을 보유한 “최종 핵병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큰 제1격(First strike, 선공)과 제2격 능력을 구비한

24) 정용수, “북 ICBM은 협상용, SLBM은 치명적”, 중앙일보, 2016년 4월 26일.



북한 SLBM 위협과 대응방향 / 문창환  95

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 미국의 1~2개 도시를 핵공격한다고 위협 시

에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고려하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다. <표 3>에서 제시하듯 핵전략에서는 이것을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이라고 부른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개의 도시

를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보복 능력만 구비하면 대규모 핵무기를 

구비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25) 

<표 3> 억제전략의 비교

대응방법 기 본 개 념 적용국가 특  징

최대억제 공격보다 더욱 큰 보복으로 위협 미국, 소련 군비경쟁 유발

최소억제
공격보다 작지만 결정적인 

목표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

영국, 프랑스,

북한

최소 비용으로

효과 달성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대 핵보유국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수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SLBM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핵잠수함에 SLBM을 나눠서 싣고 세계의 바다를 은밀하게 다니며 본국

이 핵공격을 받으면 이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으로 상대의 주요 도시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6) 북한은 현재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실현 

가능한 최소억제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협상의 레버리지

(leverage)로 활용할 것이다.

2.�미국의�확장억제�및�한ㆍ미�동맹의�위기

우리 군은 한ㆍ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킬체인과 KAMD를 발전시켜 북한의 핵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1978년

부터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을 제공해 왔으며,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SCM부터는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를 북한

25) 박휘락, “북핵 위협과 안보”, 북코리아, p.261. 2016년.

26) 영국은 뱅가드급(SSBN) 4척, 프랑스는 트리옹팡급(SSBN) 4척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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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위협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27)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동맹국

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

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이다.28) 즉, 북한이 도발한다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충분히 보복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정권을 무너트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적의 공격의도

를 분쇄하고 공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전략개념이다. 이러한 확장억제 개념하

에 한ㆍ미는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수립하고, 탐

지(Detect)ㆍ교란(Disrupt)ㆍ파괴(Destroy)ㆍ방어(Defend)의 ‘4D 작전개념’으

로 작전개념을 구체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전력화를 통해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했다면, 미국이 

확장억제를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북한

은 미국이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지원할 경우 미국 본토의 주요 도시 또는 주한

미군⋅주일미군에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SLBM의 사거리는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

고 있으므로 미군이 일본기지를 사용하는 데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하며, 결과적

으로 국지도발이나 전면전시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의 지원을 신속히 받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제 한⋅미 동맹에 의

존하지 말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전술핵 배치 등의 독자적인 대

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9월 9일 북한

의 5차 핵실험 이후 계획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의 B-1B(랜서) 전략폭격기

의 비행이 기상악화로 연기되면서, 실제 북한의 위협이 당면했을 때 미국의 확

장억제 자산이 정말 지원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9)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나 

국회, 정당에서 계속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은 평시 한⋅미 동맹의 견고

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확장억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형성이 계

27) 국방백서 2014. 국방부.

28) 전성훈, “한ㆍ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의 의미와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10-39.

29) 유용원, “바람 분다고 못 뜬 美 폭격기...한계 고스란히 드러난 핵우산”, 조선일보, 201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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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면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한⋅미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생긴다면 한⋅미 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SLBM 개발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확

장억제와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

가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3.�킬체인�및�KAMD�전략�수정�필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킬체인은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

여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의미한다. KAMD는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 등으로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패트리어트 및 M-SAM, L-SAM 등으로 요격한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짧은 종심의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구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한미군 THADD 1개 포대를 배

치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육상에 고정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THADD와 같은 탐지/요격체계

는 개전 초 적의 공격에 피격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특정고도(고고도)에서 

의도적으로 핵탄두를 폭파시키는 EMP 공격을 감행 시에는 종말단계 요격체계

로는 대응이 불가하며, 우리 군의 C4I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30) 

또한, 그린파인레이더 및 새로 도입될 THADD의 AN/TPY-2레이더는 북쪽(약 

120도 정도)을 탐지하고 있어 북한 잠수함이 레이더망을 우회하여 탐지 사각지

대에서 SLBM을 기습 발사하면 현 KAMD 전력으로는 요격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8월 24일 발사된 SLBM은 해상 50km 상공에서 마

하10의 속력으로 낙하한 것으로 분석되어 마하 14까지 요격 가능한 THADD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THAAD는 자신이 탐지한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는 특성상 레이더 탐지권 밖에서 발사되는 SLBM에는 대응이 불

가능하다.31) 

30) 이춘근,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 STEPI Insight 제189호,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2016년 5월.

31) 유용원, “동남해 침투, 사드 피하고...마하 10낙하, 패트리엇도 요격 못해”, 조선일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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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SLBM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후방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배치, 주한미군 THAAD 배치 및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대응능력을 점차 증

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SLBM이 1~3년 후면 전력화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일정기간 대응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상용 레이더 음영구역

에서 발사된 SLBM을 이지스함으로 탐지/요격하는 해상기반 탄도탄 요격개념 

등의 전략개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Ⅳ.�우리�군의�대응방향

1.�수중�킬체인�보완을�통한�대잠전�수행능력�강화

2015년 5월 북한의 SLBM 도발 이후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연

합사령관은 SLBM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육상 고정표적이나 

TEL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킬체인 개념으로는 SLBM이라는 신규 위협을 적

절히 대응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수중 킬체인’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

재 군에서 구상중인 수중 킬체인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SLBM 잠

수함이 기지에 정박해 있거나 출항한 직후에 타격하는 개념이고, 2단계는 수중 

침투하는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하는 것이며, 3단계는 북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된 직후 탐지 및 요격하는 방안이다. 각 단계별 개념과 한계점은 <표 4>와 

같다.32)

8월 25일.

32) 이영재, “북 은밀한 SLBM 공격 어떻게 막나...수중 킬체인 구축 시급”, 연합뉴스, 201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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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중 킬체인 단계별 개념과 한계

구  분 단계별 수중 킬체인 개념과 한계

1단계

개념

Ÿ 전쟁발발 징후 농후 시 기지 내 정박 중인 잠수함 선제타격

Ÿ 육ㆍ해ㆍ공 합동자산 이용 타격

 * 순항미사일(함정/잠수함), 공대지미사일(전술기), 공격용잠수함(출항 후)

한계
Ÿ 북 잠수함이 은밀히 출항할 경우 선제타격 제한

Ÿ 잠수함 NLL 이북작전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논란

2단계
개념

Ÿ 대잠항공기(P-3, Lynx), 한ㆍ미 이지스함 등으로 북 잠수함 탐지

Ÿ 홍상어, 청상어, 어뢰 등으로 공격

한계 Ÿ 잠수함 탐지 가능성이 극히 제한

3단계

개념

Ÿ SLBM 발사 후 미 DSP 조기경보위성, 이지스함 SPY-1D 레이더

  지상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 탐지

Ÿ 패트리어트, THADD, SM-3(미 이지스함) 등으로 요격

한계
Ÿ 레이더의 탐지권 외곽 음영구역에서 발사 시 대응 제한

  * 그린파인레이더, AN/TPY-2 레이더(THADD) 

1단계의 개념을 구체화하면, 전쟁발발 징후가 농후 시 기지 내 정박 중인 

북 신포급 잠수함에 대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타격하거

나, F-15K에서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공격한다. 출항한 직후에는 기

지 인근에 매복중인 공격용 잠수함으로 타격하는 개념이다. 잠수함은 일단 수

중으로 들어가면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쟁발발 징후가 농후 시 정박 중

인 잠수함이나 지휘/지원세력을 육ㆍ해ㆍ공 합동자산을 이용하여 선제타격하

는 1단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

만, 적의 공격의도를 파악하기 제한되고 NLL 이북작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단계는 북 잠수함이 출항 후 동/서해를 통해 외해

로 이동하면, 대잠항공기(P-3C, Lynx 등), 수상함, 잠수함 등으로 탐지/추적

하고 홍상어, 청상어, 어뢰 등의 무장으로 격침시키는 개념이다. 하지만, 잠수

함은 일단 항구에서 출항하여 항만을 빠져나와 잠항하고 나면 이를 찾아내기

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3) 3단계는 북 잠

수함이 SLBM을 발사하면 미 DSP 조기경보위성,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

나 지상 그린파인레이더로 탐지한다. 이후 탐지/추적된 표적은 지상의 패트리

어트, THADD(도입 추진 중), M-SAM/L-SAM(도입 추진 중), SM-3(미 이지

스함 지원 가능 시)로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린파인레이더나 

33) 이인균,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 대잠전 발전방안”, 해양전략 제161호,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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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DD의 AN/TPY-2 레이더는 북쪽방향(약 120도)을 지향하고 있어 북 잠수

함이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권를 우회하여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한다면 대

응이 제한된다.34) 

최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SLBM이 북한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최종병기

임을 고려해 볼 때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SLBM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 킬체

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

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

적인 대안책은 우리 군의 대잠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잠전 수행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①대잠항공전력의 현대화, ②원자

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대잠항공전력의 현대화 측면에서 군은 현재 1950년대 말 개발된 

P-3C(오라이언) 중고 항공기 16대(대당 약 719억원)를 도입해 개량 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량의 항공기로 동ㆍ서ㆍ남해 3면의 바다를 전부 탐색하

기엔 무리가 있어 추가적인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군은 P-3C(오라

이언)의 대체전력으로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P-8(포세이돈)과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S-3B(바이킹) 중 어느 대잠초계기를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다.35) 

P-8(포세이돈)은 보잉 737기를 개조해 만든 대잠초계기로 P-3C(오라이언)

과 달리 제트엔진을 탑재하여 넓은 해역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또한, 

SLAM-ER 등 다양한 미사일과 어뢰ㆍ폭뢰 등을 탑재하여 잠수함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이 가능하고 잠수함 탐색을 위한 다양한 최신장비들도 구비하고 있

다. 하지만, 1대당 가격이 약 2,500억 정도로 해군에 할당된 예산으로 4대 정

도 밖에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36) S-3B(바이킹)은 1974년부터 1978년까

지 미 해군에서 생산되었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약 20여 년간 운영된 후 

2009년 퇴역한 대잠초계기이다. 현재는 사막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 공군기지

에 보관중이다. 해군이 S-3B(바이킹)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중고 퇴역기체는 약 300억원에 도입가

34) 안두원, “北, SLBM 도발...우리 군 대책은 잠수함 추적 수중킬체인 구축”, 매일경제, 2016년 

7월 10일.

35) 순정우, “북 SLBM 잠수함 잡는 방법은 해상초계기 뿐”, 뉴데일리, 2015년 5월 12일.

36) 윤수영, “고조되는 北 SLBM 위협...잠수함 킬러 P-8로 급선회”, TV조선, 201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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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기체를 수리보수 하고 최신형 대잠장비를 설치하는 300억원을 더해 약 

600억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동일예산을 가지고 P-8(포세

이돈)을 구매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대잠초계기를 도입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

오게 되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대잠초계기 수량을 단시간 내에 충족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7) 또한, S-3B(바이킹)은 상대적으로 기체가 작긴 하

지만 단 4명의 승무원으로 작전운용이 가능하고, 제트엔진을 장착하여 P-3C

(오라이언)보다도 최대속도가 빠르고 운동성이 좋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 시 신속하게 출격해 해군의 다양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 하지만, P-3C(오라이언)은 9톤의 무장을 실을 수 있는 반면에 S-3B(바이

킹)는 2.2톤의 무장밖에 싣지 못하며, 좁은 내부 공간의 좌석에서 승무원 휴식

공간도 없이 비행 조종사들이 작전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38) 물론, 대잠초계기 도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P-8(포세이

돈)을 다량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정된 국

방예산을 당장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해군의 현실적인 대안

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S-3B(바이킹)을 추가 도입하여 대잠초계기의 전체 

대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해군은 SLBM 위협이 예상 시 북한 

잠수함의 예상 침투로에 대잠초계기의 초계횟수와 탐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잠수함 탐지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잠초계기 확보를 위

한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액되어 성능이 우수한 P-8(포세이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잠전력 증강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의 필요성 부분이다. 해군은 현재 

209급(1,200톤) 잠수함과 214급(1,800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3,000톤급 잠수함이 전력화되기 시작한다.39) 해군 잠수함은 북한 잠수

함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규모면에서는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보다 열

세다. 특히,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포급(2,000톤) 잠수함이 1~3년 안에 전

력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000톤급 잠수함 등 잠수함 개발에 지속적

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북한

37) 안형영, “군, S-3 바이킹 도입 추진...퇴물 VS 최선책”, TV조선, 2015년 9월 27일.

38) 군사전문가 블로그, “록히드 S-3 바이킹 관련 정리”, http://skywork.tistory.com.

39) 박병수, “국내 기술 건조 잠수함 ‘홍범도’함 출범”, 한겨레, 2016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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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LBM을 궁극적으로 막으려면 SLBM을 발사하기 전에 격침시켜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09급과 214급 잠수함은 ‘디젤기관-축전지’ 방식

으로 축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 가까이에서 스노켈 항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

다. 은밀히 매복하면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다. 이런 이유로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

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前 국방부 장관은 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원자

력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보고하였으며, ‘362사업’이라고 명명되어 비밀리에 

착수되었다.40) 하지만,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외부로 비밀사업이 노출되면

서 1년여 만에 사업은 종료되었다. ‘362사업’이 좌절된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위협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주변국의 반대 등의 

이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 잠수함 추진방식별 장/단점41)

구 분 디젤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장 점

Ÿ 소음이 적고 안정적임.

Ÿ 건조/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Ÿ 운용경험이 풍부

Ÿ 축전지 충전을 위한 스노켈 불필요

Ÿ 속력 측면에서 디젤잠수함보다 

  월등히 우수

단 점

Ÿ 축전지 충전을 위해 스노켈 필요

  (노출 가능성 증대)

Ÿ 속력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다 열세

Ÿ 국제사회의 도입 반대 예상

Ÿ 고비용, 건조기간 장기간 소요

Ÿ 건조 및 운용 경험 없음.

당시, ‘362사업’ 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 예)해군대령은 <표 5>와 같이 원

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건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를 크게 ①기술수

준, ②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③국가 의지로 보았다.42) 

먼저 기술수준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 기술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정책만 결정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40) 김태훈, “핵 잠수함의 꿈...‘362 사업’을 아십니까”, SBS뉴스, 2015년 5월 10일.

41) 문근식,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플래닛미디어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작성.

42) 김종원, “핵잠수함은 북한 핵⋅SLBM 위협 대비한 유일한 비수”, 아시아투데이, 201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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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건조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핵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이다. 2015년 한ㆍ미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우라

늄을 순도 20% 이하로 농축할 수 있게 되었다. 농축도 20%의 우라늄은 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43) 또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IAEA, NPT)상 문제될 

것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하게 보고하

고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의지이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원자력 상선 “무쓰(MUTSU)” 연구개발을 시

작하여 1972년부터는 핵연료를 투입해 해상 시운전을 시작했다. 1990년에는 

최초로 원자력 동력항해를 시작해 1991년에는 82,000km 항해에 성공하였

다.44) 일본 역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지만, 국가적으로 총력을 

결집하여 원자력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많은 군사전

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 이제 곧 SLBM에 탑재하여 언제라도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상황이다.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추

진 잠수함(SSN)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국제ㆍ정치적 이슈 및 예

산확보 등의 문제로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 원자

력 추진 잠수함(SSN)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나아가

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해상�탄도탄�요격체계�구축

현재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패트리어트라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현재 우리 군은 M-SAM, L-SAM 등을 전력화하고 주한

미군의 THAAD(도입 예정)를 추가 배치하여 종말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2회 

이상 요격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40~150km 고도

43) 김귀근, “핵잠수함 안보의 사치품 아니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44) 유용원, “원자력 잠수함 도입...NPT 그리고 IAEA”,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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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 상층방어 요격체계인 THAAD는 현재 

배치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패트리어트의 단점(핵심시설 

위주 방어)을 보완하고, 광역방어를 제공하는 신뢰성이 높은 무기이다.45)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로 북한은 수년 내에 핵탄두의 소형화를 

달성하고 지상⋅수중 등 각종 형태의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무수단미사일과 SLBM을 모두 고각(高角) 형태로 발사한 것

으로 볼 때 노골적으로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구성된 KAMD의 약점을 노

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KAMD가 북한의 

위협에 과연 적절한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최고 고

도 약 600km로 고각(高角) 발사되어 약 500km 비행하였다. 낙하 당시 SLBM

의 최대속도는 마하 10정도로 마하 14~15까지 요격 가능한 THADD로는 대응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마하 5~6정도까지만 요격 가능한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46) THAAD도 한계점은 있다. 평상시 북쪽(약 120도)

을 탐지하는 THAAD 레이더 탐지권 밖에서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할 경

우 THAAD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47) 따라서, 우리 군은 측ㆍ후방 全 방위에

서 발사되는 북 SLBM을 해상에서 탐지하고 요격 가능한 ‘해상 탄도탄 요격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상 탄도탄 요격체계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KAMD 개념에 추가하여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으로 지상 또는 수중에서 고각(高角) 발사한 북

한의 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함으로써, 패트리어트/M-SAM/L-SAM/

THADD와 함께 완전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해군은 3척의 이지스함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는 육상의 그린파인레이더, THAAD의 AN/TPY-2 레이더와 

달리 360도 全 방향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탐지 플랫폼인 함정을 해상에 융

통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육상에 고정된 탐지/요격체계에 비해 적의 공격으

로부터 생존성이 뛰어나다. 통상 미사일 요격체계는 탄도탄을 요격할 때 

Shoot(발사)-Look(교전평가)-Shoot(발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THADD와 

45) 국방부, “주한미군 THAAD 배치 관련 국회 보고 자료”, 2016년 7월 22일.

46) 유용원, “동남해 침투, 사드 피하고...마하 10낙하, 패트리엇도 요격 못해”, 조선일보, 2016년 

8월 25일.

47) 유용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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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는 이러한 절차대로 교전이 가능하지만, PAC-3의 경우에는 요격가능시

간이 1~2초로 1차 요격이 실패할 경우 2차 요격 시도는 사실상 어렵다.48)

현재 해군이 보유중인 이지스함은 탐지와 식별, 추적과 요격이 모두 가능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과는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

이 없어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한다. 해군은 탄도탄 요격능

력을 보유하고 SM-3를 탑재 가능한 최신형 이지스함 3척을 2020년 중반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SM-3 도입에 대해 ① ‘MD 편입’과 ②중간단계 

방어의 필요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SM-3 도입이 MD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SM-3 도입은 동북아

시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MD에 포함되어 

미국의 의도에 맞게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미사일 상층방어 능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흡하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강도가 낮고, ‘SM-3도입=미국 MD편입’ 이라는 

확증편향49)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참여)한다

는 것은 미사일 방어 협력 관련 MOU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개발,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2004년도 요격체계 공동개발, 비용분담 및 기술공유

를 위한 미사일 방어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지휘통제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 정기적 미사일방어 연습(Keen Edge) 및 정보공유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ㆍ미 탄도탄 작전통제소 간 실시간 공유 등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국방부는 “국가 

수준의 MOU 체결, 지휘통제체계 통합, 요격체계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SM-3가 도입되면 일본/괌의 미군기

지를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국제적으로 중국/러시아의 견제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SM-3는 제3국이 아

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48) Kevin Glazebrook, “shoot-Look-Shoot: A review and Extension”, Operation Research, 
Vol.52(2004), p.54.

49)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드리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일컫

는 심리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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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단계 방어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다. SM-3는 중간단계 요격

무기로 요격고도가 150~500km로 높아 단거리 계열의 스커드미사일처럼 저고

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평가되었고, 

짧은 종심의 한반도 전구에 적합하지 않는 무기체계라는 주장이 강했었다. 하

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고각(高角) 방식으로 발사되면서 중간단계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각(高角)방식은 가속도의 변화량이 크며, 중

간/종말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낙하하기 때문에 

RCS가 매우 작다. RCS가 작다는 것은 방어체계 입장에서는 탐지, 추적 및 요

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비행시간의 대다수 시간을 대기권 

밖에서 비행함에 따라 종말단계보다 중간단계의 요격기회가 증가하여 SM-3와 

같은 중간단계 요격무기가 효과적이다.50) 

북한은 우리 군의 KA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THAAD 탐지권 외곽에서 

고각(高角)으로 SLBM을 발사하여 THADD를 무력화 하고, 패트리어트의 요격 

가능 속도 이상으로 핵탄두를 낙하시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양륙항만을 공

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의 KAMD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단

계 방어 개념을 추가로 적용하고 이지스함에 요격능력을 부여하여 해상 탄도

탄 요격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3.�한ㆍ미ㆍ일�연합�방위체제�발전

북한 SLBM 전력화는 1~3년 내로 임박하여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위가 위

협받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전력증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물론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북 SLBM 대응전력에 대한 예산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명확한 해법이 

있지만 국방전력증강 사업의 절차와 특성상 계획된 전력증강 사업을 단기간 내 

수정하여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고 부족한 우리 

군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 방위체제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중간단계 방어를 제공하는 SM-3를 탑재하고 있는 이지스함을 보유

하고 있고, BMD능력 면에서 한국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은 앞서 있으며, 대잠

50) 김지원 외, “북한 SLBM의 비행특성 해석”,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집 제24권 3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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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를 100여 대나 보유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탄도탄 대응과 대잠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이미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마친 상태로 언제든지 원자력 추

진 잠수함(SSN)을 개발 가능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의 

각종 정보 및 기술 교류는 당면한 북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사실 한ㆍ일 양국은 지난 2012년 한ㆍ일 군사보호협정51)(GSOMIA)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체결 당일 한ㆍ일 간 과거사 문제 및 밀실 추진 논란 등으로 무

산되었었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ㆍ미ㆍ일 3국은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보공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했

다. 2014년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보공유 

추진방안에 대해 실무급 논의가 착수되었고,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한

미 국방장관 간 한ㆍ미ㆍ일 정보공유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2014년 12월 

29일 한ㆍ미ㆍ일 군사정보공유약정52)(TISA)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을 통해 

한ㆍ미ㆍ일 3국은 각자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

해 부족한 우리의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정보공유는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요청하면 미국이 일본에 전달하고 일본이 승인한 뒤 미국을 거쳐 전달받는 형

태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시기 적절

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많다. 

종합해 보자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일

본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는 우리 군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한ㆍ일 군사보호협정(GSOMIA)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

리 군의 정찰위성 도입이 계획된 2020년 중반까지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기 제

한되므로 부족한 정보수집을 위해 일본의 전략정보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위안부 문제 등 깊은 국민감정의 골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끊임없

는 외교적인 노력과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한ㆍ일 간 튼튼한 방위태세를 유지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굳건한 한ㆍ미 동맹과 연계하여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핵

51)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간 정보 제공방

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

52)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ㆍ
미ㆍ일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약정임. 군사보호협정과 달리 국가가 

아닌 기관 간 체결된 약정으로 공유되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관련 내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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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만큼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Ⅴ.�결론

2016년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SL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

사일을 수십여 회 발사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묵과할 수 없

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개성

공단 전면 중단 등 초강경세의 기조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8

월 SLBM의 비행성공으로 설마 했던 SLBM의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SLBM의 전력화가 임박하면서 지금까지 수립해 놓았던 대북억제전략이 근본적

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의 SLBM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게임 체

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핵무기 보유국 위상

을 인정받고, 김정은 정권의 내부 결속을 위해 은밀한 핵 투발수단인 SLBM 개

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로 수년 내에 

전력화를 끝낼 것이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고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ㆍ미 연합전력의 어

떠한 공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복수할 수 있는 제2격(The second strike)의 

능력을 보유한 ‘최종병기’를 보유하게 된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은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지원을 저지할 것이며, 한ㆍ미 동맹을 균열시

켜 한국을 고립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 및 KAMD 전략에 기초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

함을 통해 그린파인레이더나 새로 도입될 THADD의 탐지권 외곽에서 SLBM을 

은밀하게 발사 시 대응이 제한된다. 또한, 고각(高角) 발사의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종말단계 중심의 KAMD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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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SLBM에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대잠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활한 해역

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대잠항공전력이 최우선적으로 현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히 개발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변국의 반대 등으로 주저

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간단계 방어가 가능한 

SM-3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상 탄도탄 요격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종말단계 중심인 KAMD를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

한의 SLBM 위협은 수년 내로 임박하였지만, 당장 국방전력증강 사업을 수정

하여 추진하기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부족한 탄도탄 대응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은 한ㆍ미ㆍ일 간 상호 공유하여 전반적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하고 굳

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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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KN’s Response Strategy to North Korea’s 

SLBM Threat

Moon Chang-Hwan*5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SLBM threat, and to assess the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reat level of its 

SLBMs. Currently, North Korea has approximately 1000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e SCUD, Musudan, and Nodong, in stock. This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the background and strategical implication behind North Korea’s obsession 

with developing SLBMs despite possessing sufficient means to launch 

provocations with its current arsenal of ground based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article will 

recommend possible response directions for the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s SLBM threat.

It is highly difficult to detect SLBMs due to its stealthy nature, as it is 

launched underwater after covert infiltration. North Korea’s SLBM is considered a 

game changer in that even one SLBM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 East Asia. North Korea’s SLBM test launch in August has made 

a 500km flight, landing 80km inside the 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as such, it is assessed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underwater ejection and cold launch capabilitie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to 

North Korea’s imminent SLBM threat is bolstering anti-submarine capabilities. 

ROK Armed Forces need to upgrade its underwater kill-chain by modernizing 

and introducing new airborne anti-submarine assets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among many options. Moreover, we should integrate SM-3 missiles 

* Lieutenant Command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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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egis Combat system that possess stro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flexibility, thereby establishing a sea-based Ballistic Missle Defense (BMD) system 

centered around the Aegis Combat System, as sea-based ballistic missile threats 

are best countered out in the seas. Finally, the capabilities gap that could arise 

as a result of budgetary concerns and timing of fielding new assets should be 

filled by establishing firm ROK-US-Japan combined defense posture.

Key Words : SLBM(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North Korean 

WMD, North Korean Submarine, ROKN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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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안보 : 

해군력인가 해양법인가?*54) 

구 민 교 **55)

 I. 서론

Ⅱ. 미중 간 해군력 경쟁

Ⅲ. 미중 간 규범 경쟁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국제

지역연구 제25권 3호, pp.37-65) 등 참고문헌에 표시된 저자의 기출판 논문을 군사력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일부 수정ㆍ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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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

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승전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기틀이 되었다.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여러 

해양분쟁의 씨앗을 뿌렸다. 오호츠크 해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서와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샌프란시스

코 체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물론 영유권을 둘러싼 끊임없

는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이슈와 러일 간의 북방영토/남쿠릴 열도 영유권 이

슈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의 

도서 영유권 이슈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주기적으로 갈등

과 갈등의 해소를 반복하는 주기 속에서 연안국들 간 갈등의 핵심은 도서 영유

권과 인근의 수산자원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 문제였다.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표됨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 이슈가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핵

심은 ‘영유권’ 문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의 외

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영유권 이슈를 넘어 경계획정, 해상 교통로, 해적, 

해사안전, 수색 및 구조, 불법어업, 자원개발, 해저 케이블 등 각종의 연성 및 

경성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 해양대국화 정책이 있

다. 이는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2016년 초에 발표된 스톡홀름국제평

화문제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0대 무기 수입국 중에

서 4개국이 중국 및 중국과 육상 또는 해상 경계를 접한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이슈는 과거 냉전시기 태

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

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은 전략이나 해군력 

측면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전개되었다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

쟁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하기

에 충분하다.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Anti-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은 앞으로 좀 더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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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7함대 해양 투사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주요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 강

화, 호주 다윈에 미해병대 주둔 결정(2011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 괌 주둔 

병력 증강, 그리고 필리핀 내 폐쇄된 미군기지 재사용 공식화(2016년)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제1단계 노력은 새로운 거점 확보 및 기존 

거점의 강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의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5년부터 육군 전력을 포함하는 합동성 

개념인 ‘공역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은 주요국들의 해양력 경쟁으로 인해 급

변하고 있다. 군비경쟁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이루게 하여 분쟁

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경쟁국들을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빠뜨려 

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도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해군력 경쟁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해양안보를 둘러싼 동아시아 내의 경쟁은 해군력 경쟁뿐만 아니라 규범적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

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법의 전쟁(legal 

warfare 또는 lawfare)’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서 사전허가 없이 미해군 군함이 군사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극도로 민

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해

군의 군사활동은 관습국제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미국은 남중국해 상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범

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근 큰 이

슈가 되었던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 사례도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 

냉전시대의 전략적 통제와 같은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일방적

으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

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

성이 농후하다. 동시에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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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해양 군비경쟁, 특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양력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양법 레짐을 둘러싼 규범 경쟁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미중�간�해군력�경쟁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여름부터 불거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

이었다. 중국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현재까지 남중국해 내에서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8개 암초를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 등은 간조 노출지이기 때문에 해양법상 영해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을 건설 또는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하에 전략적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군사화는 중국의 제1도련선 확보 의지를 가장 극

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섬 조성 및 군사화가 계속될 경우 중국이 이 지역을 군

사적으로 보다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남중국해에 대한 중

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2010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

쟁을 전개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우연의 일

치가 아닌 것은 중국 리더십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전

통적으로 대륙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은 시진핑 정부

가 출범한 2012년부터 공식화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해양 권익을 확고

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하자고 대내적으로 역설해 왔다. 시 주석의 ‘강한 

중국’이라는 꿈은 먼저 해양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자연스레 나오고 있

다. 이는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 백서는 중국과 주변

국 간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및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에 대한 전

략적 요구도 2013년 백서는 근해방어만 명시하였으나, 2015년 백서는 근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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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및 원해호위의 결합형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소위 제1도련선 이내 행동의 자유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후 제2도련선까지 군사력

투사 능력 증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

레스트(TNI)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추가 항모 4척을 포함하여 

뤼양 III급 이지스 구축함, 055형 순양함, 유자오급 대형 상륙함(LPD), 핵 탄도

미사일 발사 전략 잠수함(SSBN) 등 351척을 보유할 전망이다. 중국은 유사시 인

도양과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대만, 한국 등

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4년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규모를 각각 5,810억 달러와 1,294억 달

러로 집계했다. 미국의 국방비 규모 감축 추세 속에 중국이 앞으로도 연간 10% 

이상 국방 예산을 늘린다면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투자한 결과 2030년까지 중국은 다수의 항모전투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미국의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항모 전투단은 거의 항상 또는 가동 기간의 절반 

정도 기간은 남중국해에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위하적(威嚇的)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분쟁의 틀을 바꾸는 요소(game changer)가 될 것이

다. 또한 동 보고서는 중국이 설령 분쟁 상대국의 일부 또는 모두와 협의하여 해

양자원을 공유하더라도 사실상 남중국해는 오늘날 미국의 카리브 해나 멕시코 만

과 같이 “중국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머지않아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또는 제1도련선에서 잠수함을 제외한 미해군의 작전에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범지구적인 국방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전자전, 정

보ㆍ감시ㆍ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및 정

밀타격 능력을 포함한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만 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은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그 이

상의 개입은 의식적으로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

을 포함한 배타적 해상 교통로 확보전략에 대한 경계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군사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 남중국해 인근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남중국해 상 중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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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및 군사력 운용 개념 확

립 등 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정찰기와 함정을 보내는 방안을 수개월 

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2015년 10월 26일 미해군 구축함 라센호(USS 

Lassen)를 파견하여 수비환초의 12해리 이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미해

군이 남중국해 상에서 2012년에 마지막으로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친 이후 처음으로 동 지역에서 행한 작전으로서

의 의의를 가진다. 2015년 11월 17일에는 괌에 전개된 B-52를 투입하여 ‘비행

의 자유작전(Free Flight Operation)’도 시행하였다. 2016년 들어서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의 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미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 걸쳐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필리핀 동쪽 해역과 남중국해 상에서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펼쳤다. 중국이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

중국해 도서의 12해리 이내에서 항해하는 미국의 함정에 대해 영해 침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작전을 ‘정기적 순찰활동(routine 

operations)’이라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재래식 전력 투사능력을 회복을 통한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효과적인 수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1월 미 국방부와 각 군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해전투(ASB) 개념 

및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해전투 개념을 ‘글로벌 해양에서의 합

동 통과 및 기동작전(JAM-GC)’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해군과 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지상군, 해병대 전력을 활용하고 상호 운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기존공해전투는 ‘접근(access)’에 치중한 반면 JAM-GC는 ‘기동(maneuver)’

개념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합동 및 연합적인 

전력운용을 강조하는 전 지구적 관여(engaging partners across the globe)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8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도 미국의 새로운 전략목표를 확인하고 있다.1) 

1)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15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군사장비와 보급, 훈련, 소규모 군 시설 건설’ 명목으로 향후 5년 

간 4억 2,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중국해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

인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견제할 목적으로 필리핀과 역대 최대 규모

(11,500명)로 ‘발리카탄’ 훈련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는 호주와 함께 하는 정기 연합훈련에 일

본을 참가시키기도 하였다. 2016년 들어서도 미국은 필리핀과 군사기지 사용 협정을 체결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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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상에서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동중국해 상에서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2010년 

“첨각열도 문제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선언, 2012년 “첨각열도의 행정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발언 등 

2010년 이후 동중국해 이슈에서 일본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는 

미일 양국 정부가 2015년 4월에 합의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도 잘 나타

난다. 동지침은 첨각열도를 포함한 도서방위를 명기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지속적인 미일협력을 확립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통

적인 해양강국인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면서부터 본

격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재무장화 및 보통국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

본의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500t에 달하는 항공모

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배수량 24만t), 잠수함 18척(4

만 5,000t)과 기뢰함정 27척(2만 6,000t), 초계함 6척(1,000t), 수송함 11척(2

만 8,000t), 보조함정 30척(12만 6,000t) 등 총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

다. 더불어 대잠 초계기 P-3C 69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중 전력의 경우 

F-15기 201대, F-4 55대, F-2 92대, E-2C 조기경보기 13대 등 육해공 자위

대 통틀어 1천대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화려한 해군

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술력 또한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 다음의 최강 

전력으로 평가된다.2)

일본은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키고 해ㆍ
공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경화와 재무장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해상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남

중국해에서 일본이 과연 미국 주도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남중국해 상에서 미 해군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군 보호를 위해 직접 군사활동에 개입할 수도 

있다.

2) 2015년 7월 21일 공개된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 개

정을 통해 전 세계로 행동 범위를 넓히려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과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이 소개됐

다. 동 백서에 따르면 자위대원 수는 현재 22만 6,742명(2015년 3월 31일 기준)이며, 방위예산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전후 최대인 4조 9,800억 엔으로 책정됐다. 일본 방위

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2015년 현재 37조 4,560억 원인 한국에 비해 약 24%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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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미중�간�규범�경쟁

해상 교통로를 포함한 해양공간(ocean space)의 이용과 관련된 규범은 오

랜 시간을 거쳐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왔으며, 1982년에 타결되고 1994년

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특히 타국 군함

의 연안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권

의 범위와 기준과 관련된 규범적 모호성은 해상 교통로 이슈를 새로운 안보 이

슈로 창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 영해에서 연안국의 평

화와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이고 신속한(continuous and 

expeditious) 통항을 의미하는 무해통항권을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17

조). 따라서 외국 선박은 통상적인 항해에 부수되는 경우, 조난으로 인해 필요

한 경우, 구난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국 영해를 무해통항 하는 중에 

정박을 하거나 닻을 내릴 수 없다.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도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

는 1930년 헤이그 법전화 회의나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회의 시에도 논란이 되

었으나, 해양 강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인해 이를 명문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현행 ｢유엔해양법협약｣ 역시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퇴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제30조)만을 두었을 뿐, 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

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달리 

현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2년에 발효

된 자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무해통항 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인섭 2016: 604-605). 물론 중국이 무해통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9월 중국 해군 소속 함정들이 알래스카 인근 미국 영해에 무해통항

을 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이를 묵인하였다. 미국도 동년 10월 

26일에 해군 구축함을 남중국해 상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비환초의 12해

리 이내를 통항시켰다. 이에 중국은 미 해군이 사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해를 통항하였다고 반발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3)

3) 한편, 타국 영공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은 무해통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수함은 무해통항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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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명문화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중

요한 혁신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에 의하면, 연안국들은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서 연안국

은 수괴, 해저, 해저면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해 주권과 구분되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갖는

다. 연안국은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인공섬의 설치 및 관리, 해양 과학

조사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제56조 1항). 그

러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의 비행, 해저 관선이나 

전선부설 등을 제한할 수 없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해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 수역에서 타국의 군사적 활동 가능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나 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보장되

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해군의 군사활동도 관습국제법 및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외국 군함이 군사훈련

이나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과 군사시설을 배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4)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1994년 동 협약의 발효

를 앞두고 동아시아 연안국들이 서둘러 (그래서 국제 규범과 잠재적으로 상충

되는) 국내 법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영해와접속수역에관한법｣을 선포한 이후 영토 주권문제에 관

한 한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잠재적으로 자국 어민

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는 1998년 6월까

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연기하기도 했다.5)

4) 2001년 4월 미 해군의 EP-3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 섬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중국의 

F-8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와 2009년 3월 미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해양관측선 임페커블

(Impeccable)호가 하이난 섬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의 

정보함 1척을 포함한 선박 5척에 의해 위협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타국의 경제수역과 

그 상공에서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 연안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과학적 조사나 관측도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둘러싼 미중 간의 법적인 공방은 최근 들어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정

찰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5) 경계획정에 관하여 동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인접하거나 마주한 국가들 간의 배타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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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법 정비는 향후 해양 분쟁에서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확립했다

는 의미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의 대립도 심화시

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5년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해양 관련 주장이나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해에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 국무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 이익(fundamental interest)이라고 선언

했다. 해양주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해양을 사실

상 지배해오던 미국과 일본에게는 강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은 중국에게

는 영토적 주권의 대상이지만, 미국에게는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

는 요충지들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

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해상의 요충지들을 미국의 영향권 내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양력 증강과 같은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적 접근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큰 약점을 안고 있다. 바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는 달리 아직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관습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해양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중국에 대해 규

범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범적 

주장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만은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아직 미국 스스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범적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0월에 이루어진 라센호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었다. 당시 중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라센호의 파견 목적과 성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라센호 파견 직후 미 국방부는 동 작전의 목표는 중

국의 과도한 주장, 즉 수비 환초의 경우와 같이 애초에 수중암초였지만 인공섬

으로 재탄생한 경우 일정한 안전구역(safety zone) 외에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해양공간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은 국제법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관련국

들의 합의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고집스럽게 제반 지리적ㆍ역사적ㆍ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 방식을 주장함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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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 라센호의 항로는 수비 환초의 12해리 이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합법적

인 무인암초(unoccupied legal rock)의 12해리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 

타국 도서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혼란과 비판을 야기한 라센호 작전

을 교훈 삼아 미 국방부는 2016년 1월 30일에 미 해군 구축함 커티스 윌버

(Curtis Wilbur)호를 파라셀 제도 내의 중국령 트리톤 섬(Triton Island) 12해

리 내에서 제2차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다. 이번에는 그 법적 성격을 중국의 

사전허가 없이 그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을 목적으로 하였음으로 명확히 하

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타국 군함이 자국의 영해 내에 진입할 경

우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규범적 측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6년 7월에 내려진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이었

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중국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에 중국을 제소하였다. 이

에 대해 2015년 10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의 관할권 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 중재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중국이 지정한 ‘남해 9단선’

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인공섬의 법적 성격 문제였다.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 내에서의 역

사적 권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서 이루어진 중국의 행위는 필리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인공섬 건설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6)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인정 결정에 이은 중재판결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필리핀 정부에게 법률적ㆍ외교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는 미국 

6)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이슈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는 것인

지를 판단하는 문제, 즉 법의 해석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

다. 아울러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인공섬화하고 있는 일부 산호초와 모래톱은 간조 노출지에 해당

하기 때문에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암초들도 모두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 “사람이 살 수 있거나 그 자체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해양영역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

였다. 



126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정부가 남중국해 이슈를 두고 국제 사법기구에 중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제소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회유전략에도 불구하고 동 중재 사안

을 끝까지 밀고 나가 국제중재재판소 관할권 인정과 자국 주장에 대한 규범적 

지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향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법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재

재판소에 관찰자(observer) 자격으로 중재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

를 요청하였으나 동 협약 비준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이처럼 

해양법 협약상 미국의 지위가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해양법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미중 간 규범 경쟁 과정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도 ‘사회화’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재재판 개시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을 부정해왔다. 중재재판에 불참한 것은 물론이다. 2015년 10월 관할권 판결

은 물론 2016년 7월 본안 판결 직후에도 중국 정부는 판결이 “무효(null and 

void)이며 중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은 남중

국해 분쟁은 관련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중재판결은 재판의 양 당

사국 모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중재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

하는 행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화평굴기’ 이미지에 손상

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중재재판 판결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섣불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최종 중재판결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ㆍ외교적 공방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전개될 것이다. 본안 판결을 전

후로 자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중국 학자들은 중

국 정부에게 해양법협약에서 ‘탈퇴’하라는 직설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재판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해양법 레짐은 큰 타격을 입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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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및�정책적�시사점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은 주요국들의 해양력 경쟁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

다. 군비경쟁은 경쟁국들 간의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 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인

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비경쟁, 특히 해군력 증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군비경쟁이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방비 증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고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증가는 전통적인 라이벌 국가인 호주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중국 위협론이 직간접적인 군비 증강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해군력 경

쟁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해양안보 환경의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해양안보를 둘러싼 동아시아 내의 경쟁은 해군력 경쟁뿐만 아니라 규범적 

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

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법의 전쟁’을 벌

이고 있다.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이 보다 공세적이지만 규범 경쟁에서는 미

국이 좀 더 공세적이다. 이는 중국은 해양법협약 비준국이고 미국은 미비준국

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다소 역설적이다. 그러나 동 협약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중국의 해양법 규범에 대한 태도와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과도한 주장(excessive claim)’으로 폄하하며 적극적으로 견제

하고 나섰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 상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동맹

국을 동원하여 규범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필리핀-중

국 중재재판 사례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 이상

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는 필리핀에게는 유리하고 

중국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놨다. 물론 중국은 당장에 중재판정 결과를 수용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입은 규범적인 타격은 상당히 

크다.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

경을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

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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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

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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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Naval Power vs. Normative Power

 Koo Min-Gyo*7)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East Asian seas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naval arms race among coastal states. The arms race is likely to 

worsen the security dilemma of the countries involved, thus increasing the 

chances for armed conflicts. It is too early to tell how the contemporary naval 

arms race in the region will evolve. But, for sure, the level of uncertainty is 

increasingly becoming high and intense. At the same time, there is emerging a 

legal warfare or lawfare among the rival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involved in a serious debate about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other 

countries’ maritime zones. In collaboration with its regional allies, the United 

States has also put normative pressures on China with its exces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atest arbitral tribunal cas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llustrates the point. With both arms race and normative competition 

in play, the future of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will remain very complex 

and uncertain. 

Key Words: United States, China, Naval Arms Rac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Lawfare

논문접수 : 2016년 10월 4일ㅣ논문심사 : 2016년 10월 14일ㅣ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31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필리핀 vs.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 중재판정의 

동아시아 역내 함의

박 영 길 *8)

Ⅰ. 서론

Ⅱ. 중재재판소 판정의 주요 내용

Ⅲ. 중재재판소 판정의 동아시아 역내 함의

    

Ⅳ. 결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센터장



132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Ⅰ.�서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22일 제기했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에 관한 판정에 이어 2016년 7월 12일 

본안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중국을 상대로 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급격히 확대하는 데 따른 반작용에서 제기됐으며,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유권 문제는 다룰 수 없지만 판정 결과가 오늘날 세계 영

토분쟁 가운데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이른바 9단선을 기초로 한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관할권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해양법협약의 난제 중 

하나였던 ‘도서’와 ‘암석’의 구분을 직접 다루었으며, 중국의 동시 다발적인 인

공섬 건설ㆍ무분별한 어업행위ㆍ해양환경보호를 직접 문제 삼았으며, 그리고 

중국이 소송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재판소의 관할권 없음과 재

판결과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

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안고서 중재재판소

는 거의 5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판정문을 내놓았으며, 그 내용은 

세기의 판결로 불릴 만큼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중재 판정 후 약 4개

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기사,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와 논문

을 통해 판정의 내용과 함의들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이 기존 논의의 중

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복잡한 판정문을 간단히 정리하고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함의를 되짚어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으리라 본다.

Ⅱ.�중재재판소�판정의�주요�내용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한 총 15가지 사안에 대해 판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남중국해의 9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중

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포함되는 남중국해의 해양 수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기타 주권적 권리 혹은 관할권 주장은 해양법협약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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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협약상 중국의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

다. 둘째는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해

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도서’와 ‘암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후 각 지형들

이 ‘도서’, ‘암석’ 또는 영해도 갖지 못하는 ‘간조노출지’인지를 판단하였다. 특

히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에는 없었지만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지형

인 이투아바(중국명 태평도)를 섬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다른 모든 지형들이 섬

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필리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숄을 간조노출지로 판단하였다. 셋째는 남중

국해에서 행해진 중국의 여러 활동들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필리핀의 EEZ와 

대륙붕에서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방해하고, 중국

이 자신의 국민 및 선박으로 하여금 필리핀이 자신의 EEZ 내 생물자원을 이용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스카보러 숄의 영해에서의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권을 

중국이 침해했으며,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 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미스치프 암

초에 대한 중국의 선점과 건설 활동이 협약을 위반하고, 중국이 위험한 방식으

로 법집행 선박을 운영했다고 하는 필리핀의 주장을 중재재판소가 모두 수용

하였다.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제기한 15개의 청구취지를 거의 다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에 없던 이투 아바의 법적 지위까지 섬이 아니라고 판단함으

로써 이 소송은 필리핀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5명의 중재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판정했다는 점도 필리핀에 힘을 실어 준다. 

Ⅲ.�중재재판소�판정의�동아시아�역내�함의

1.�필리핀과�중국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2013년 1월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재판소 소 제기

에 대해 중국은 소송에의 불참, 결과의 부정 및 불이행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

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필리핀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한 중재판정이 내려지

자, 이는 부당한 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때까지의 상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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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본다면 앞으로 중국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두고서 정치적, 법적으로 곤란

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고, 중재판정 이후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필리핀의 전통적 우방국

으로, 필리핀을 발판삼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항행의 자유

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주된 동아시아 전략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필리핀도 

미국을 배경으로 중재판정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예상되었었다. 

그런데 중재판정 이후 이렇게 예정된 시나리오의 주된 변수는 다름 아닌 필

리핀에서 나왔다. 즉 중재판정을 2주일 앞둔 6월 30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

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국내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대외관계를 반미, 친중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근본적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이다. 그가 10월 19일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군사, 경제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의 분리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 10월 베이징을 방문 시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났을 때 

중재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두테르테는 “그것은 

종이(a piece of paper)에 불과하며 중국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먼저 이

야기하는 것은 방문자로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시진핑은 “남

중국해 문제는 우호적이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당

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잠시 미루어 둬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두테르테가 수

용하였다. 대신 양국은 13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135억 달러(15조 2,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리를 꾀하였다. 두테르테와 시

진핑은 11월 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 달만에 다시 만

나 양국이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우호협력의 기회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과 역

사적 권리, 해양지형들에 대한 권리 등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가진 중재

판정이 남중국해를 놓고 벌어지는 국제관계의 이른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두테르테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반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

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중재판정 이전 상황보다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재판정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

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판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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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떠나서 실리를 챙긴 셈이다. 물론 필리핀의 반미 친중적인 정책이 지속되

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중재판정의 이행 요구를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이를 잠시 접어두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그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중국도 

아직까지는 남중국해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조치들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해서 필리핀-중국의 정책에 대해 유의해

서 볼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스카보러 숄 주변에서의 어업 문제이다. 스카보러 숄은 필리핀 연안

에서 116.2km 떨어져 있어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 해양지형인데, 중국은 이 

주변수역에 해군과 해양경비대를 파견하여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단속했고 이

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결국 필리핀이 중국을 중재재판소에 제

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곳이다. 중재재판소가 스카보러 숄이 ‘섬’이 아닌 ‘암

석’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에 이 지형의 영토주권이 누구에게 있든 12해리 영해

만 갖게 되었으며, 더구나 중재재판소는 12해리 영해 내에서도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필리핀은 스카보러 숄 주변 수역을 포함

한 자국의 EEZ에서는 물론 그 12해리 내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중국이 이 수역에서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통제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이

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두테르테의 베이징 방문 이후 중국은 해양경비대를 

스카보러 숄에서 철수시켜 필리핀의 어업활동을 허용하였다. 11월 20일 페루 

리마의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두테르테에게 스카보러 숄을 필리핀 어

민에게 계속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고 외신은 전하였다.1) 중국의 이러한 조치

가 중재판정을 의식한 것은 맞지만, 전면적인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

면 중국이 필리핀 어민에게 어업활동을 개방했을 뿐 중재판정과 같이 주변 수

역이 필리핀의 EEZ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이 간척 및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세컨드 토마스 숄과 미스치

프 리프에 대해서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총 7곳에 인

1) South China Morning Post, “Xi tells Duterte that Scaborugh Shoal will stay open to 

Philippine fishermen”, (2016.11.20.)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47747/xi-tells-duterte-s

carborough-shoal-will-stay-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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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섬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위 2곳이 필리핀의 200해리 EEZ 내에 위치해 있

다. 중재판정에 의하면 두 지형은 영해도 갖지 않는 간조노출지이다. 따라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타국의 EEZ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서 필리핀의 요구 

시 해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지형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에 

공식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중국도 추가적인 건설활동은 보류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지형이 9단선을 기초로 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관할

권 주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지

만, 필리핀 입장에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자국의 200해리 EEZ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스카보러 숄에서와 같이 중재판정과 관할권 여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의 인공섬 이용을 필리핀이 허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등의 타협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필리핀의 석유 및 가스 개발지역인 Reed Bank에 관한 부분이다. 

이곳은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데 중국의 반대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개발이 중

단되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가 9단선을 근거로 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을 

부인함과 동시에 가장 큰 지형인 이투 아바를 비롯해서 남사군도의 모든 지형

은 EEZ와 대륙붕을 가지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거나 간조노출지, 또는 수중 

지형이라고 함으로써,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은 본토 연안을 근거로 한 EEZ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필리핀의 Reed Bank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이 이 지역에

서의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와 이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추정으로는 이를 허용한다면 중국이 남중국의 다른 지역

에 대한 관할권 주장 근거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이 필리핀에 미개발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

는 필리핀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필리핀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

면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실리를 취하고,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양자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재판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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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남아시아�국가� :�베트남과�인도네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필리핀-중국 간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도는 다

르지만 자국과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들 국가들

은 특히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재판정을 대하는 태도도 달리 보이고 있

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는 7월 12일 중재판정이 있

은 후 판 중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했는데, 그 중 아세안 국가로는 당사국인 필리핀을 제외하곤 베트남이 유

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2) 아세안 국가들 중 남중국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

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은 사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팽창에 대해 필리핀보다 더 많은 불

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중국과의 갈등의 골도 훨씬 깊은 국가이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중국 해군이 충돌하고 그 결과 

서사군도 전체와 남사군도의 일부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특

히 수년 전에는 중국이 베트남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하고 유전을 방해함으로써 

베트남이 전쟁 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하기도 했고, 어업으로 인한 

갈등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서

사군도에 대한 국민감정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감정 그 이상으로 뜨겁다 할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서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제외할 경우 중요 현안은 베트

남 EEZ 내에서의 유전 개발과 어업에 대한 분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근거로 베트남의 200해리 EEZ 내에서 유전개발에 착수하

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유전개발은 막고, 중국 어민들이 베트남 EEZ에서 조업

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들은 필리핀과 중

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베트남이 소송참여를 넘어 중국을 상대

로 별도의 소송 제기를 준비하게 했으며, 필리핀의 승리를 선언한 중재판정은 

소송 제기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고무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반대로 이

는 중국으로 하여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도 과거의 일방적이고 

2) 중국에 판정결과 이행을 촉구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필리

핀 및 베트남. RealClear Defense,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 Two Month 

On” (2016.9.22.). 

http://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16/09/22/the_south_china_sea_arbitration_rul

ingtwo_months_on_11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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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해 밀어붙이는 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은 양

자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의 확대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

은 아직까지 필리핀-중국 간 중재판정의 이행 결과를 살피면서 자국에 미치는 

함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화해 몸짓에 적절히 호

응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적극적인 소송 제기와 요구를 통해 현상을 변경

시키는 것 사이의 고민이다. 시진핑이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대통령을 만나 남중국해에서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나

갈 것을 제안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함의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국토와 함께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의 맹주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남사군도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는 직접적 관련

이 없어서 그 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대해서도 다른 아세안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어민들의 활동반

경이 인도네시아의 연안에까지 미치면서 인도네시아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고기를 훔치는 것은 범죄”라고 하면서 자국 연안

에서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을 폭파시키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조업지역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위치하여 

중국의 관할 수역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 예컨대 최근 인

도네시아의 나투나 섬 인근 EEZ(중국의 9단선 범위에 속함)에서 불법 중국어

선을 나포하자 중국이 그곳은 자국의 전통적인 어업지역이라고 불만을 표시하

였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

다는 점과 앞으로도 불법조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요컨대 중국으로선 중재판정으로 국제법적 토대가 더욱 견고해진 아세안의 강

국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해서까지 9단선에 기초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관철

시키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3) South China Morning Post, “Xi tells Duterte that Scaborugh Shoal will stay open to 

Philippine fishermen”, (2016.11.20.)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47747/xi-tells-duterte-s

carborough-shoal-will-stay-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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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과�한국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 특히 한

국에도 중요한 함의들이 있다. 이는 중재판정 이후 한국 언론들의 수많은 보도

와 함께 학연정의 각종 세미나와 회의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두고서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군사 경제적 협

력을 강화하는 등 중재판정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펼쳐왔다. 그

런데 비록 중재판정이 필리핀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내용과 판정 이후 전개된 상황들은 일본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사안을 두고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득

실을 따지면서 대부분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한 중재판정 중 특히 ‘도서’와 

‘암석’의 구분은 중국에게 중재판정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한 일본에게는 양날

의 칼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할 때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조어도 

마저 섬으로 주장하기 어렵게 되어 이를 근거로 한 중국과의 등거리선 경계 주

장 근거를 약화시킨다. 중재판정이 무엇보다 일본에 타격을 안기는 것은 태평

양의 오키노도리시마 사안이다. 일본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 도서와 암석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서 오키노도리시마를 EEZ와 대륙붕을 갖는 

‘섬’으로 주장하면서 실제 대만 어민의 200해리 이내 어업활동을 단속해 왔다. 

일본은 나아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보를 제출하여 소위원회 심

사까지 마쳐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였다. 하지만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므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중국과 한국의 강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CLCS는 2012년 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였는데, 일본은 CLCS가 결정해줄 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었다. 중재판정에 비추어 볼 때 오키노도리시마

가 섬이 아닌 암석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중재판정의 이

행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21

명의 CLCS 위원이 새롭게 구성될 경우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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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한반도보다 넓은 대륙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주장의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만으로 포

기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의 중재판정의 한국에 대한 함의는 국내에

서 개최된 많은 세미나와 회의에서 상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

기로 한다. 재판 참가 여부를 포함한 소송에 임하는 전략 등도 관심가질 수 있

지만,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함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재재판소가 자

신의 관할권을 아주 넓게 보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

약 제298조의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

래서 중국과 같이 한국도 2006년 배제선언을 하였지만 이것이 한국의 동의 없

이 국제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호막이 될 수 없음을 중재판정이 확인

시켜 주었다. 중재재판소는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관해서 적극 해석하여 관할

권과 위반 여부에 대해 넓게 인정하였다. 이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시설공사 

등을 할 경우 일본이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원치 않

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동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물론 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일방적 소제기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영향은 없겠지

만,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소제기

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필리핀의 EEZ에 속하는 

미스치프 리프와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필리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서 인공섬

을 건설하였는데 두 지형이 간조노출지라는 중재판정의 결과 중국의 행위가 

전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이를 이어도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이

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하는 수역에 있지만 1:2 정도로 한국에 가까

운 위치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행위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면 항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위 두 지형에

서의 인공섬 건설이 주변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반면 이어도 과학기지는 그렇

지 않은 점, 그리고 전자의 경우 중국의 미약한 관할권 행사 근거마저 중재판

정 결과 잃게 된 반면, 후자의 경우 처음부터 한국이 연안으로부터의 인접성을 

근거로 할 때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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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남중국해는 가장 복잡한 도서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가장 밀도가 높은 해

상 교통로이며, 동시에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이 강력한 해양력 팽창을 추

진하면서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법, 국제

정치 및 안보적 관점에서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의 중재판정은 이러한 긴장관계에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 큰 

변경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9단선을 근거로 약 80%의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바

다로 주장했던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EEZ와 대

륙붕을 갖는 ‘섬’의 자격을 아주 높여놓음으로써 남중국해의 어떠한 해양지형

도 섬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은 남중국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

기 위해 공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도 대부분 국제법에 반한

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중재판정은 해

양법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판정의 결과면에서도 가히 세기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 현실이 ‘법’과는 큰 괴리가 있음은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 이후 국가 간에 전개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중재판

정은 5명의 해양법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효

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의 많은 학자들이 중재판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

므로 중국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심지어 소송 무용론, 나아가 국제법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음도 사실이다. 어쨌든 중재판정 이후 전개

된 상황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재판정의 엄격한 이행보다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국가들의 국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국제정치의 엄정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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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CA Ruling on South China Sea : 

Implications f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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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2 July 2016, China’s maritime claim to most of the South China Sea 

(SCS) based on the so-called nine-dash line was rej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ncerning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the 

legality of the so-called “nine-dashed line”, the status of certain maritime 

fea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maritime entitlements, together with the 

lawfulness of certain actions by China which the Philppines, in a case brought 

in 2013, alleged were violations. As having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China’s claim had no legal grounds in UNCLOS, thus undermining China’s 

claims, and establishing that China has no exclusive legal rights to control the 

area roughly the size of India. 

There are some major implications from the Tribunal’s ruling in the Arbitration 

award. These include implications on: how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d waters, how to promote maritim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how to 

safeguard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how to promote the rule of law in 

the SCS. Since its application of UNCLOS in East Asia, it has been obvious that 

the only way to resolve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is to build strong 

maritime cooperative partnerships under the auspices of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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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 

제7부속서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하여 본안 판

정(2016.7.12)을 내렸다. 중국에 대한 필리핀의 일방적 제소로 시작된 이 사안

에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한 15개의 구제 청구 중, 일부 사안에 대하

여만 관할권을 부인하였고 대부분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

써 필리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1) 중재재판소는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U자형

선(nine dash line)이 UNCLOS에 위반되며,2) 제121조 제3항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남중국해 해양지형물들이 EEZ와 대륙붕을 가지지 못하는 법적 성

질과 지위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3) 그러나 중재재판소가 본 

사안에서 청구 범위 외의 해양지형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과감하게 판단하거

나, 일부 청구내용이 UNCLOS 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인가에 대한 의심

이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학술적 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재재판소가 상시적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UNCLOS 성안(成案) 단계부터 난제

로 취급되어 왔던 ‘섬’과 ‘암석’에 대하여 과감하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평

가와 관계없이 국제적 논의의 틀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후자와 달리 

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갈등’이라는 정치

적 일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과연 국

제법적 해결의 증진인가 혹은 군사적 긴장구조를 공식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해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자는 본 논문을 이끌어 가기 

1) http://www.pcacases.com/pcadocs/PH-CN%20-%2020160712%20-%20Award.pdf(PCA Case 

Nº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n the Merits(12 

July 2016)(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Republic of China).

2) Ibid.,para.278.

3) Ibid.,para.626; 상세한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paras.4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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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제로 금번 중재재판이 ‘사법적 해결’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접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법적 접근이 지역해의 궁극적 ‘해결방법’으로 

효과적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남중국해의 국방안보적 환경”을 고

려할 때, 오히려 ‘사법적 수단’은 ‘재단(裁斷)’과 ‘절제(節制)’ 사이에서 충분한 

정치적 형량을 수반하였을 필요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다. 물론 이러한 고민은 중재재판소의 기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의 갈등구조를 국제분쟁 혹은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숙성시킨 또 다른 

동인(動因)들과 갈등, 그리고 그 원인적 측면을 해결하지 못한 세력(역량)간의 

무절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구도와 전략적 

충돌 요소를 살펴보고, 남중국해 중재재판이 이러한 환경적 요소와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상호관계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국제

법적 해석’에 근거하여 수용될 수 있는가, 혹은 갈등구조가 재확산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남중국해의 갈등이 중재재

판이라는 ‘국제법적 해결’로 안정적 정착단계로 진행된다면, 주요 행위자이자 

수용자가 되는 중국으로서는 지역해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의 협력자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재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유지 혹은 새로운 ‘군
사적 역량’ 강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중국해 갈등이 ‘지역해’ 확보를 

위한 패권전략으로 공식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간 대립 구조의 상시화, 즉 지역 내부의 갈등구조에서 

지역과 지역, 국제적 패권세력 간의 대립 구도로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다. 물론 상호 위협성을 인식하여, 지역해 내부에서 상호 절제적 태도를 보인

다면, 이를 ‘국제법적 해결’ 양식의 또 다른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

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세력 균형 혹은 상호 위협성에 기반한 것이며, ‘규모

화’ 및 ‘국제화’된 남중국해 갈등의 해소 혹은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에서 갈등의 확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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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남중국해�갈등의�원인과�충돌

남중국해는 연안국과 연안국간의 문제이면서, 지역해 패권 구도의 형성과 

그 자체 역량이 국제세력과의 균형화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해의 갈등구조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틀 속

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남중국해�갈등의�원인�

남중국해가 지역해뿐만 아니라 국제적 분쟁구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은 지정학적 가치에 근거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지정학적 가치는 국가나 지

역이 세계적 공급원으로서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문명과 문명을 교량

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남중

국해는 비단길(Silk Road),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 수에즈 운하(Suez 

Canal) 등과 함께 동서양을 이어주던 전략적 통로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 가

장 중요한 통항로로 평가받고 있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세계에서 가

장 바쁜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략적 중요성과 핵심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한

다는 것은 동아시아 권력의 평형 및 생존의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과 호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입 총액의 약 42%, 동남

아 국가는 수출입의 약 54%, 호주는 약 53%의 수입과 40%의 수출 화물이 이 

지역을 경유하고 있다고 보고된다.4) 역외 국가인 미국 역시 매년 약 5조 US 

달러의 물류가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중 약 1조 US 달러 이상은 미

국 본토로의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5) 결국, 국제적 세력 균형이라는 측면

4) 양희철, “잠들지 않는 세계의 화약고 : 남중국해 분쟁”, 해양과 문화, vol.26(2011), p.112.
5) M. Taylor Fravel, “he United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paper for the 6th 

Berlin Conference on Asian Security, June 18-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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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제해권 장악이 야기할 수 있는 세력 불균형 문제

를 고려할 수 있다. 

페이건바움(Feigenbaum) 교수는 1949년 이래 중국의 무력 사용이 영토주

권에 관한 문제, 국경분쟁,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남중국해 분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주변국에 대응하고 

분쟁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원양 방위전략에 입각한 현대화

된 해군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역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제해권 장악에 있다는 것이다.6) 실제 중국의 대

양진출과 해양전략의 중요 축이라고 평가되는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 동중

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외측 대양의 열도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에서 중국의 국방안보, 경제정책에서 남중국해는 분리될 수 없는 핵심 해역으

로 고려되고 있다.7) 기타 남중국해의 가치는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

치와 상업성 어족자원, 광물자원 등이 있으나, 본 논문의 주제가 주로 국방안

보적 측면에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래 <표 1>로 대신한다. 

<표 1> 남중국해의 가치

6) 양희철, “잠들지 않는 세계의 화약고 : 남중국해 분쟁”, 해양과 문화, vol.26(2011), p.112.
7) 양희철, “조어대(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과 정책적 제언”, 해양정책, vol.1.(2012), 

p.24.

석유가스

자원

• Russia’s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of Foreign Countries(1995) : 

약 6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는 천연가스일 것으로 추정 

• Craig Snyder(2003) : 중국은 약 25억㎦의 천연가스, 37만톤의 인

(phosphorous), 10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

• Todd C.Kelly(1994) : 베트남이 해당지역에 약 225억 배럴의 석유 매장을 

추정하고 있음을 주장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보고서(2002년) : 는 천연가스가 남

중국해에서 가장 풍부한 탄화수소자원임을 지적 

• US Geological Survey(2002) : 해당지역 탄화수소자원의 약 60~70%는 

가스라고 밝힘.

어업자원
• 어업은 주변연안국의 주요 산업자원임. 약 314종의 어족자원이 분포하며, 그

중 66종이 상업적 중요성을 가진 어족으로, 단백질 및 수출수입원으로 역할

광물자원
• 석유가스 외에, 구아노(guano), 인, 주석, 망간, 구리, 코발트, 니켈 등이 다

량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되며, 중국은 약 37만톤의 인광석 매장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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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과�미국의�지역해�이익충돌과�환경변화�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이익과 지역패권문제가 중미간 갈등요소로 본격

화된 것은 2010년 이후, 즉 중국이 2009년 남중국해를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범주에 편입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9년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의 동남아 회귀 전략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신분으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

명히 하면서 나타났다. 이후 2011년 등장한 ‘아시아 회귀’ 전략은 오바마 행정

부 제2기 때 다시 “재균형(rebalance)”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아시아 지역을 전세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

하고 관련 자원의 투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권력구조와 전략적 현상 변경

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중미간 미묘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남중국해는 재

균형정책의 중요한 접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안전을 연계

로 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고, 아세안(ASEAN), 미일, 미호주, 대만문제, 미

중 관계 등 전반에 대하여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물론 미국

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남중국해 개입이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다.8) 2009년 오바마와 후진타오의 공동성명 이후, 중국은 미국이 소

위 핵심이익의 범주에 남중국해와 황해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이후 중국 최고 지도층에서의 공개전 천명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9) 중국 해양국과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8) 忻懌, “論美國南海戰略的演變及其對南海問題的介入”,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4(2016), p.103.

해상교통로

• 태평양과 인도양의 사이, 말라카 해협에 인접하여 위치한 주요 해상로 

  *선박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제적ㆍ안보적 이점과 해당지역에서 

국가 economic lifeline을 형성할 가능성 존재

방어 및 

전진기지 

• 주변국가들과 sea-bridge 역할을 하며, 지역 연안국의 첫번째 방어선

•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결정적인 해상통로

• 지상의 위협과 모든 항공 진입을 감시하고 식별하는 연안방위 전략지로의 

변화 가능성 

기상 및 

해양과학

연구센터 

기지

• 기상 및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이상적 지역 

• 1987년 UNESCO conference에서 중국에 2개의 기지 건설을 요구, 점령도서

에 다수 관측소, 구조물 설치. 1999년 말레이지아 외교부는 2개의 암초에 해

양과학연구센터 건립을 천명



150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10) 

남중국해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으로의 전략적 인식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하는 서

태평양 해양전략은 중대한 충돌 단계로 전환되었다. 미중관계가 전면적 ‘임계

점(臨界點)’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는 미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병력배치와 

군사활동과 전략의 존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나타났다. 중국의 남중국해 행동

에 대하여 미국은 외교적 항의와 함께 “군사적 시위”와 ‘항행의 자유’ 권리를 

통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불일치하는 해권(海權) 요구를 

변경하고, 기타 국가의 과도한 해양 권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군의 전지구 

기동력 우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1)

사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냉전기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통적 억제 개념

에서 9ㆍ11사태 이후 적극적 국제연대와 협조를 통한 선제공격전략으로 전환

되었다. 글로벌 방위태세 재편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로 알

려져 있는데, 이는 9ㆍ11테러 이후 새롭게 규정한 동맹개념으로, 과거 상호방

위 조약에 근거한 고정된 지역동맹이 아니라 임무에 따라 유연한 연합과 연합

국들을 엮는 다차원 네트워크 방식이다. 즉, 글로벌 방위태세 조정의 핵심은 

미군의 해외배치를 새로운 안보환경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다.12) 

미국의 대전략이 선제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수단은 패권적 군사력과 연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제국주의적 과잉대응(imperial overstretch)”이
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13) 

 9) 중국에서 핵심이익이 서면형식으로 강조된 것은 2013년 1월 28일 시진핑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

었고, 동년 7월 제8차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등소평이 말한 12자 방침, 즉 “주권은 중국에 있고, 

분쟁을 유보하고, 공동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중 앞의 “주권은 중국에 있고”는 동중국해에 관한 

사항이며, 뒤의 “분쟁을 유보하고 공동개발”은 남중국해에 관한 사안이다. 兪劍鴻,“在南海的兩個層

面: 國際regimes和海洋事務commons, 共軍軍官(臺灣), vol.173, p.74.

10) 2015년 7월, 중국은 ‘국가안전법’을 수정공포하면서,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 및 경제발전을 추구

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이라고 하고, 전인대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 역시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남중국해 사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 2015년 11월, 

중국 국방부 부장(장관) 역시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1) US NavyㆍUS Marine CorpsㆍUS COast Guard,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july 2007), pp.8-9, http://www.jag.navy.mil/documents/NWP_1-14M_

Commanders_Handbook.pdf

12)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화 전략 : 개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제3호(2007), p.36.

13) 미국 육군대학 주최 제15차 전략세미나(2004년, 4월 13-15일)에서 William Wohlforth 교수가

“American Grand Strategy i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주제의 발표문 중에서 지적한 사

항이다. 류재갑, “21세기 미국의 신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ㆍ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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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된다는 것은 2014년 

11월, 미국의 국방장관인 Chuck Hagel이 제창한 군사전략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에도 반영되어 있다.14) 소위 ‘Offset Strategy(상쇄전략)’으로 칭해

지는 이 군사전략은 미국이 1950년대 Dwight David Eisenhower 정부 시기에 

추진한 ‘핵우선 전략’, 1970년대 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상쇄전략을 잇는 

세 번째 군사전략(Third Offset Strategy)에 해당한다. 21세기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혁신적으로 유지하고 진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군사전

략의 배경은 역시 중국의 핵잠수함, 동펑(東風, DF)21 대함미사일, 항공모함 

편대 등의 위협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미국의 對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국방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 관계를 반영하여 채택되었다는 평가에 대하

여 주저하지 않고 있다. 

물론 Hagel과 그 뒤를 이은 Ashton Carter 국방장관, Obama 정부는 공식적

으로 새로운 상쇄전략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과 같은 잠재적 대립국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태도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보여주듯이 Obama 행정부의 Asia Rebalance(아시아 

재균형), 혹은 Asia Pivot(아시아 회귀)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미국의 해군력을 아시아 태평양과 기타 지역에 대략 60대 40의 비

율로 배치하는 장기계획으로 내재되어 있다.15) 

미국의 상쇄전략이 태생된 배경에는 국내적 배경과 국제적 배경으로 접근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

하였다.16) 국제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의 소위 “반접근(A2: 

anti-access), 지역거부(AD: area denial)” 능력의 증대에 따른 것이다. 2007

년 3월 군사전략 연구로 저명한 RAND Corporation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연

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향후 중미가 대만해협에서 충돌할 경우, 인

적 함의”, 국가전략, 제11권 제3호(2005), p.37 각주 5 재인용.

14) Cheryl Pellerin, “Hagel Announces New Defense Innovation，Reform Efforts”, US Department 

of Defense(2014.11.15). http://www.defense.gov/News/Article/Article/603658(2016.10.15 

방문)

15) Peter Dombrowski, America’s Third Offset Strategy : New Military Technologies and 

Implications for the Asia Pacific, RSIS Policy Report(2015.6), pp.5-6.

16) Chuck Hagel, Ｒ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 Ｒonald Ｒeagan Presidential 

Library，Simi Valley，CA. http://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

606635(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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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해방군은 미군이 중요 전략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태도와 능력을 구

비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의 이러한 ‘반접근전략’은 미군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17)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과 제3차 상쇄전략의 근본적 

목적은 모두 기술적 및 총체적 우위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전지구

적 범주에서 패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일치하고 있다. 

Ⅲ.�국제재판은�남중국해�분쟁�해결의�적절한�수단인가�

1.�남중국해�분쟁해결�수단의�선택과�주요�행위자�

상술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지역해 패권, 혹은 국

제적 균형전략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남중국해

에서 양국의 갈등구도가 국제적 사안으로 확산되는 데는 평면적 측면에서의 

SLOC(국제적), 석유가스자원(국제적), 어족자원(지역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수직적 측면에서는 국방안보적 측면에서의 해양공간확보와 자국 

세력의 투사력을 확대하려는 국가간에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범주로 확대하

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문제는 남중국해와 같이 지역해와 지역해를 잇는 지

정학적 구도가 국제적 패권세력의 쟁탈문제와 연계될 경우, 해양투사력의 확

대는 경우에 따라 수직적ㆍ수평적 이익의 전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의 세력 투사력 확대를 위한 지

정학적 토대가 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거대 세력간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왜 

국제법적 수단이 유효한 조치로 제기되었는가? 이는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한

계를 노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균형적 이익이 상시적 불

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을 수 있다. 양국간에는 남중

국해 주도권이 대양에 대한 진출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지역해 ‘동맹’

17) Roger Cliff，Mark Burles，Michael S. Chase，Derek Eaton，Kevin L. Pollpeter,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March 29, 2007),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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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세력적 팽창과 대립구도, 적절한 법적 장

치를 통한 상호 세력의 견제와 억제의 한계성이 국제법적 수단을 통한 지역해 

정치질서에 개입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때의 중요한 행

위자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의한 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국제재판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개입을 통해 지역해 갈등구조가 해결되는 방

식에 부정적이었던 중국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미

국이 중국보다 남중국해에서의 해결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충분히 추론가능하다.

이 외에, 국제법적 수단을 통한 남중국해 질서의 정착의 행위자가 지역 연

안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근거한다는 이유도 충분히 제기 가

능하다. 중국의 성장과 대양진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남중국해 분쟁의 

직간접적 확대를 유발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

팽창정책 또한 지역해 갈등구조의 복잡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

다. 그런데 남중국해 연안국간 분쟁의 시대적 배경이 현재의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 물론 동아시아 지

역해에서 세력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상황이 성숙되고 있었다는 

정황에 대하여는 수긍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금번 중재재판소 

사례로 제고된 직접적 갈등의 촉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긍하기 어

렵다. 그만큼 남중국해 갈등은 상시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중국해 갈등

의 원인적 측면은 사실 지역적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해 내부에서의 갈

등 구조는 충분히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남

중국해를 둘러싼 국가간 합의서, 지역해 합의서,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문건 

등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상술한 남중국해 분쟁의 상시성이 매우 미묘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고조기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간, 지역해 내의 갈등구조가 상시적이었던 공간에서, 최근과 같은 

갈등구조로 상승 전환된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장 직접적

인 외부적 원인으로는 ‘군사활동의 자유’로 확대될 것을 의도하는 미국의 “자

유항행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에는 

그 성질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요한다. 즉, 이는 UNCLOS에서 인정되는 비군

사적 측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군사적 



154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측면에서의 ‘군사조사’를 포함하는 ‘군사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항행의 자유프로그램(Freedom of Navigation Program)의 핵심은 

국제법이 부여한 수권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해양주장(Excessive Maritime 

Claims)”을 억제하기 위해 출발하였다.18) 

더욱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는 기존

과 같이 유지’된다는 명시적 표명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태도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중국 주변해역을 중

심으로 의도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남중국해 분쟁의 상시성을 ‘직접적 충돌’의 

문제로 전환시킨 원인행위로 작용하였다는 개연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분쟁의�국제법적�해결과�지역해�질서�정착의�명암

 

남중국해 갈등을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특정 행위자의 의

도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분쟁해결의 결과는 상당한 정치적 위험성을 여

전히 내포한다. 금번 사례의 주요 당사국이면서 남중국해 연안국인 중국 입장에

서는 제3의 세력인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보다 강하게 정책

으로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해 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대양진출의 안전한 토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연안에 집중된 자국

의 경제력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제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동맹체는 주로 

바다로 형성되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대양

진출과 지역해 질서 주도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유

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위협적 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이익이 적절한 접점을 찾기에 한계로 작

용한다. 

18) 미국의 항행의 자유프로그램은 항행자유권 유지를 핵심으로 하나, 그 핵심 내용은 “과다한 해양

주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1)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만과 수역의 주장, (2) 협

약이 아닌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여 영해기선을 선포한 경우, (3) 영해의 폭이 12해리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역을 영해로 포함시키고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4) 

12해리를 넘는 영해 주장, (5) 12해리 이원의 해역에 대한 ‘안전수역’ 등의 관할권 주장, (6) 군도

국 해로 통항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 등을 포함한다. The White House, “International Security 
Directive 49”, October 1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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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해양’이라는 매개체는 육지를 매개로 

하는 동맹보다 상호 경제적 교류와 이익구조를 통해 보다 밀접한 동맹체를 형

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현대전의 양상은 신속한 군수지원과 항공지원 

기능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역시 남중국해에 대

한 미국의 이익이 보다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태평양에서의 군

사적ㆍ경제적ㆍ동맹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항로로서뿐 아니라, 국제적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남중국해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지역해에서의 소극적 대응자세가 중국의 급속한 세력화와 군사 현대

화 위협을 제고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 결과 도출에

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역 주도권 형성 단계까지 대중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가

장 민감하게 제기될 수 있는 활동영역은 역시 군사적 활동 범위의 확대와 관계

된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국가가 주변국가에게 자국의 

군사역량을 직접적으로 투사(投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은 

앞에서 충분히 확인한 바와 같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군사적 매력은 각국이 일

종의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의 자세로 장기화될 수 있으며, 국제적 정치 

환경을 적절히 반영한 형태로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으로 진행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가 강력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

는 방법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국

가’의 적극적 균형 도출 자세보다는, 오히려 치킨게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충돌 환경을 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자구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국가는 각각 자국의 선택(군사적 역량 강화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의 균형 도출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가간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

와 균형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국제관계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어느 

수위에서 조정력이 발휘될 것인가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환경변화와 함께 진행

될 것이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간 충돌과 함께 

세력간 균형을 위한 조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군사적 활

용성을 인지한 “강대국의 본질적 야망”과 연계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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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남중국해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매우 명료하고 과감하게 중국의 행위

에 대한 UNCLOS 불합치성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법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재판소의 현실을 고려하면, 금번 남중국해 지역질서에 대한 기준으로 작

용한 ‘국제법’은 오히려 큰 틀에서 상당한 정치적 위험성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금번 판례가 남중국해의 연안국이 아니면서도 향후 질서

형성과 갈등구조에 개입될 수 있는 새로운 세력, 즉 ‘미국’에게는 ‘국제법적 근

거’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번 판례

를 근거로 최소한 남중국해 핵심해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와 군사

적 역량 제고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중국은 지역해에서의 모든 

행동이 국제법 준수와 비준수의 손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행위 혹은 정책추진

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확대될 필요는 없다.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과 미

국의 태도는 여전히 해석을 요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번 

판례의 다음 단계에서 예측될 수 있는 행위 충돌 양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물이 영해 외에는 EEZ와 대륙붕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단

된 이상, 미국의 자유항행 프로그램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의 적법성을 둘러

싸고 중국과 해법 없는 갈등 구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남중국해 각 연안국의 권원과 관할권 행사 범위

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중국의 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필리핀 등 연안국과, 나아가서는 미국에 의한 강한 대응조치에 직면할 것이라

는 점에서 지역구도에 대한 일련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 법적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

결이 남중국해 지역해에서 일방에 의한 행위가 타방에 의한 비례적 대응조치

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상호 ‘자기 제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단순한 ‘지역해’로 고립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점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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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최소한 중국의 ‘절대적 지역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

다는 점에서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한 이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

할 수 없다. 남중국해의 현실적 통제세력인 중국과 지역 외 세력으로 남중국해

에 분명한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간에는 ‘강대국’과 ‘강대국’의 대립구도

가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사실상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미국은 중재

재판소라는 기관을 통해 중국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며,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당연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무기

로 연안국인 중국의 이해(利害)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 이는 남

중국해를 거점으로 미국이 중국의 행위에 준하는 세력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

다는 점과 지역해 연안국과 기존의 동맹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

의 독자성과 연대성을 확보하였다는 실익이 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중재재

판소 판결의 이행이 남중국해 패권과 대양진출이라는 핵심이익의 사실상 해체

와 새로운 지역질서 구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이 지역 간 협

력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일시적으로 ‘평화적’ 협력 구도

로 유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국제적 균형을 꾀하는 중국에게 ‘남중

국해 문제’는 또 다른 지역해와 연계되는 지정학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에서 수동적 지역질서의 수용적 구도로 지속될 실익은 없다. 

남중국해와 같이 복잡한 긴장과 지역적 대립구도가 작동되는 사안에서 국

제법적 해결은 종종 정치적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

리고 그 ‘모호성’이 국제규범과 정치적 대립축을 형성하는 세력간의 갈등구조

를 반영하고 있을 경우, 국제법의 역할과 판단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많은 희

생을 동반할 수가 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판결 결과가 ‘한 축(패소측)’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에

서 국제질서(규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해

결수단에도 불구하고 패소국에 의한 현질서의 지속, 혹은 승소측에 의한 가시

적 이행 의지에 따라 또 다른 ‘정치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 양상은 기존의 ‘국제법적’ 판단까지 재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및 ‘국제정치적’ 질서를 또 다시 ‘강대

국’ 중심으로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158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참고문헌

 

국문

류재갑, “21세기 미국의 신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ㆍ전

략적 함의”, 국가전략, 제11권 제3호(2005).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화 전략 : 개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제3호(2007).

양희철, “잠들지 않는 세계의 화약고 : 남중국해 분쟁”, 해양과 문화, vol.26(2011).
양희철, “조어대(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과 정책적 제언”, 해양정책, 

vol.1(2012).

영문

M. Taylor Fravel, “he United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paper 
for the 6th Berlin Conference on Asian Security (June 18-19, 2012).

Peter Dombrowski, “America’s Third Offset Strategy : New Military Technologies 

and Implications for the Asia Pacific”, RSIS Policy Report(2015.6).

Roger Cliff, Mark Burles, Michael S. Chase, Derek Eaton, Kevin L. Pollpeter,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 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March 29, 2007).

중문

忻懌, “論美國南海戰略的演變及其對南海問題的介入”,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4(2016).

인터넷

Cheryl Pellerin, “Hagel Announces New Defense Innovation，Reform Efforts”,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News/Article/Article

/603658(2016.10.15).

Chuck Hagel,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Simi Valley，CA. http://www.defense.gov/News/

Speeches/Speech-View/Article/606635(2014.11.15).

“PCA Case Nº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남중국해 중재판결 : 군사적 분쟁 고조인가 국제법적 해결의 증진인가? / 양희철  159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Republic of China. http://www.pcacases.

com/pcadocs/PH-CN%20-%2020160712%20-%20Award.pdf. (July 12, 2016).

US NavyㆍUS Marine CorpsㆍUS Coast Guard,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http://www.jag.navy.mil/documents/NWP_

1-14M_Commanders_Handbook.pdf. (July 2007).



160  STRATEGY 21, 통권 40호 (Winter 2016년 Vol. 19, No. 2)

Abstract

PCA Ruling on SCS : Is it a Peaceful Solution or 

Cause of Military Tension?

Yang Hee-Chuel *19)

 

A unanimous Award has been issued on 12 July 2016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urrent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al sea shall be carefully reflected to anticipate whether the Award could 

resolve the existing political conflict or rather will grow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The Award clearly directs the scope of delimiting maritime jurisdiction 

to coastal States in the Southern China sea, so it seems to help facilitating 

finding resolutions of regional disputes on maritime boundar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reality to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included in the Award. USA could use the decisions to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and exercise of unilateral maritime jurisdiction by China in the region, 

while China shall encounter guilt to illegitimacy of its activities as well as 

shaking the legal foundation of its policy in the region. Then the resolution of 

this dispute through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would rather cause more 

political confusion. The intension of bringing the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were to resolve political difficulties. If, however, the political difficulti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al decisions, such decision would possibly 

raise more political risks.

* Director, Center for Maritime Policy Studies,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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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892년 알프레드 마한은 미 해군전쟁대학(Naval War College) 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우리 미국은 새로운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해군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과

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1) 왜 미국이 해군력

을 증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마한의 

답은 분명하다. 미국은 강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국

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대국으

로 부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한에게 있어서 해군력은 해운력 및 해외기지와 

함께 해양력(sea power)을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강대국 

부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2)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한이 해양력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 약 10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류화칭(劉華淸) 제독이 인민해방군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을 제시

했다.3) 이후 중국해군은 인민전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채택한 ‘연안방어(沿岸

防禦)’ 위주의 전략개념을 ‘근해방어(近海防禦)’로 전환하고, 이에 부합한 전력

을 구비하고자 해군력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다.4) 서구에 비해 20-30년 기술수

준이 뒤떨어진 중국은 1990년대 소련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 해군

무기를 도입했고, 21세기에 이르러 주요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

1) Alfred T. Mahan, Naval Administration and Warfare (Boston, 1906), p.229. Quoted in 

Philip A. Crowl, “Alfred Thayer Mahan: The Naval Historian,”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477.

2)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p.71.

3)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해군사령원을 지낸 류화칭 제독은 1988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

진하면서 3도련 개념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1도련, 2025년까지 2도련, 그리고 2050년까지 3도

련으로 해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Verkeley: Universoty of California Press, 

2002), p.67.

4) Paul H. B. Godwin, “From Continent to Periphery: PLA Doctrine, Strategy and Capabilities 

Towards 2000,” David Shambaugh and Richard H. Yang, eds., China’s Military in 

Transi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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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진(晋)급 탄도미사일탑재핵잠수함(SSBN)과 이

에 장착되는 JL(巨浪)-2 SLBM 개발, 랴오닝(遼寧) 항모의 완성과 추가적인 독

자 항모의 제작, 그리고 구축함과 호위함 및 탑재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해군력 증강에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 장차 중국은 이러한 해군

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지역안정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지역불안정 및 해양분쟁의 근원을 제공

할 것인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가져올 불안정성을 억

제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어떻게 해양안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 

우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1890년대 마한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도 해양 중

심의 국가전략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중국은 중국꿈(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강대국 

부상의 꿈을 갖고 있었다.5) 이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려는 중화민족주의와 결부된 것으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목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중심의 지정학 전략을 채택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지난 25년 동안 추진한 해군력 현대

화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

강 동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지역안보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도록 한다. 필자는 

우선 중국이 해양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무기체계별로 

최근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 국가들 간에 가능한 

해양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Peter Ford, “Decoding Xi Jinping’s ‘China Drea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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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중국의�국가전략�전환�:�대륙에서�해양�중심�전략으로

1.�중국�해양전략의�기원과�전개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국가였다. 비록 명(明)대에 정화(鄭和)가 1405년부

터 1433년까지 7차례 해양원정을 실시하며 아프리카 연안에까지 영향력을 확

대한 적이 있었으나, 그 기간은 30년을 넘지 않았다.6) 청(淸) 말기 중국은 해

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홍장(李鴻章)을 중심으로 북양함대(北陽艦隊) 건설에 

나섰으나 이는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은 바다로 나아가

지 못하고 여전히 대륙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전쟁 개입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했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1985년까지 중국

은 미국과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여 인민전쟁(人民戰爭)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

는 유사시 해양을 포기하고 내륙에서 지구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었다.7)

중국이 해양의 가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

년대 초반부터였다. 이 시기에 해저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

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해양자원을 확보하고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암초, 바위섬, 산호섬, 모래톱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

기 시작했다. 특히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들은 남사군도 지역의 무주지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73년에 필리핀은 5개의 섬을 장악했으며, 베트남은 11개의 섬

을 점령하고 자국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뒤떨어졌

다고 판단한 중국은 1974년 1월 서사군도 일대에서 베트남 해군과 교전을 벌여 

베트남 해군 18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가하면서 서사군도를 

장악했다.8) 다만 이 시기 중국은 해군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남사군도에까지 

6) 박창희, 중국의 전략문화 : 전통과 근대의 모순과 부조화(파주 : 한울, 2015), pp.104-111.

7)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New York: I.B.Tauris, 1999), pp.163-164.

8)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272. 1978년 중국은 

서사군도에서 가장 큰 영흥도(永興島, Woody Island)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하이난다오(海南島)와 

항공노선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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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여 섬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1982년 4월 유엔해양법(UNCLOS)이 채택되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 그리고 대륙붕 주권에 대한 틀이 확립되자 각국은 해양안보를 위한 전략

적 요충지로서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

다. 1987년 초부터 중국은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해군력을 투입하여 남사군도

의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Reef), 화양초(華陽礁, Curteron Reef), 남훈

초(南薰礁, Gaven Reef)를 점령했다. 1988년 3월 중국해군 구축함이 적과초

(赤瓜礁, Johnson Reef) 인근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하자 베트남이 이를 저지

하기 위해 화물선과 상륙정 등 3척을 파견하고 43명의 병력을 적과초에 상륙

시켰다. 중국도 이 지역에 두 척의 구축함을 증원하고 적과초에 58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베트남 군과 대치했다. 양국 병력들이 서로를 밀어내려 신경전을 벌

이는 사이에 사격이 이루어졌고, 이는 해군함정 간의 교전으로 확대되었다. 화

력 면에서 우세한 중국해군은 3척의 베트남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고 72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끝에 적과초를 점령했으며, 그해 3월 말까지 6개의 다른 산호

섬을 장악했다.9)

1980년대 후반기 남중국해로 진출을 서두르고 해양전략을 정비했음에도 불

구하고 중국은 21세기 이전까지 대륙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

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첫째, 소련/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 중국은 대륙의 북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했으며, 소련이 붕괴하고 등장한 러시아와 관

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전까지 해양으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1996년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합의하고 2001년 7월 “선린우

호협력조약”을 체결한 것은 비로소 중국이 해양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0)

둘째, 내륙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양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특

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의 국경분쟁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중국은 냉전기 이들 국가들과 국경지역에서 전쟁 혹은 군

사적 충돌을 경험했으며, 다시 이러한 분쟁이 고조될 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역

 9) M. Taylor Fravel, Strong Borders Secure China, pp.294-295.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10

개의 섬을 장악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4개, 필리핀 7개, 말레이시아 6개, 대만이 1개의 섬을 장

악하고 있다. 

10) Elizabeth Wishnick, “Russia and China: Brothers Again?” Asian Survey, Vol. 41, No. 5 

(2001), 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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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해양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러시아, 베트

남, 중앙아시아 3개국 등과 역사적으로 골치 아팠던 육지에서의 국경선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으로 나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11)

셋째, 중국이 보유한 해군력이 미약했다. 중국군은 냉전기 동안 인력에 의존

하는 지상군 중심의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해양을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신형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약 

25년 동안 해군력 증강에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최근에는 주요 함정 및 무기체

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12)

넷째, 무엇보다도 중국은 최근까지 해양중심의 국가전략을 갖지 않았다. 비

록 1980년대 후반 해군력 건설 및 해군운용 개념을 제시했으나, 국가차원에서 

해양을 국가발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서지 않았다. 즉, 마한

이 제기한 해양력의 3요소인 해군력, 해운력, 그리고 해외기지를 연계하고, 이

를 국가전략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세기에 오면서 중국

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추구하며 해외기지를 획득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13)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기한 것은 비로소 중국

이 해양전략을 국가차원의 전략에서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 50년 동

안 해양진출을 제약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해양전략을 추구하

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오면서야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11) 박창희, “중국의 영토분쟁 정책,” 2013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년 4월, 

pp.272-273.

12) 이 과정에서 1991년 걸프전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중국의 해군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31, 2016, p.5.

13) ‘진주목걸이’란 중국이 확보하려는 항구를 잇는 모습을 지칭한 것으로, 이러한 항구로는 미얀마의 

카육푸(Kyaukpyu) 및 코코군도(Cocos Islands),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세이셀(Seychelles) 

군도이다. 중국은 이러한 지역에 중간기착지, 감청기지, 항만시설 등을 이미 완공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ristopher J. Pehrson,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Carlisle: SSI, 2006), p.10; Rahul Bedi, “India Shores Up Island 

Defenses to Counter China Buildup,” Jane’s Defense Industry, February 11, 2010. 

http://jdet.janes.com/JDIC/J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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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해양�중심의�국가전략�

중국이 해양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한 것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를 기

점으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지도부는 ‘해양강국건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해양굴기(海洋

崛起)’가 없이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보고에서 중국은 해양에서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

하면서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임무”임을 역설했다.14)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일찍부터 그들이 제기하는 ‘핵심이익(核心利益)’ 발

언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이전까지 중국이 주장한 핵심이익은 대만, 신장, 티

베트 문제에 한정되었으나, 2009년에 처음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

토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해양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에 대한 주장을 강화해 오고 있다.15)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국방백서

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에 대해 매우 낮은 어조로, 심지어 2002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적도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영토주권

과 해양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양영토

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점차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16)

14) “中國共産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開幕 胡錦濤作報告,” 人民網, 2012. 11. 8.
15) 다이빙궈(載秉國) 국무위원은 2009년 7월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미 외무장관 클린턴에게 미

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는 주권 및 영토보

전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Dai Bingguo: The Core Interes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Digital Times, August 7, 2009; Edward Wong, “China Hedges Over 

Whether South China Sea Is a ‘Core Interest’ Worth War,” The New York Times, March 

30, 2011.

1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力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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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내용

2000년 
남중국해지역에서의 중국권익을 잠식시키려는 돌발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타 지역 국가들도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남중국해 지역정세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련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서 당사자간 행동선언”을 채택했다.

2004년, 2006년 미언급

2008년 영토와 해양이권(海洋利權)의 분쟁은 여전히 심각하다.

2010년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海洋權益)을 수호하는데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일부 인접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하여 문제를 복

잡하게 만들고 이를 확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어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관련 일부 연안국가들은 도발적 행위를 하고 

중국의 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참

견하기 바쁘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항공 및 해양 감시와 정찰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국 주변에서의 안보 및 안정에 부정

적 영향을 주고 있다.

<표 1> 중국국방백서에 나타난 해양안보에 대한 인식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은 2013년 1월 당 중앙 정치국 집단학습을 통해 “우

리는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하되 결코 핵심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

급했으며, 7월 30일 집단학습에서도 “정당한 권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국가 

핵심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해양에서의 국익수호 결의를 분

명히 했다.17) 2013년 4월 발간된 중국국방백서는 해양이야말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해양을 개발, 이용, 보호하며, 해

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했다.18) 이러한 

중국의 결연한 의지는 2014년 이후 보여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단호

한 대응, 조어도(釣魚島)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의 군사적 대치, 서사군도 인근 

베트남 EEZ에서의 석유시추 강행, 그리고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 

섬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도발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2015년 5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국

방백서에서 중국은 기존의 대륙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해양을 중시하는 전략

으로 선회할 것임을 밝혔다.19) 이와 관련하여 중국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이 언

17) 新華網, 2013年 1月 28日; 연합뉴스, 2013. 8. 1.
18)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力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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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해양은 항구적 평화와 지속적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가 있다. 

육지가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 사고는 버려야 하며, 해양과 대양을 관리하

고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해양협력에 참여하

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20)

이와 함께 국방백서는 “중국은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비례한 현대 해양군

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전

략적 해상교통로(SLOC) 안전 및 해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마한

의 해양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그것

은 바로 중국민족의 염원이자 국가목표인 강대국 부상을 위해 먼저 ‘해양강국’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해군력을 증강함으로

써 해양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

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을 다음

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해양을 지배할 수 있는 중국해군의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중국해군은 최근 전략개념을 수정하며 활동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중국해군은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전환했으며, 2015년 5

월 공개한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遠海護衛)’라는 전략개

념을 제시하면서 해군의 활동범위를 원해로까지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해군은 근해에서의 ‘해양통제(sea control)’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항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해양거

부(sea denial)’를 뛰어넘어 해양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 

중국해군사령원 장롄종(張連忠) 제독은 “우리는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자

들로부터 7회에 걸쳐 바다를 통해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

군력이 약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다. 역사

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21) 청 말기 해군이 약화된 

1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2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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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구열강의 침략 대상이 되었고, 그 침략은 모두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

음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의 근해방어는 중국의 안보에 중요하다. 근해를 통제

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고 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분쟁 발생 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22)

셋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국가발전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95%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SLOC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만일 미국과의 분쟁으로, 혹

은 국제해적이나 테러집단에 의해 SLOC가 차단될 경우 중국의 경제는 즉각 

마비될 수밖에 없다. 2008년 말부터 아덴만에 구축함을 파견하여 SLOC 안전

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23)

넷째,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

력 증강은 단순히 해양영토분쟁 등 핵심이익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24) 해외의 항구를 확보하고 해군을 주둔

시키며 SLOC 안전을 자국의 힘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권위를 높이고 강대국

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전략의 방향을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

화된 해군력은 국가안보 및 국가발전 이익의 확보는 물론, 강대국 부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3.� ‘일대일로’�구상과� ‘일로’의�지정학적�의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대전략으로 모습을 갖춰가

고 있다.25)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양실크로드를 합친 개념

21) Tai Ming Cheung, “Growth of Chinese Naval Power: Priorities, Goals, Missions and 

Regional Implications,” Pacific Strategic Papers, No. 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3. 이춘근, “지정학적 부활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Strategy 21, Vol. 

18, No. 1 (Spring 2015), p.19에서 재인용.

22) You Ji, The Armed Forces of China, p.167.

23)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September 9, 2015, pp.8-11.

24)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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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국식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일대(一帶)’

는 대륙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철도를 연결하여 중국-몽골-

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유럽, 중국-중남아시아 등 3개 국제경제

협력 회랑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종의 ‘철의 리본’, 즉 유라시아 국가

들을 철도로 연결하여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해야 

세계지배가 가능하다는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킨더의 ‘심장부이론’은 20세기 초 제시된 

대륙중심의 지정학이론으로 심장부는 유라시아 내부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장

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장이다.26)

반대로 ‘일로’는 해양중심의 지정학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미얀마-

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아라비아해-아프리카 연안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

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앞에서 언급한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를 장악해야 세계지배가 

가능하다는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의 ‘주변부이론(rimland theory)’

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파이크맨의 ‘주변부이론’은 1944년 제기된 해

양지정학이론으로 주변부를 장악해야 유라시아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7)

결국, ‘일대일로’는 대륙 및 해양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중국

의 대전략적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식의 ‘복합적 지정학’이다. 그렇다면 해

양지정학을 이루고 있는 ‘일로’, 즉 해양실크로드 구상은 전략적으로 어떠한 의

미를 갖는가? 

중국의 ‘일로’ 개념은 미국의 해양전략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 될 것이다. 미

국은 여전히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아태지역 5개의 동맹국과 베트

남, 인도 등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전통적인 해양지정학의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희석시키고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국 중심의 해양벨트를 형성하고자 한다. 

25) “Chronology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Xinhuanet, March 28, 2015.

26) 이는 당시 철도의 등장으로 해양보다 대륙의 우세를 예상한 것으로 맥킨더는 심장부로 향하는 관

문인 ‘동유럽’을 먼저 장악해야 심장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히틀러의 유럽팽창을 위

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pp.13), pp.13-19.

27) 주변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해양을 접한 주변지역으로, 스파이크만은 교통과 교역, 그리고 산업

잠재력 측면에서 대륙보다 주변부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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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

카, 파키스탄, 그리고 홍해와 아프리카를 잇는 주변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해양을 연하는 주변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중국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 연안지역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남사군도 지역의 천연자원을 확보함은 물론, SLOC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대만의 서쪽 해역을 강화함으로써 양안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유

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으로서는 이를 발판으로 하여 세

력투사를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중국이 최근 하이난다오의 남단에 위치한 싼야(三亞)지역을 전략적 

항구로 개발하고 남사군도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은 남중국해를 해양전략

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28)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건설은 해양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지정학적 구상이다. 즉, 중국은 해군력이 뒷받침해주는 해상무역로를 완

성하고 연안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Ⅲ.�중국의�해군력�증강� :�근해방어�및�원해호위�능력�확보

1.�해군전략�및�군사력�건설�개념

중국해군의 임무는 해상안보와 영해주권을 보호하고 해양이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9)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대만 유사에 대한 군사적 

대처, 둘째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장 강화 및 분쟁 가능성 대비, 

셋째로 중국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SLOC 보호, 넷째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다섯째로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을 들 

28) David Tweed, “China’s Clandestine Submarine Caves Extend Xi’s Naval Reach,” Bloomberg, 

October 31, 2014.

2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武裝力量的多樣化運用, 2013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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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0)

이를 위한 해군의 전략은 2015년 5월 국방백서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

로 전환되었다.31) 기존의 ‘근해방어’에 ‘원해호위’가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근해란 대체로 류화칭 제독이 제기한 제1도련, 즉 일본열도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다.32) 여기에 중국이 ‘원해호위’를 추가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근해에서의 방어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해양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즉, 중국은 영해주권을 넘어서 SLOC 보호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해양이익을 수호하려 하고 있다. 둘째

로 중국은 ‘근해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근해에 대한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판

단에 따라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해군은 기본적으로 근해에서의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고 원해에

서의 SLOC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원해에서도 해양통제 

또는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다. 

중국해군의 군사력 현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33) 첫째, 해

군 전체 무기체계에서의 현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함탄도미사

일(ASBM), 대함순항미사일(ASC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대공미사일

(SAM), 기뢰, 해군항공, 무인기, 잠수함, 항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

함,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C4ISR 체계 등에서 다 같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둘

째,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된 잠

수함이나 수상함을 도입하면서 구형을 도태시키고 있다. 셋째, 무기체계를 도

입하면서 다른 무기체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합동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고 있

다. 이는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인 ‘정보화된 군 건설’이라는 방침과 부합한다. 

30)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7.

3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 5月. 1989년 3월 중국해군부사령관 

장셔우싼(張守三)에 의하면 ‘근해’란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물론, 중국의 관

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이러한 해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중국의 영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

서 근해방어는 중국해군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도련 이내 해역에서 법적 권리와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병무, 신중국군사론(서울 : 법문사, 1995), 

p.154 참조.

32) Bernard D. Cole, “The PLA Navy and ‘Active Defense,’” Stephen Flanagan et al., ed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China in Transition (Washington, D.C.: NDU Press, 

2003), p.137.

33)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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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략적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진급 잠수함 4척을 보유

함으로써 생존성이 보장된 JL-2 SLBM 48발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섯째, 원

거리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현재의 전력으로 서태평양지역

에서 정기적으로 원해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항모를 추가로 도입하

고 항모단을 구성할 경우 무력투사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다. 

2.�해군력�건설�동향

가. 항공모함 전력

중국은 2012년 8월 해군으로 인도한 랴오닝(遼寧)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

다. 이 항모는 배수량 약 6만톤의 중형항모로 2,000여 명의 승무원과 24대의 

J-15 전투기, 6대의 대잠헬기, 4대의 공중조기경보헬기, 그리고 2대의 구조헬

기를 포함해 약 36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미 항모가 통상 10만톤

으로 6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중국의 

항모는 미 항모가 보유한 전자전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함재기가 이

륙할 때 스키점프를 이용해야 하므로 무장 및 연료적재가 제한되어 함재기의 

전투반경과 전투력 발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전력은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30년까지 2척 이상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직제 개념, 즉 

작전, 교육, 그리고 정비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3대의 항모를 보유해

야 하기 때문이다. 랴오닝 호가 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항모

는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건조되고 있는 추가 항모도 약 

6만 5천톤 혹은 7만톤급의 중형항모로 스키점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핵항

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35) 이 외에도 중국은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

재기로 J-15과 별도로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왜 항모를 보유하려 하는가? 적어도 대만 문제와는 관계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만은 대륙으로부터 항공기의 작전 범위 내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모 보유는 첫째로 무력투사를 위한 것이다. 

34)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18-20. 

35)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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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에 중국의 해양력을 과시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 국가를 강압할 수 있

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해에서 해적으로부터 

해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 둘째는 중국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항모는 예로부터 강대국의 상징인 만큼, 중국이 지배적인 지역강

국이자 주요한 세계강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남사군도 등 분쟁 가능 지역에서 가급적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하겠지만, 교전이 불가피할 경우 항모전단은 

해양에서의 거부 또는 우세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잠수함 전력

최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Type 094 진(晋)급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

함(SSBN), Type 093 상(商)급 원자력잠수함(SSN), 그리고 공격용잠수함(SS)

으로 Type 039A 위안(元)급, Type 039/039G 송(宋)급, Type 032 칭(淸)급 등

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진급 SSBN은 11,000톤급으로 JL-2 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 7,400km로 핵탄두 3-4기를 탑재한 다탄두각개목표재돌

입미사일(MIRV)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보유한 4척의 진급 잠수함 외

에 SSBN 1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Type 096 신형 

SSBN을 개발하고 있다.36) 기존 한(漢)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상급 

SSN은 7,000톤급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YJ-18 ASCM을 탑재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520km로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에서 장착하고 

있는 SS-N-27 Sizzler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은 상

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Type 095 신형 SSN을 개발하고 있다. 

공격용 잠수함인 위안급은 3,600톤급으로 Type 033 로미오급 및 Type 

035 밍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중국해군에서 공기불요체제

(air-independent propulsion)를 처음 적용한 잠수함으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6개의 어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YJ-18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송급 잠수함은 2,250톤급으로 사거리 15km의 

Yu-4 어뢰, 사거리 80km의 YJ-8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24-36

36)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May 2016,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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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 밍(明)급 잠수함은 2,100톤급으로 로미오급을 대

체하기 위해 196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개량된 현대적 밍급 잠수함으로는 

1990년대 도입한 Type 035G와 21세기 도입한 Type 035B가 있다. 최근 도입

된 밍급 잠수함은 대잠전 기능이 추가되었고, 주요 무기체계로는 Yu-3 어뢰와 

LAC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2012년 선보인 칭급 잠수함은 배수량 6,60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용도는 해군무기체계 시험용으로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무인체, SBLM, ASCM, LACM, SAM, 탈출장비 등을 시험

하고 있다. 

구분
진급

SSBN

상급

SSN

공격용 잠수함(SS)
계

킬로급 밍급 송급 위안급 칭급

1995  2 1  3

2000  4 7  1 12

2005 11 9 11 31

2010 2 2 12 9 13  4 42

2015 4 3 12 9 13 14 1 56

<표 2> 중국해군 신형 잠수함 도입 현황

* 이 외에 구형 잠수함은 시아급 1, 한급 3

중국의 신형 잠수함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구형 잠수함은 시아(夏)급 1대와 한급 3대에 불과

하다. 냉전기 보유하고 있던 골프급 1대, 로미오급 85대, 위스키급 21대가 모

두 퇴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총 60대이며, 이 가

운데 4척을 제외한 잠수함은 1990년대 이후 취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

지 중국의 잠수함들은 소음이 커서 적의 탐지에 취약하다는 평을 들어 왔지만, 

새로 도입되는 잠수함들을 이러한 취약성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된 상급 SSN은 소음은 미국의 Los Angeles급이나 러시아의 Akula

급과 유사한 110데시벨(dB)로 알려져 있다.37)

37) Andrew S. Erickson and Lyle J. Goldstein, “China’s Future Nuclear Submarine Force: 

Insights from Chinese Writing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0, No. 1 (Winter 

2007),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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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축함

중국의 신형 구축함은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로부터 1990년

대 말부터 도입한 4척의 소브레메니급 외에 자체 생산한 구축함으로 Type 052A 

뤼후(旅湖), Type 051B 뤼하이(旅海), Type 051C 뤼저우(旅洲), TypeB/C/D 뤼

양(旅洋)급이 있다. 

구분
소브레

메니

뤼후

(052A)

뤼하이

(051B)

뤼양Ⅰ
(052B)

뤼저우 

(051C)

뤼양Ⅱ
(052C)

뤼양Ⅲ
(052D)

계

1995 1  1

2000 2 2 1  5

2005 3 2 1 2 2 10

2010 4 2 1 2 2 2 13

2015 4 2 1 2 2 6 3 20

<표 3> 중국해군 신형 구축함 도입 현황

* 이 외에 구형 구축함으로 뤼다(旅大)급 6척이 있음.

뤼후급은 중국해군의 첫 현대화된 구축함으로 4,800톤급이며 항속거리는 

5,000해리이다. 사거리 180km인 YJ-83 ASCM과 사거리 15km에 요격고도 

6km인 HQ-7 대공미사일, 그리고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다. 뤼하이급은 뤼후

급 개량을 위해 건조된 실험용 함정으로 배수량은 6,100톤, 항속거리는 

14,000마일로서, YJ-83 대함미사일, HQ-7 대공미사일, 어뢰, 대잠로켓체계 

등을 장착하고 있다. 

뤼양Ⅰ은 6,500톤급 다목적 미사일 구축함으로 방공능력을 보유한 첫 함정

이다. YJ-83 ASCM, 요격고도 50km인 SA-N-12 Grizzly 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뤼저우는 7,100톤급으로 선체

는 뤼하이와 동일하나 10-27km 요격고도를 가진 러시아제 S-300FM 대공미

사일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이 약하고, 가스터빈이 아닌 증

기터빈을 사용하여 엔진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후 이를 보완한 뤼양

Ⅱ로 대체되었다.

뤼양Ⅱ는 7,000톤급으로 사거리 280km인 YJ-62 ASCM, 사거리 200km

에 요격고도 27km의 HHQ-9 장거리 대공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1,800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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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2 LACM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뤼양Ⅱ
는 진정한 장거리 방공능력을 가진 첫 함정으로 여기에 배치된 HHQ-9 대공

미사일은 마하 4.2의 속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360도를 감시할 수 있

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와 연동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뤼양Ⅲ는 7,500톤급

으로 YJ-18 ASCM, HHQ-9 장거리 대공미사일, CJ-10 LACM, CY-5 대잠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1대의 헬기를 탑재하고 있다. 중국의 이지스

함이라 불리는 뤼양Ⅲ는 뤼양Ⅱ와 마찬가지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를 장착

하고 있으며, 신형 수직발사체계(VLS)를 적용하여 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 대함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뤼양Ⅱ는 사거리 216km인 

YJ-62 ASCM을 장착했으나, 뤼양Ⅲ의 경우 사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난 

YJ-18을 장착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해군은 총 10척의 뤼양Ⅲ를 도입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뤼양Ⅲ 구축함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배수량 약 10,000

톤의 Type 055 다목적 순양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순양함은 이지스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함대의 방공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특히 항모를 방어할 것으로 보

인다. 96개의 VLS를 장착하고 다양한 무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방공임무 외

에도 미사일방어, 반위성(ASAT)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형 구축함은 총 26척 가운데 20척으로 77%에 달한다. 이는 2010

년 65%, 2005년 50%에 비교할 때 중국해군이 매우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호위함

중국해군의 신형호위함은 Type 053H2G 장웨이(江衛)Ⅰ, Type 053H3 장

웨이Ⅱ, Type 054 장카이(江開)Ⅰ, Type 054A 장카이Ⅱ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함정들은 기존의 Type 053 장후급에 비해 대공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해군은 최신형 호위함인 장카이Ⅱ의 생산을 계속하여 늘

리고 있다. 

장웨이Ⅰ은 2,400톤급으로 항속거리는 5,000해리이며, YJ-83 ASCM, 

HQ-61 대공미사일, 어뢰 발사기, 대잠전용 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4척

을 도입했으나, 장웨이Ⅱ급이 개발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 장웨이Ⅱ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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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항속거리 면에서 장웨이Ⅰ과 동일하며, YJ-83 ASCM, HQ-7 대공미

사일, 어뢰관, 대잠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장카이Ⅰ은 장웨이Ⅱ를 대체하며 두 척 도입되었다가 장카이Ⅱ가 도입되면

서 생산이 중단되었다. 3,900톤급으로 항속거리는 8,000해리이다, YJ-83 

ASCM, HQ-7 대공미사일, 대잠어뢰, 대잠로켓 등을 장착하고 있다. 최신형 

호위함인 장카이Ⅱ는 장카이Ⅰ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HQ-16 대공미사일, 

C-803 대함/대지 순항미사일, 어뢰, 대잠로켓발사관, 디코이로켓발사관 등을 

장착하고 있다.

구분 장웨이Ⅰ 장웨이Ⅱ 장카이Ⅰ 장카이Ⅱ 계

1995 4  4

2000 4  6 10

2005 4 10 1 15

2010 4 10 2  7 23

2015 4 10 2 19 35

<표 4> 중국해군의 신형 호위함 도입 현황 

* 이 외에 구형 호위함으로 장후(江湖)급 13척이 있음.

중국의 신형 호위함은 총 48척 가운데 35척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중국해군은 상륙작전을 위해 배수량 18,500톤의 Type 071 유자

오급 대형상륙함을 3척 확보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두 척을 더 확보할 예정이

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Type 081 상륙함은 20,000톤급으로 전 갑판이 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38) 또한 중국은 Zubr급 공기부양상륙정을 2013

년 5월 우크라이나로부터 4척 도입한 바 있으며, 1,300톤급 Type 056 장다오

급 초계함을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27척 도입하여 대양에서의 대규모 해

전은 아니지만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EEZ 초계, 연안작전, 대해적작

전 등에 대비하고 있다.39)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1도련 이내의 근해를 통제하는 것과 

38)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35-38. 

39)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pp.31-33.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 방안 / 박창희  181

해양실크로드를 연하는 SLOC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다만, 장

기적으로는 원해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Ⅳ.�지역�해양안보�협력�방안

1.�지역안보에의�함의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의 군비경쟁 양

상과 흡사하다. 1888년 29세에 독일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유럽의 세력균형을 모색했던 비스마르크의 ‘대륙정책(continental 

policy)’을 폐기하고 1897년 ‘세계정책(world policy)’을 선언하며 해외 식민지 

건설 및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독일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바그다드 철도를 건

설하며 중동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위협을 느껴 해

군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전통적 패권국인 영국은 독일이 주도한 

‘삼국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및 러시아와 ‘삼국협상’을 체결하여 대립했

다. 결국 독일의 해군력 증강과 유럽에서 해군 군비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

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유럽 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전쟁발발을 촉진하는 역

할을 했다.40)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해양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 해군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중국해군

의 전력증강 추세를 보면 단순한 현대화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1990

년대 이후 중국해군이 도입한 현대화된 무기의 비율을 보면 잠수함의 경우 

93%, 구축함은 77%, 호위함이 73%로 매우 높다. 이에 미국은 2012년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을 내놓고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방위백서를 통해 앞

으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조기경보기 4척, 고정익 초계기 P-1 

40) 백경남, 국제관계사(서울 : 법지사, 1987),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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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 등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절제되지 않은 각국의 해

군력 증강 경쟁이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41)

둘째,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중국이 2009년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단호한 입장

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동안 증강해 온 해군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

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해양영토분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매우 도발적

이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을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중재

재판소(UNCLOS Arbitral Tribunal)에 회부한 데 대한 반발,42) 2014년 5월 

초부터 두 달 반 동안 베트남 EEZ 내에서의 석유시추 강행,43) 그리고 최근에

는 남사군도 지역에서 모래를 퍼 올려 매립한 8개 인공섬에 대해 12해리의 영

해와 200해리의 EEZ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는 선박 접안시설과 활주로를 

건설하고 여기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4) 앞으로도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자제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

양영토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 당사국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해 왔다. 1950년 한국전쟁 개입, 1954년과 1958년 대만포격 사건, 1962년 

중인전쟁, 1969년 중소국경분쟁, 그리고 1979년 중월전쟁 사례가 그것이다.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슴지 않고 먼저 군사적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만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베트남 혹은 필리핀을 

상대로 ‘제한적’인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 여부와 대응 수위,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과 

함께 아태지역 영향력의 지속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41) Franz-Stefan Gady, “Surprise: Japan Sees China as Its Main National Security Threat,” 

The Diplomat, July 21, 2015.

4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于菲律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權問題的立場文

件,” 2014. 12. 7. http://www.mfa.gov.cn/mfa_chn/zyxw_602251/t1217143.shtml 

43) “Maritime Disputes Heats Up between China, Philippines and Vietnam,” DW, May 7, 2014, 

http://www.dw.de/maritime-disputes-heat-up-between-china-philippines-and-veitnam 

44) Jane Perlez, “China Building Aircraft Runway in Disputed Spratly Island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6, 2015; Joel Cuinto, “China Builds Artificial Islands in South 

China Sea,” Global Economics, June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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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해양안보�협력�방안

향후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지역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과거 냉전기와 달리 국가들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

록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복합적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지역 국가들이 해양

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주요 국가들 간에 해군군비통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해군군

비통제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국가들 간 해군력 증강을 제어하는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22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해

양군비경쟁을 완화하고자 ‘워싱턴 해군회의(Washington Conference)’를 갖고 

국가별 함정 수 및 톤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록 워싱턴 해군회의

는 일부 국가들의 위반으로 결렬되었지만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때보

다 더 나은 정보 및 감시체계, 의사소통 채널, 그리고 협상 메커니즘이 구축되

어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21세기 해군군비통제회의’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상호 군사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과

도한 군사력 증강을 제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지

역 국가들 간에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분야는 제쳐두되 

이해를 같이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 증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

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에 대립하고 

있는 ‘항해의 자유’ 원칙에 대해 양국은 협의할 수 있다. 즉, 양국은 항해의 자

유 원칙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제공역(global 

common)’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45) 우선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자제하는 가운데, 인

도양 및 아덴만 등의 해역에서 해운을 위협하는 해적, 인신매매, 테러리즘 등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협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만일 

45) Zhu Feng, “Are China and the US Headed for Confron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Asia, Vol. 10, No. 4 (Winter 2015),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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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을 주도하기 어렵다면, 먼저 한국, 일본,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협력을 주도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안보레짐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회의체에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별도의 ‘외교+국방 

형태의 포럼’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 포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영토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긴장이 고조

되더라도 먼저 무력을 사용한 측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한다면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국제법과 국제규범

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비록 중국이 이에 불응하고 있어 어려

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부 간의 논의가 어렵다면 우선 

학자들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협의하며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Ⅴ.�결론

21세기 해양공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으로 뛰어들기 전까

지 해양은 완충공간이었다. 중국과 미국의 영향권은 분리되어 있었고, 중국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미국은 주로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향

력을 유지하고 있었다.46) 그러나 이제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양공간

은 미중 간 세력 확대를 위한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2010년까지 동

아시아 지역에서 유지되어 온 비록 불안하지만 평화공존의 시대가 막을 내리

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해양안보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몇 가지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소 이상적인 면이 있다. 비록 

협력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해군군비통제협상, 다자해양안보협력, 그리고 해양안보레짐 가운데 하

나라도 성사되어 제도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

46) 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 (Fall 201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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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역안보협력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보다 냉철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국의 북해함대 및 동해함

대의 전력이 어느 수준이고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해야 하며, 그래서 북한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떠

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립 혹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두

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혹은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셋째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중 간의 

EEZ 획정 논의가 결렬되어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중 해군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의 해양전략을 발전시

켜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해양은 국가안보와 국가번영 모두에 중요한 공간으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통일 후를 상정할 때 해양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록 짧은 기간 내에 먼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요원할 지라도 주변국과

의 해양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 된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

닌 중심국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강소국을 넘어 ‘강국(moderate power)’으

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국 부상의 전제는 반드시 바다를 지배하

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강국으로의 부상을 위해 해군력의 증강은 국가전략 차

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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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ese Naval Power Build-up and Measures for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Park Chang-Hee*47)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LAN’s capabilities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China has began to focus its national strategy more on 

‘rising as a new maritime power’ since the 18th Party Convention in November 

2012. Chinese new strategy aims at building a strong navy, contributing economic 

prosperity and national security, and thus elevating its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Most of all, building a strong navy is the foremost task at this time, and 

that is why the PLAN has the priority for military modernization. Chinese new 

maritime strategy could cause naval arms race in East Asia and aggravat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ncerned parties. It is the time for regional 

states to discuss some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such as arms control of 

naval weapons,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mechanism, and 

foundation of regional security regime, thus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Key Words : PLA Navy, Maritime Security, Maritime Cooperation,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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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16년 현재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이다.1) 북한이 핵 능력을 앞세워 비대칭적 군사도발과 위협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른바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하에 놓여 있다. 

북한 핵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의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특수부대, 전방전개 

공군, 잠수함(정), 장사정포 및 미사일 전력, 사이버 위협 등 북한의 비대칭 위

협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최근 들

어 급격하게 북한에게 유리하게 이행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국방재원을 투여

해 첨단 재래식 전력 건설에 매진해왔음에도 여전히 북한 위협에 취약성을 보여

주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해군이 처한 상황도 전반적인 한국 국방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 해

군은 북한 해군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군사력 건설

을 추진해왔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수중전력에서의 양적 

열세, 기뢰전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 해군과 싸워

서 지지 않을 수준의 전력을 건설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상황이 한국 해군 

대 북한 해군의 대결로 수렴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북한 해군이 제기하

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느 정도 낙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다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에

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해군이 어

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 확보로 고려되는 것이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

(KMPR)인데 이들 전력의 대부분은 지상군과 공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핵 

이외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도 미진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 여기서의 비대칭 위협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의미한다. 비대칭 전력이란 상대방은 보유

하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현저히 많이 가져서 전쟁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수단의 능력으로서 한국군

에 대하여 북한군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은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력, 잠수함/

정, 전방전개 전투기, 사이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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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제기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해군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그나마 소망스러운 일이다. 

2016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보다 적극적인 해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주었던 북한 해군 위협에 대한 대응 위주의 태세에서 벗어

나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전체적인 전장상황에 해군이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모

색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략표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참수작전에서 해군의 

역할을 높여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는 해군전략의 중점이 해양에서(on the sea) 싸우는 것보다 해양

으로부터(from the sea) 전력을 투사하여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

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핵능력의 고도화로 북한 비대칭 위협의 심각성이 전반적으

로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국방차원의 전략에 있어 해

군의 역할 공간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이 증강 

할 필요가 있는 전력과 군사력운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주장할 것이다. 기본

적으로 비대칭 위협이라는 것이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에 집중하면서 제기되는 것이므로 비대칭성에 대한 대비방안은 창의적으

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 핵의 고도화 때문에 야기

되는 전략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확대

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Ⅱ.�북한�핵�및�비대칭�위협�증대가�해군의�역할에�
미치는�영향�

북한은 현재 핵무기 소형화와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거의 확보한 

상태에 있다. 지금 당장은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그 방

향으로 정책 노선을 결정한 만큼 조만간 핵을 탑재한 미사일 위협은 현실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군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재래식 전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

담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북한 핵 억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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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북한 핵이 제기하는 위협 전부를 한국군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 핵 전략가인 리버와 프레스가 경고하듯이 북한이 한

국에 대한 핵 공격 시에도 미국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핵 보복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첨단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문제해결을 선호할 수도 있다.2) 이러

한 상황은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동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핵 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은 디커플링

(decoupling)의 문제로 많이 논의되었으며, 과거 영국과 프랑스를 핵개발의 길

로 나서게 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우리 손에 핵무기가 있지 않고 동맹국의 손

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

하는 만큼의 핵 보복을 가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억제전략의 구현과 군사전략

의 유연성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

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더라도 일정부분 독자적 보복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재래식 보복의 가능성을 타

진하는 논의가 의의를 갖는 것이며, 해군의 역할도 지금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가 조성하는 전략적 문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정권에 의한 핵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리버와 프레스 교수는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

으며, 이때 미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상황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 군사작전의 중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를 

감안하면 후속적인 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가지는 이점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주도해온 NPT 체제와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기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상황은 북한 수뇌부를 겨냥하여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이

다. 이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신호로 작용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지

도부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도시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비전투요원의 엄청난 피해를 감

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민간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를 처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 지도부는 핵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의 견고화된 은신처에

서 계속 전쟁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 대도시에 대한 핵 보복은 북한 주

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내부적 단결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재래식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상황이다. 이는 핵 보복으로는 북한 지

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평양을 점령하여 

북한 지도부를 색출하는 것이 전쟁의 조기 종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의 제2, 제3의 핵공격에 한국군과 한국민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네 번째 상황은 북한 핵시설을 무

력화하기 위해 군사표적에 대한 핵보복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북한의 핵시설이 지하화 되고 견고하게 구축된 시설에 위치

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핵 보복으로 이를 불능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

보복으로 비전투요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 나쁜 소식은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제2, 제3의 핵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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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핵능력�고도화가�조성하는�전략적�문제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감지한 북한은 전반적인 군

사력 균형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핵개발 및 비대칭 전력 건설에 매

진했다. 이는 과거 냉전기 미국이 유럽 전구에서 재래식 전력에서 소련에 열세

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나토 동맹국에 대한 소련 

지상군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은 유럽 전구에서 지상전이 발발하면 지

상전으로 대응하되 전술핵을 사용한 확전을 고려하고, 상황 불리 시에는 전략

핵을 사용한 전면적 핵 전쟁을 상정하였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은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을 사용하려 했

다.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은 

전력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되었다. 이러한 전쟁

수행 개념은 1992년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후 냉전 

종식이라는 전환기적 상황, 유일 초강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자신감, 70-80

년대 지속적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전력증강, 당시 한국정부의 정책선택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전술핵 철수가 단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술핵을 철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력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전술핵 철수 이후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장사정포, 전방전

개 공군 등을 활용한 수도권에 대한 화력 집중능력과 이에 대한 한미연합전력

의 보복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다른 요인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에서 쌍방 간에 대규모 군사작전 발생하지 않은 가장 중

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핵능

력 고도화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에 이르

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핵능력 고도화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핵을 무기화하는 것이 임박해지면서 

새로운 전략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거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인

도와의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핵 그림자 전략’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고,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무장정치(a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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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3) 개념을 빌어 설명하는 노력도 있다. 

한편 전시에 북한이 공세적 핵운용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학자

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전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면적 군사작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며, 이때 북한은 매우 공세적로 핵을 사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

이다. 이 주장을 보다 집약해서 설명하자면 북한은 재래전에서의 패배를 예상하

고 있고, 그 패배의 대가가 카다피나 후세인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더 참혹할 것

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공세적인 핵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4)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면 훗날의 역사가들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갈등양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것 같다. 즉 북

한 핵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깼고, 북한은 공세적 핵운용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수준은 필연적으로 과거

와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북한�핵능력�고도화와�비대칭위협의�심각성�증대�

핵무기 완성 단계에 진입하면 군사적 자신감에서 더욱 과감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앞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카드를 계속 유효

하게 활용하는 한편, 그 밖의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 및 인지영역에서의 심리전도 수행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

형화 및 SLBM 관련 뉴스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3) 무장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4) 리버와 프레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강압적 핵운용교리(coersive nuclear doctrine)

을 추구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요인을 검토했다. 즉 1) 재래식 전쟁에서의 패배 가능성, 

2) 패배가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의 기준이 그것이다. 현재의 미국, 영국, 프랑스(어느 국가와의 전

쟁 불문), 인도(대 파키스탄전 가정), 이스라엘(대 시리아 또는 이집트전 가정)은 재래전에서 패배

할 가능성이 낮다. 냉전기의 나토(대 바르샤바조약기구와의 전쟁), 파키스탄(대 인도 전), 북한(한

미연합전력과의 전쟁), 발틱 나토국(대 러시아전), 러시아(대 나토전), 중국(미국과의 전쟁)은 재래

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패배의 결과가 초래하는 심각성은 이스라엘(genocide까지 우

려), 냉전기의 나토, 파키스탄, 북한, 발틱 나토국, 러시아, 중국(패배의 정치적 부담 심대)에서 매

우 크다고 보았고, 이들 국가들은 패배의 결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압

적 핵운용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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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되어야 한다. 핵ㆍ미사일 위협 외에 무인기 위협을 부각시키고 스마트

폰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사이버 위협을 부각시키며, 300미리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국을 향해 북한이 활용하게 될 주요 도발 수단은 비대칭적 수단이 될 것이다.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날로 진화하는 북한 군사위협에 대

한 공포심을 증대시키고 한국군 대응 능력을 흠집 내거나 무력감을 확산시키

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에밀 심슨(Emile Simpson)이 주장하는 ‘무장정

치’ (armed politics)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려케 한다. 심슨(Simpson)(2012)

은 기존 무장정치 개념, 즉 무장그룹의 무력 사용으로 초래되는 국내 정치의 

왜곡 현상을 국제 수준으로 확장하여 국가 간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

황을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무장정치를 추구하는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과 평

화가 뒤섞인 회색지대로 만들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때 북한이 

활용하리라 예상되는 것이 그들의 비대칭 전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의 핵 그림자 하에서 그들의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고도의 무장정치의 

현실화가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이 휴전 상태

에 있었기에 향후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있어왔지만 앞으로 펼

쳐질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는 수준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

화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일을 회고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핵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를 추

진했지만, 북한은 SLBM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방공망을 촘촘히 구

축했지만 무인기로 돌파했고, 첨단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력

을 강화했다. 

북한은 군사도발 이후에 유화공세를 취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한국 정

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 때문에, 북

한은 그들의 유화공세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면서 사회를 분열시켰다. 향후 한반

도에서 펼쳐질 상황은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전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선은 불명확한 상황,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싸워야 

하는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존의 사

고체계와 정책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비

교해 볼 때 더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한국군은 날로 강성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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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북한은 제기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

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핵�및�비대칭�위협�대응에�있어서�해군�역할�공간의�

확대�필요성

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능력에 시

너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군 기획가들은 

북한 핵에 대응함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

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능력의 시

너지가 축소되고 비로소 우리의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

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략가들의 주장을 한반

도 현실에 적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마한(Mahan)은 해군

력이 원래 공세적 전력이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처럼 해군은 전술

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항상 공격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한의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핵 대응에 있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을 도출

해야 한다. 한편 콜벳은 해전과 지상전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식하고 지상

목표 타격에 대한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콜벳(Corbett)의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해군이 지상군, 공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를 구현

할 방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5)

마한과 콜벳의 해양전략으로부터 도출되는 해군력의 공세적 운용과 합동작

전을 통한 효과극대화는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소장 연

구자들은 북 핵ㆍ미사일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특

히 김정섭(2015)은 핵억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발적 사고, 인지적 오

류, 핵무기 사용의 압박 등으로 인해 위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그리

하여 김정섭(2015), 김재엽ㆍ김종하(2011)와 같은 연구자들은 북 핵ㆍ미사일에 

대해 재래식 응징보복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

5) 이는 해군을 지상군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러나 콜벳의 주장이 해군력의 보조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합동작전의 중요성

을 주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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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 예상되면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참수작전을 실시

한 것처럼 상대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휘락(2013)이 최소억제개념에 의한 응징보복 전략개발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박휘락(2013)은 핵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최

소억제(minimum deterrence) 개념의 변형된 형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북

한 지도부는 북한지역 어느 한 도시를 핵무기로 응징보복하는 것보다 이러한 

보복을 더욱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핵에 대

한 재래식 억제전략의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응징보복전략을 강조한다는 점

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응징보복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한ㆍ
미의 뛰어난 정보수집능력을 활용하고, 사이버 공격작전을 통해 감시불능상태

를 조성하며, 잠수함 전력과 특수전 요원을 결합하고, 무인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의 기획가들은 해군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응징보복 수단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미

사일방어능력을 확충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군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

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중간단계 요격을 위한 SM-3를 검토할 수 있겠다. 

SM-3의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SM-3의 

배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 도입의 의미를 넘는 것이

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동맹국 간에 ‘서로의 몸을 체인으로 묶는 전략

(chain-ganging)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

럽에서 추진한 미사일 방어의 단계ㆍ적응적 접근(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6) 

6) 미국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다. 기술과 돈 문제

가 뒤따랐고, 국제정치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에 

적용한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EPAA(유럽형 단계ㆍ적응적 접근)라고 부른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의 일부를 중지하고 일부는 수정한 계획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많이 양보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무튼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나

토 국가에 대한 이란 등 불량국가와 테러단체의 미사일 위협 고조를 이유로 미사일방어를 위한 단

계ㆍ적응적 접근법(PAA)을 소개하고, 그 첫 적용대상이 유럽임을 공표한다. 이후 수년에 걸쳐 터

키,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었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은 미국 BMD 자산의 자국 배치를 미국이 강화된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반발 및 반대여론 형성의 빌미가 되는 단점

도 있었다. 여론 측면에서 초기에는 미국 BMD 자산 배치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대개의 경우, 시

간이 지나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로 안보우려가 커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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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략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

템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는 사안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 시, 해군 차원에서 SM-3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북한이 주요 핵 투발 수단을 - 한미 연합전

력의 오폭을 유도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판 체인 묶기(chain-ganging)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 북ㆍ중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고 (노동미사일의 

경우) 고각 발사를 통하여 한국을 타격하거나 전시 증원전력으로 활용될 주일

미군 및 괌 주둔 미군에 대한 타격을 의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적 

차원에서 SM-3 배치의 이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해군은 이러한 전

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해군의 여건을 고려 시, 지금 당장 노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해군 역할 공간의 확대이다. 즉 공세적인 해군전력 운용과 

이를 통한 응징보복능력의 확보를 여하히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이다. SM-3의 도입을 통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전

략은 매우 큰 임팩트를 가지는 사안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북핵에 대한 해군의 역할 공간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북한 비대칭 위협

에 대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핵으로 인한 북한 비대

칭 능력의 시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에 대해 공세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하는 전략은 핵 이외의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연결

되는 것인 만큼 해군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BMD 자산 배치에 우호적인 국내환경이 조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 미군의 BMD 관련 기술 및 노하우 확보 등을 우호적 여론 형성에 활용했

다. BMD 기지 제공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터

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 접근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취했고, 체코는 미국

이 원안에서 후퇴한 대안을 제시하자 BMD 불참하는 결정도 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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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확장된�해군�역할�수행을�위한�창의적�대응개념�및�
전력발전�방향�

베고(Vego)는 전시나 평시에 창의적인 지휘관과 부하, 더 나아가 국방 자

체의 창의성을 얘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전쟁과 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art)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때 혁신

적 과학기술이 전쟁양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

족한 측면이 있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군사력 운용개념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며 군사적 성공이 담보되어 왔다. 이를 

감안할 때 국방과 창의성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한국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된 이 

시점에서 창조국방과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을 연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

스러운 일이다. 핵무기 완성단계에 이른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도전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 국방은 물론 해군이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더하여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해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군의 역할 확대는 창의성과 결합되어야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창조

국방은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해

서는 창의적 군사력 운용개념과 창의적 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건설이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의 대응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대응개념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1.�확장된�해군역할�수행을�위한�창의적�대응�개념�모색

창의적 대응개념 논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거부적 적극 방위전략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권태영(2010)은 북한 위협(기습공격/타격능

력, 특히 WMD 전력)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 위협으로부터 방호해야 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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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역비대칭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7) 즉, 수도권에는 국가의 핵심적인 고급 인력과 고가

의 자산이 총집결되어 있으므로 현 전선을 양보한 후 반격을 실시하여 종국적

으로는 승리를 얻는다 해도 그 승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전선 부

근 또는 밖에서 단기간 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

쟁을 사전에 예방ㆍ억제하는 적극방위개념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비대칭전략은 북한군 비대칭 전략을 무위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

편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로 

정밀타격 수단의 도입과 연관시키며 논의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창의성의 견

지에서 본다면 전력의 현대화만이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권태영(2010)은 전력 현대화 유

일론에 융통성을 주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

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소수의 특징 있는 독침형 전력을 통해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거부적 

방위효과를 극대화하는 응징보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역비대칭 전략을 고려한 창조적 군사력 건설 방향 논의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군사력 건설이 비교적 장기적 시계(10~15년)하에

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재적이거나 5년 이내에 당면하게 

될 북한 핵 소형화 및 핵탄두 미사일 탑재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어

떤 검토의 실익이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생각건대 5년이라는 시간은 전력 건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짧은 기간

이지만 현 시점에서 해군이 중점을 두어야할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논의의 실

익은 존재한다. 현재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

한 한국군의 능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 감각을 가지고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 전반, 그리고 해군

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관련 논의가 북한 위협 및 불안정 상황 대비차원에서 선

언적 효과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북한 핵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

응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전력확보 사업의 조기 완료계획 

공표, 또는 기간 중 신규로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을 공표하는 조치를 통해 전

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 물론 권태영(2010)이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차원의 역비대칭전략에 중점

을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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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과 해군의 대응능력을 고려 시 향후 해군이 추구해

야 할 군사능력은 다음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해군은 바다에서(from 

the sea) 북한 핵/미사일 시설 및 화생무기에 대해 정밀타격 가능한 군사능력

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 발발 시 핵을 포함한 WMD 사용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도록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발

사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높고 파괴 범위가 넓은 타격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력은 감시ㆍ정보 획득 수단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수준의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해 외과 수술식의 정밀타격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측 전력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이 공세적으로 전력운용을 하려면 북한 주력부대가 위치한 곳으로 접근해

야 하는데, 생존성 확보는 전쟁지속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

히 북한군 지대함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소해작전 능력 강화도 시

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군 전쟁지도부에 대해 결정적 작전이 가능한 해군 차원의 군사능

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면적 군사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문제해결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적 지도부를 타격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강요할 수 있

어야한다. 이를 위해 효과중심의 종심 참수작전이 가능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이들 전력을 은밀하게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레이더의 발달과 북한의 대비태세를 고려할 때, 지상 및 공중침투에는 많은 난

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중을 통한 특수전력의 투입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은 전쟁 초기에 수

행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미군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측의 비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바다로부터 북한 WMD를 정밀타격하거나 참수작전에 

활용하여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성 확보할 수 있도록 대형 수송함ㆍ상륙함ㆍ상

륙기동헬기사업을 추가확보하고, 잠수함 전력 지속 보강하여 전시 ‘결정적 작

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뢰도 높은 지휘통제체계와 첨단전력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시스템이다. 상기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체계

를 보다 효율화하고 미군과의 연동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한 효과적인 군수지원기능을 통하여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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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투가 지속될수록 아군은 준비된 상

태에서 전투하고, 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공세적�해군력�운용을�위한�전력소요�도출

앞서 필자는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대응개념과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창의적 대응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소요의 대체적 윤곽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전력소요는 

현재 해군이 보유한 능력과 확보해야 할 군사능력과의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

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그동안 해군의 전력소요는 남북한 해군력을 비교하면

서 보강이 필요한 전력을 식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해군과의 상대적 

전력비교의 수준을 넘어서 북한 핵과 비대칭 전력을 대응함에 있어서 확대된 

해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소요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 북한 해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 해군이 우세한 분야 또는 열세에 있는 

분야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해군 전력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먼저 우리 해군이 우세한 분야는 무

엇인지 살펴보자. 통상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원거리 대규모 해상 독립작전능력, 대규모 상륙작전능력, 대잠작전능

력, 원거리에서의 해상병참선 봉쇄능력 등이다. 한편 북한 해군이 우세한 분야

는 연안방어작전능력, 근거리 기습상륙작전능력, 근거리 해상병참선 교란능력, 

기뢰작전능력, 수중침투능력의 양적우세 등이 되겠다. 

다시 원래의 논의로 돌아와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해군의 역할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한

반도 전장환경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반도국가 특성상 동ㆍ서해에서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해상 화력으로 지상타격이 가능하고, 무기체계 발전으

로 이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즉 장거리 정밀타격체계의 발달로 함대지 또

는 잠대지 공격으로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상군, 해군, 공군 간에 막연히 받아들였던 대

칭적 분담구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담당능력과 효율성을 중시한 분담개념으

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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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이 제한되는 북한 해군의 능력도 우리 해군으

로 하여금 보다 확대된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부

각되는 해군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접근 가능성면에서 분쟁

지역 접근이 타군보다 안전하다는 점이다. 북한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

한되고,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므로 지상군과 공군에 비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함정의 독립적이며 신속한 전개ㆍ배치 능력을 감안할 

때 지상전력에 비해 기동성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공군과 비교해서

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거리ㆍ장시간 작전 지속능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군전력은 3차원적 방어가 가능하고, 대량의 

공격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의 융통성이 높다. 이렇듯 다수의 장점을 지닌 해군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해양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해양으로부터 적 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

여 핵 시설 및 비대칭 위협을 제기하는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함대지 유도탄과 잠대지 유도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 

북한 잠수함이 모기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적 잠수함 예상 침투로 및 공격대기 

구역에 잠복하고 있다가 파괴하는 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수함 전

력은 특작부대의 은밀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 참수작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

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특작부대 및 상륙기습단에 대해 선제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지스함은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해 전구 유도탄 방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해군은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여 상기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가까이 가 있을까? 해군 현 전력의 능력을 평가해볼 필요

가 있다. 생각건대 현재 해군은 일부 함정에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을 탑재하

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함포를 활용한 지상표적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다. 북한 지상 전략표적 공격을 위한 대량의 함대지 및 잠대지 유도탄도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의 수중작전 지속능력 및 무장탑재 능력에 심대한 제한이 따른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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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부대의 기습상륙을 방어 및 격퇴할 수 있는 수단(예: 공격헬기)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는 핵 미사일 이동식ㆍ고정식 발사대의 파괴이다. 핵이 무력화되면 핵 이외의 

비대칭 전력의 시너지는 급락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응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

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대규모 폭격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끝까지 항전한 것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은 적국의 산업시설

과 국민에 대한 ‘막대한 파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련도 자신들이 1차, 2차 대전에서 독일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

를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능력을 회복하여 끝내 승리했다는 경험에서 전

승을 위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대규모 폭격을 넘어서는 심대한 파괴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미ㆍ소는 적국 지도부와 국민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결정적 타

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파괴를 위해서는 확증파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8) 북

한도 심대한 파괴를 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에

게 심대한 파괴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식 수단으로도 확증파괴의 수준

은 아니지만 심대한 파괴를 달성할 수 있어야 북한의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

다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의 갈로와(Gallois) 장군은 비례억제전략을 주창하면

서 프랑스가 보유한 소규모의 핵무기를 십분 활용하여 소련과 같은 핵 강대국

과 공포의 균형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 즉 소련이 핵공격을 감행하여 프랑스가 

초토화되더라도 프랑스는 모스코바와 레닌그라드를 확실히 파괴하겠다는 전략

이었다.9) 우리 군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

8)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소련 국민의 20%-25%를 살상하고, 소련 산업

의 50%-66%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핵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후에 그는 애초의 입장에

서 더 나아가 소련 국민의 30%, 산업시설의 76%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능력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봤다. Salman, Sullivan, Van Evera(1987)는 1987년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선

제 핵공격을 실시할 경우에도, 미국은 4436기의 핵탄두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의 파괴력은 1411

메가톤으로 평가될 것이며, 소련의 경우는 847기의 핵탄두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의 파괴력은 

532메가톤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음. 결국 선제핵공격에서 살아남은 핵탄두로 미소는 각각 상대측 

사회 및 군사시설에 감내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규모와 관련하여 

Daugherty, Levi, Von Hippel은 소련이 2839기의 핵탄두로 미국의 군사표적에 공격을 가할 경

우, 2천만에서 3천4백만의 살상을 유도할 것으로 평가했음. 소련이 100기의 1메가톤급 핵탄두로 

공격할 경우에는, 2천 5백만에서 6천 6백만의 인명이 살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9) 엄상윤, 2011,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유용성과 한계,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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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자체 능력을 활용한 북한 지도부 참수전략 또는 평양에 대한 대규

모 화력 집중을 공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핵사용에 대한 비용

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군 전력에 비해 분쟁지역 접근에 안정성이 있으며, 작전지

속능력 면 등에서 뛰어난 해군이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데 있어 막대한 화

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재래식 수단으로 막대한 파괴를 도출하기 위한 창

의적인 무기체계의 예로 클럽-K 미사일 시스템과 같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

는 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클럽-K를 생산하는 러시아 업체

(Novator Design Bureau)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형 미사일 발

사대를 대량으로 상선에 적재하여 전력을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러시

아 업체도 단지 은밀성을 강조하는 일환인 것이지 전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

은 컨테이너선에 미사일을 적재하여 해상발사 하는 것은 많은 취약점이 있음

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해군이 대형 수송함이나 미사일

함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대량으로 북한 핵 시설 및 전략표적을 무력화하는 아

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림 1> 러시아의 클럽-K 미사일체계 소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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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를 포

함한 다양한 전략표적에 대해 비교적 먼 거리에서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0) 당장 대규모 미사일함을 건조할 수 없다면 대형 수송함에서 

적재 상태에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러시아 업체

가 현실화시킨 이 같은 ‘창의성’을 한국 해군에서도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해군의 기획가들은 클럽-K의 아이디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상에서, 북한의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북한의 핵 시설 및 

전략표적에 대해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켜 막대한 파괴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다음으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거나 응징보복을 하기 위해서

는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2004년에 362사업 좌절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개

정된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20%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향후 장

보고-III 7번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이야말로 장기간의 잠항능력으로 북한과의 대잠작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이고, 은밀침투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응징보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이

라고 하겠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

만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와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대안에 비해 현실화 가

능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10) 해군은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여 북한 핵과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탄도미사일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도미사일은 특정국가에 대한 자국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고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결합

되어 완성된다. 먼저 전쟁수행능력 측면에서 탄도 미사일의 주요한 역할은 적의 심장부에 대한 

타격이 상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이 만들어 내는 피해의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보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몇몇 제 3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

해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해외의 미군기지 또는 미국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은 적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즉 미사일 공격은 전투 초반에 

적의 사기를 꺾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전쟁의 막바지에는 전승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사일 공격의 다른 이점은 적국의 인구가 곧 그들의 취약성이 되게 만들며 적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킨다. 적의 사기를 꺾고 저항의지를 파괴하는 것도 

탄도 미사일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탄도 미사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속

성은 즉각적인 운반, 경고 거부(denial of warning), 확실한 침투 능력이며, 이는 공자가 이니셔

티브를 쥘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개입의 조건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은 

승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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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대형 함정으로 원거리에서 북한의 전략표적을 대량으로 타격하고, 

원자력잠수함으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무력화하는 한편, 특전부대

를 은밀히 상륙시켜 지휘부 마비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해군 자체의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상군과 합동으

로 수행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겠다. 이리하여 북한 핵 및 비대칭 위

협에 대한 공세적 해군력 운용에 필요한 1) 미사일 전력(Missile)의 강화, 2) 

핵추진 잠수함(Submarine) 전력의 건설, 3) 특수전 전력(Special Forces) 강

화는 ‘응징보복을 위한 MSS 강화전략’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11) 

3.�소요전력�확보를�위한�과제�

위에서 필자는 공세적 해군력 운용을 위한 전력소요를 크게 세 가지로 제

시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확대

된 해군의 역할을 위해서는 북한 해군에 대응하여 해상우세를 달성하려는 기

존 개념하의 능력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

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의 유도탄, 원자력잠수함, 공격헬기 또는 드론 외에 

해상우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여

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 수중세력 감시 및 초계를 위

한 항공초계 능력,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수행능력(체계결합, 연동성, 통합성 

요구), 북한의 해안포 및 주요 지상 전략표적 공격을 위한 유도탄 공격능력, 

함대공 유도탄 공격 능력, 현재보다 향상된 잠수함 능력, 확충된 소해 및 기

뢰 부설 능력, 대규모 상륙부대 운용 능력, 향상된 군수지원 능력 등이 그것

이다. 

해군 내에서 소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군

간에 벌어지는 역할 분담 및 예산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947

년 미국에서 국방성(DoD)이 설치되면서 초대장관으로 취임한 해군 출신 포

레스탈 제독의 일화는 격렬한 예산투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포레

11) 해군은 각각의 전력을 융합하면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

다.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의 결합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아측 타격력의 전략적 가치를 배가하는 조

치이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활용한 특수전력의 침투능력 보유는 북한에게 강한 견제효과

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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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은 핵무기 통제권을 두고 대립과 항쟁의 와중에 있는 육ㆍ해ㆍ공군의 조

정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군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조정통제의 어려움12)에 지친 나머지 퇴임 후, 병원에

서 창문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군을 조정해야 할 장관의 입

장에 있었으나, 육군과 해군이 과거 1세기 반에 걸쳐서, 각각 독자적인 경로

를 밟아서 발전한 독립왕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육군과 공군의 연합하여 해

군에 대항하는 상황이 조성되자 좌절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군이 

합리적이고 야심찬 전력소요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예산으로 뒷받

침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기획가

들은 소요도출 이후에 예산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투쟁을 거쳐 무기체계가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전력발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군 전력발전은 무기체계만으로 완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대 구조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군사전략 및 해군전략 개념인 ‘공세적 방어’를 구현 가능한 해군의 

부대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역함대와 기동전투단을 유기적으로 연

계ㆍ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해역함대는 대북억제, 적 공격 격퇴, 

아 피해 최소화를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동전투단은 조기 공세전환 및 

적 중심 조기 공격, 고속기동에 의한 결정적 작전수행, 적 전쟁의지를 마비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업구조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다. 전투교리 

분야에서도 합동작전에서 결정적 기여가 가능한 해양전장운영 개념을 발전시

킬 필요가 있고, 해군과 공군의 공간관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종심

작전 수행을 위한 표적선정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심한 조정

과 통제의 과정을 거쳐 합동성이 구현되는 상황이라야 원래 의도한 성공적인 

북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해군의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12) 이것은 최고 관리자 1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긴 했다. 그의 뒤를 이은 

6명의 역대 장관들도, 끝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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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바리 포셴(Barry Posen)은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분쟁 

초기 양측이 바라보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핵사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

본적으로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1980년대 나토가 유럽 지상전에서 소련에 열세가 예상되는 경우, 미

국은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으며, 이때 재래전은 핵전쟁

으로의 이행이 거의 확실했다는 것이다. 한편 소련도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간

파하고 유럽 전구 내에서 혹은 미 본토를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자신들이 가

진 핵무기가 소련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 열세를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영토가 

침략자에 의해 점령되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핵을 사용할 것을 공언했다. 이

러한 논거의 기초에는 사활적 정치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장에서 핵무

기와 같이 효용성이 높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

렵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6-8기 또는 20여 

기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할 때13),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

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국방기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도 북한의 핵 능력 때문에 시너지를 얻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

협에 대한 대비에 있어 북한 핵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 선군을 넘어 선핵의 길로 매진할 것임을 명

확히 했다. 이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핵을 다룰 수 있는 레버리지는 군사적 수단

을 통한 억제력 확보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북한 핵이 점점 고

도화되는 양상으로 치닫는 2016년 현재, 한국군은 군비경쟁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다. 군비경쟁은 북한의 비대칭전략 구현을 저지하는 전략적 수준의 군사력 건

13) 2016년 현재 SIPRI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6-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권태영 외

(2014)는 북한이 이미 2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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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조치이다. 남북한이 이런 군비경쟁을 진행할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북한은 

군비경쟁을 하다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

에서 군비경쟁 조치는 핵 포기 및 비대칭 전략 포기유도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기조하에 공세적 해군력 건설과 운용을 주문

했다. 

적정 수준의 군비경쟁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막을 수 있고, 북한 당

국으로 하여금 군비지출과 경제의 상쇄관계를 고려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

에서 잘 조율된 군비경쟁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되며 해

군력은 이러한 정책에 기여하는 중요한 세력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ㆍ미사일 전력의 효과를 무위화할 수 있는 바다로부터(From the Sea) 대량의 

미사일 화력을 투발할 수 있는 조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한 응징보복력 

확보, 특수전 능력 및 북한 특수전 세력을 궤멸시킬 수 있는 (항공)전력 건설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군비경쟁 조치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협상 재개의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도 높은 전략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효적 수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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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ions of ROK Navy’s Future Developments in 

Responding to Asymmetric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Boo Hyeong-wook*14)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 Chief of Defense Strategy Research Division i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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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Key Word : North Korea, Asymmetric Threats, WMD Threats, ROK Navy, 

ROKN Deter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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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here have been numerous 

maritim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these skirmishes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ROKN) has exercised its right of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in response to persisten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text in which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are exercised, analyzing various pertinent legal and technical and 

political issues and questions: the nature of the NLL; the reinterpretation 

of the ROKN’s rights of self-defense and the operational and 

functional use of force; how the ROKN applies these rights in countering 

or deterring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especially near the 

NLL; how the ROKN responds to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and how the recently promulgated Counter-Provocation Plan – agre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ROK JCS),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ROK/US),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 should be 

understood. Underlying all these general issues about how the ROKN 

responds to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there is the principle 

of deterrence, with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only being used 

as a last resort, in order to maintain the status quo.

Ⅱ.�The�Maritime�Domain� and�Protecting�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maritime domain comprises those seas where a nation-state can 

exercise it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al rights. The use of this term 

is usually, but not invariably, connected with the military, an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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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force. Thus, the maritime domain defines where and how a 

naval force can legally use its power, or can use coercion interpretable 

a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naval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aritime domain has waxed and waned, due to historical legacies,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1950-53, and great power politics. 

The NLL is the de facto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West Sea (a.k.a. the Yellow Sea). Of 

course, ideally the two Koreas would reach a negotiated agreement on 

how to delimit their maritime domains, but since they are technically 

still in a state of war, the NLL was actually imposed as a military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and cannot be regarded as 

establish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llicit fishing occurs in the 

vicinity of the NLL, including by Chinese and other actors, and since 

these are unarmed civilians they are dealt with by constabulary missions, 

but this also requires the involvement of the naval forces to support 

these maritime law enforcement operations.1)

There are also non-traditional threats in the maritime domain, and 

this affects how the naval force exercises its power and capability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Korean maritime domains, there are frequent naval skirmishes and also 

counter-measures to control illegal fishing activities. When the underwater 

spac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 becomes even more 

complicated, and this problem was demonstrated most clearly by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ROKS) Cheonan in 2010.2) Since 

this incident, there has been a vigorous debate about how the underwater 

maritime domain should be managed, but the current status of the 

1) Sukjoon Yoon, ‘Some Current Issues in Korean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y,’ 

Geoffrey Till and Yoon Sukjoon, ed., Korean Maritime Strategy: Issues and Challenges 

(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1), pp.151-186.

2) Kim Jong-min, ‘North Korea’s New Level of Threat Improv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n Navy’s Capabilities,’ Geoffrey Till and Yoon Sukjoon, ed., Korean Maritime 

Strategy: Issues and Challenges (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1), 

pp.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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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is far from clear-cut: there have been decades of 

peace, follow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hich ended the Korean 

War, and yet technically a state of war still persists: this is overseen 

by the UNC, led by US Forces in Korea (USFK) and by the CFC ROK/US 

established in 1978. This strange situation gives rise to many 

contradictions.

In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signed by the UNC and North 

Korea, five islands northwest of the agreed territorial boundary were 

explicitly identified as being under South Korean control. Sometime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a de facto maritime boundary passing 

north of the five islands, the NLL, was established by the UNC though 

North Korea has never accepted the legality of this line. 

There is some opaqueness about the requirement to protect the NLL 

through the exercise of self-defense authority, when this is understood 

as including not only the indirect show of force but also the direct use 

of force, because the various entities involved apply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e UNC’s position, the NLL must be maintained until a new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Joint 

Military Commission on the armistice agreement.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however, this issue has already been settled by the 1992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so the NLL already is the effective 

maritime demarcation line. Unless and until a new line is established, 

South Korea is committed to resolutely maintaining the NLL, just like 

the terrestrial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insists that all North 

Korean intrusions will be met by a decisive response. By contrast, 

North Korea’s position is that the NLL violate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it is seeking negotiations with the US on this issue. 

Over the years, many incidents have occurred in the vicinity of the 

NLL, which South Korea characterizes as territorial incursions. The 

most serious of these occurred in 2010, with the artillery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The latter 

is believed to have resulted from a North Korean submarin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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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nce 2014 there have also been multiple infiltrations by North 

Korean UAVs, so the security challenge in this area has now become 

fully three-dimensional.3)

Ⅲ.�Understanding� the�Rights�of�“Unit� Self-Defense”�
and�“National� Self-Defense”

In peacetime, defense involves protecting personnel, territory and 

resources from attack, and accordingly, self-defense is primarily a 

way for states and alliances to resist external physical assault by 

raising the costs to the attacker, so as to discourage continuing the 

initiative. Thus, self-defense is regarded as the most basic manifestation 

and requirement of the institution of deterrence, which can also include 

restoration and reprisals. Historical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curtail 

the use of force in self-defense, but overturning such a fundamental 

behavioral principle would mean a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status 

quo, and this is, at present, extremely unlikely. In practice, both 

international law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are founded on the 

premise that the right to use force in self-defense is not unrestricted, 

and such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ce have always been implemented 

as part of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Korean War.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self-defense must support some 

recognizabl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e of force is only 

legal on such a basis.

In theoretical terms, the right of self-defens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and right of national 

self-defense.4) The latter can be understood as being an essentially 

3) Sukjoon Yoon, ‘Some Current Issues in Korean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y,’ 

pp.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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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ive posture, but the former can encompass more offensive attitudes 

because, although it is motivated defensively, its operational and 

functional realization may entail the use of force or other coercion by 

on-scene commanders, as they deem appropriate to complete the missions 

and roles which they have been assigned by high-level commanders. 

The universal right of self-defense is acknowledged as an inherent and 

independent right to defend oneself against hostile attack or the 

imminent threat of hostile attack. 

Academic opinion varies on how the rights of “unit self-defense” 

and “national self-defense” should be interpreted, but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commanders at sea have been trained 

that they have a right to use force to defend themselves, their crews 

and their property (i.e. their naval platforms) against attack or imminent 

attack, and that this is one of their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so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allocated missions, it is therefore appropriate 

for them to be armed with various lethal weapons. This right is called 

“unit self-defense” to distinguish it from “national self-defense”.5)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is generally recognized worldwide, being 

understoo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n inherent and independent 

right. Indeed, this is not only a right but also an obligation for 

commanders on the scene. It extends to the entire unit, regardless of 

its nature (whether ground, naval or airborne forces) including other allied 

forces operating in the area and also civilians.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is referred to in the Rules of Engagement (ROE) promulgated 

by CFC ROK/US in their operational orders by using very similar 

language to article 51 of the UN Charter.6) For instance, “no rule of 

engagement may ever limit this inherent right and obligation”, or “no 

directions in this OPORDER should impair the commander’s sound 

4) Robert E. Osgood and Robert W. Tucker, ed., Force, Order and Jus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chapter 3.

5) For general discussion, see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 An Introduction 

to Legal and Moral Issues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94).

6) See www.united nations/charter/information/officer/1967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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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about the right of self-defense”. 

Force used in exercising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immediacy, and it 

should only be exercised as a unit commander’s last resort: the right to 

self-defense is therefore not absolute.7) Deadly force is to be used only 

when all lesser means have failed or cannot reasonably be employed. 

Unit self-defense cannot authorize a unit to attack an entity other 

than that responsible for the attack or threatened attack, nor to take 

action to prevent future attacks. 

For national self-defense, as distinct from unit self-defense, there 

are some differences.8) Thus, this right is not generally considered an 

inherent right and obligation but is instead a sovereign right, so that 

the decision to exercise it is normally made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perhaps also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mportantly, there is no 

requirement to act instantly following an armed attack, without the 

necessary deliberation. Instead, time is allowed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force for self-defense is necessary, and to exhaust 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s to the use of force in an offensive posture, 

before deciding the appropriate response. States are also obliged to 

report all actions taken in national self-defense to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In addition, national 

self-defense is only permitted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is unable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 illegal attack. Thus, unit self-defense 

is an operational and functional concept, whereas national self-defense 

is essentially a geopolitical concept.

7) Mark A. Drumbl,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Breaking the Rules, Making the 

Rules, or Both?’ Wiley Online Library, 15 October 2003. See http:OnlineLibrary.wiley.com/doi/

10.1111/1528-3577/404006/abstract (accessed by October 10, 2016).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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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Implementing� the� Rights� of�Unit� and�National�
Self-Defense� in� Response� to�North� Korean�Military�

Provocations:� Effective�Deterrence

The use of force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Unit commanders always retain the inherent right and obligation to 

exercise unit self-defense in response to any hostile act or demonstrated 

hostile intent. Here, “hostile act” refers to an attack, while “hostile 

intent” means the threat of imminent attack.9) However, use of force 

should be a unit commander’s last resort when all other means of 

persuasion have failed or cannot be reasonably employed. In advance of 

using deadly forces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unit 

commanders must estimate hostile intent and whether an attack is 

imminent or not, based on the assessment of all facts and 

circumstances.10) If the situation permits, potentially hostile forces 

should be warn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withdraw before deadly 

force is employed. Finally, the use of force in exercising unit 

self-defense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immediacy. And the forcible actions should be 

conducted promptly, rather than days after the hostile act occurred. On 

the other hand, a state has much more flexibility to use of force in 

exercising its right of national self-defense. Following an armed 

attack, states are not required to act instantly (principle of immediacy) 

without deliberation. Instead, they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force is necessary (principle of necessity), then exhaust 

 9) Department of the Defence, ‘Declared are offence,’ in Department of the Defence, 

Australian National Security (Canberra: DoD, 2013). 

10) Mark A. Drumbl,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Breaking the Rules, Making the 

Rules, or Both?’ Wiley Online Library, 15 October 2003. See http:OnlineLibrary.wiley.com/

doi/10.1111/1528-3577/404006/abstract (accessed by Octobe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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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s to the use of force, before deciding 

the appropriate respons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it self-defense as an inherent right of the unit commander

For some years, until after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Island 

in 2002, a unit commander’s inherent right to use force in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fense was seriously constrained by the existing ROE: these 

were determin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intended to preven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said that there were four clear directions for 

the unit commanders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the NLL: first, guard the 

NLL; second, no preemptive attacks; third, repel North Korean attacks 

according to the ROE; fourth, avoid escalation.11)

There were also detailed directions for the commanders at sea to take 

actions in response to violation of the NLL, the so-called five-step 

counteraction process: radio warning- intercept maneuver-warning 

shots- threatening shots – destructive shots. In practice, these directions 

(i.e. ROE) impaired the unit commander’s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through the use of force, and even his obligation to defend his crews 

and units against attack or imminent attack. Thus, in both in the First 

(1998) and Second (2002) Battles of Yeonpyeong Island the commanders’ 

inherent rights and obligations were effectively disregarded. 

Deterrence as balancing unit self-defense and national 

self-defense

For the ROK, deterrence is implemented by exercising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while 

protecting the NLL; this can be then expanded to encompass the 

deliberate use of force for national self-defense. Thus, effective 

11) Sukjoon Yoon, ‘Some Current Issues in Korean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y,’ 

pp.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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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rence requires balancing operational and diplomatic requirements 

through the rights of unit self-defense and national self-defense, 

which means that it relies up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 

on-scene commanders and policy-makers at the national level. 

The two Battles of Yeonpyeong Island demonstrate how deterrence 

must balance political requirements, in this case pursuing national 

self-defense by preventing all-out war, against operational imperatives, 

in which the unit commanders exercise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Because, as already described, the prevailing operational directions were 

very complicated and cumber-some, the unit commanders had insufficient 

time to use force to effectively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This 

resulted in a revision of the directions pertaining to operational unit 

self-defense, with the ROE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NLL intrusions 

being simplified. The new procedure was: radio warning – threatening 
shots – destructive shots, to be based explicitly upon the location of North 

Korean ships with respect to the NLL Thus the balance of self-defense 

was shifted toward the operational level of authority, and these new 

ROE were shown to be effective at the Battle of Daecheong (2009), 

when a North Korean military intrusion across the NLL was repelled 

without risk to the ROKN. 

With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however, in March 2010, it 

became clear that the existing application of the rights of self-defense 

was inadequate to counter asymmetric attacks from North Korea.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military began to consider the concept of 

proactive deterrence, as a last resort to counter the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which means relying on the authority of national 

self-defense rather than unit self-defense. 

Some months later, there was another disturbing incident: the North 

Korean artillery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s in November 2010, 

for which there was no counter-action taken at the level of national 

self-defense.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a combined counter-provocation 

plan by the ROK and US: in March 2013, the ROK Chairman of the J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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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mmander of UNC/CFC/USFK agreed on the “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 which includes the principles 

of anticipatory deterrence and anticipatory self-defense rights. The 

initial counteractions supposed to be taken by the ROK Military entail 

a “Prompt, Sufficient, Strike at Source”.12) Subsequent mobilizations of 

US military forces are specified as an option to exercise the right of 

national self-defense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this would be 

intended to deter future provocations and to prevent escalation of the 

situation.

The ROK’s counter-provocation plan and unit self-defense

In the strong counteraction plan which the ROK military has now 

establishe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concept of a source 

strike extends to any supporting facilities and also to command and 

control facilities which are all within the scope of unit self-defense. 

However, this rule still presents difficulties for a commander at sea, 

and relies upon their judgment, since in battles between warships, 

catastrophic damage can occur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leaving a 

vessel unable to respond once it has been attacked; it is therefore very 

challenging for a field commander to determine whether he can and 

should attack, based on the right of self-defense. This was the problem 

the ROKN encountered during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Island, 

which, as already mentioned, led to simpler ROE, reducing the 

opportunity for a surprise attack by North Korean warships and 

allowing a longer time to evaluate hostile intent in advance of any use 

of force in self-defense.

During the subsequent Battle of Daecheong, these changed ROE 

were effective, and the ROKN unit commander was able to determine 

12) Mark A. Drumbl,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Breaking the Rules, Making the 

Rules, or Both?’ Wiley Online Library, 15 October 2003. See http:OnlineLibrary.

wiley.com/doi/10.1111/1528-3577/404006/abstract (accessed by Octobe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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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ile intent during the earlier phases of the response procedure, 

while transmitting a radio warning and firing warning shots, so as to be 

ready to fire destructive shots in response to the hostile actions of the 

North Korean warship.There was some criticism of the ROKN, suggesting 

that their attacks had breach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after unit self-defense has been triggered, the use of force may be 

exercised for as long as the hostile actions or hostile intent continue

s.13) Sinc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use of force is to neutralize 

these hostile actions and hostile intent, then it may sometimes occur 

that the unit commander’s use of force unintentionally breach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OK’s counter-provocation plan and national 

self-defense

Following the ROKS Cheonan sinking in 2010, the ROK government 

changed its peacetime military strategy from a defensive posture to 

more offensive stance of ‘Proactive Deterrence’, which has three aspects: 

first, maintaining readiness to react preemptively to any indication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or threatening activities; second, exercising 

self-defense rights through the use of force more offensively; third, 

rela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ort to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building. Under this concept, there will be a firm response 

to preliminary North Korean military activiti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nticipatory Deterrence’ and ‘Anticipatory Self-Defense Rights’.

A few months after this new strategy was announced, however, and 

despite warnings of ‘definite countermeasures’ from the ROK government, 

North Korea attacked Yeonpyeong Island with artillery. This was a 

clear military attack on national sovereignty, and fulfilled the 

13) Donald Kirk, ‘South Korea: shifting rules of engagement,’ Global Post, December 07, 2010. 

See http;//www.pri.org/stories/2010-12-07/south-korea-shifting-rules-engagement

(accessed by Octobe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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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required to justify mounting a counterattack, but no such 

use of force at the level of national self-defense was forthcoming. 

Instead, the ROK and US Militaries spent three years developing the 

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 released in 

March 2013.14) The following October, at the 45th ROK-US Security 

Committee Meeting and Military Committee Meeting, both parties 

approved this plan as the cornerstone of their strategy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reaffirmed that the ro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UNC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plan was developed through a 

detailed examination of dozens of patterns which North Korean 

provocations might follow. The plan includes the successive mobilization 

of air forces and artillery from USFK, an aircraft carrier from the US 

Navy’s Seventh fleet at Yokosuka naval base, marine forces from 

Okinawa, and other forces available to the US Pacific Command. Despite 

the highly specific analysis which informed this plan, no detailed 

confrontation directives are described by its top-level guidelines beyond 

the initial counteractions to be taken by the ROK military, though any 

counteractions which are performed together with US forces will be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Hopefully, this plan will be effective in deterring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and in preventing escalation in real world 

situations for such future provocations as may still occur. 

Recent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the ROK’s military 

responses

North Korea is always looking for new ways to provoke South Korea, 

14) Statement of General Curtis Scaparroti,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nd Services Committee, March 25, 2014. See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scaparrotti_03-25-14.pdf 

(accessed by Octobe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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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s stated aim being to force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US. 

The following table shows how the ROK has responded to recen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esumably newly 

revised ROE, and with the Combined Plan as a last resort.15) 

Date NK Provocations ROK Counter-Actions

Frequent intrusions by NK Warships near the NLL since 

2013.

New ROE implemented by 

IAW

March 24, 2014
Unknown number of drones intruded 

over five northwest islands and Seoul
Undetected

October 19, 2015 Group of soldiers intruded into DMZ Warning shots fired

August 4, 2015
Mines laid in Southern area of DMZ:

two ROK Army soldiers maimed

Loudspeaker broadcasts

resumed

August 20, 2015 Rockets and shells fired over DMZ Source targeted by artillery

January 3, 2016 NK drone intruded over DMZ
Attempts made to shoot 

down

The political situation can influence a unit commander’s decision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but since the ROK counter-attacks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incremental stages, there is effectively a feedback loop between 

on-scene commanders and national policy makers. The 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 is intended as a last resort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16) Any initial counter-attack 

will be conducted under the unit commander’s right of self-defense; 

then, if necessary, a subsequent combined attack will be conducted at 

the collective level of national self-defense. This latter will include 

15) Andrew Forbes and Sukjoon Yoon, ‘Old and New Maritime Threat from North Korea,’ 

Geoffrey Till and Yoon Sukjoon, ed., Korean Maritime Strategy: Issues and Challenges 

(Seoul: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1), pp.54-76.

16) Statement of General Curtis Scaparroti,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nd Services Committee, 

March 25, 2014. See http;//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scaparrotti_

03-25-14.pdf (accessed by November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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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ing the right of “anticipatory or preemptive self-defense” intended 

to address emerging threats before they are fully realized, and also 

potential future threats.

Ⅴ.�Conclusion

Since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is recognized as an inherent and 

independent duty and obligation of the unit commander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 political directives can restrict the unit 

commander’s right of self-defense.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ROK counter-attacks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have been implemented incrementally. 

The ROK’s primary response remains the use of force at the level of 

unit self-defense, and any armed actions by the ROK for national 

self-defense must be discussed with the UNC, if the situation permits. 

The purpose of the 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 is thus to articul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t self-defense 

and national self-defense, and in practice it covers an extremely broad 

set response which, as a last resort, can be brought to bear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Deterrence is based upon a balanced and conditional commitment to 

retaliate or to exact retribution if an initial counter-attack has occurred, 

and is conducted under the unit commander’s right of self-defense. 

Thus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LL is normally aimed at preventing undesirable and behaviors and the 

consequences therefrom, and also at avoiding any escalation of the 

situation, to which end US forces can also be mobilized; and if the hostile 

actions continue, appropriate levels of deadly force will be employed in 

the collective exercise of the right of national self-defens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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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tinues to seek new ways to provoke South Korea, for example 

through the use of submarines, so it is essential for the ROK and its US 

ally to continue to adapt to the changing situation by finding legitimate 

measures whereby the use of force can be exercised under the right of 

unit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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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군사력 사용과 자위권 행사

배 형 수*17)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

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

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

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

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

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

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 해군제독(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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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

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

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

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

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핵심어: 군사전략, 국제법, 공격, 자위권, 선제적 자위권 행사, 서해, 북한 군사

도발,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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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Recent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SCS) by countries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 China and several ASEAN members – and also by 

the US, have layered further complexity upon already intractable 

problems. Heightened tensions have reinforced the prevailing perception 

that these are problems which can only be resolved by the great powers 

of the region, China and the US, despite the potential impact on all the 

nations of the Indo-Asia-Pacific and the fact that the SCS is a lynchpin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y. China’s assertive behaviour, most 

recently by its extensive land reclamations to build military bases in 

disputed territories, has ignored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s and 

threatens to ignite a serious conflict. The US, although not directly 

involved in any disputes, being ostensibly only concerned with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squaring up to confront China. The members 

of ASEAN are most affected by SCS issues, but their cohesion has been 

undermined by China’s economic clout. Yet there are many other 

stakeholders whose common interest in regional peace and good order 

would be better served by cooperative diplomacy and coordinated 

multilateral strategies to address regional maritime economic and political 

concerns. Recent developments have prompted an unprecedented debate 

among these other stakeholders, especially the countries of the region. 

Of these, South Korea, as an impartial middle power and party-state of 

delimiting the specific zonal maritime boundary in the Yellow Sea, such 

a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at is under process of the 

reaching the delimitation, is well placed to contribute its constructive 

role to the new strategic power structures which are emerging: it is time 

to move away from zero-sum great power games toward negotiated 

settlements based on building trust and limiting risk, all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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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China’s� Recent� Land� Reclamation�
and� Firepower�Displays

China has recently been establishing a number of artificial islands 

by building up previously uninhabited reefs and shoals in the SCS which 

it claims as Chinese territory, despite their disputed status, and these 

actions have prompted considerable international criticism.1) It seems that 

the actual construction of the islands is now completed, but development 

work continues. China argues that the artificial islands projects are 

entirely legitimate, based on its historical rights and usages. Given the 

sensitivity of SCS issues however, China’s actions are clearly causing 

alarm among its neighbors, inviting a maritime crisis in which they will 

become potential adversaries.

These artificial islands have proved very controversial and excited 

much heated debate, not least from the US, but also from countries not 

involved in any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CS, including Japan, India, 

Australia and South Korea. Since China’s land reclamation works began, 

in 2013, a division of opinion has been clear among these commentators. 

Some see China’s new islands as part of a long-term geostrategic plan, 

a kind of ‘salami slicing’ approach to establishing Chinese hegemony in 

the SCS and restoring its historical dominance of the region.2) This is 

interpreted as a battle to buil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1) This process proceeded very rapidly, using such vessels as the 127m Tian Jin Hao, the largest 

dredger in Asia, which can extract 4,500 cubic meters of sand and rock per hour. Vast 

numbers of civilian roll-on/roll-off barges designed for river use were also used to transport 

construction materials and military equipment. See James Hardy, Krispen Atkinson & 

Richard Hurley, ‘Beijing goes all out with major island building project in Spratlys’, IHS 

Jane’s Defence Weekly, 25 June 2014, p.17; Richard D Fisher, Jr., ‘Ro-ro barges emerge 

as China’s modest power-projection platform’, IHS Jane’s Defence Weekly, 19 August 2015, 

p.17. Last July, China media reported an army exercise in the Nanjing Military Region in 

which a similar barge was used to transport about 10 ZBD86D infantry fighting vehicles 

and ZSD89 armoured personnel carriers.

2) Kelvin Wong, ‘Analysis: China says South China Sea reclamation efforts are legitimate’, 

IHS Jane’s Defence Weekly, 10 June 201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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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China and US which undermines any attempt to establish a 

rules-based regime in the SCS.3) By contrast, others argue that China 

is simply reacting to similar projects by other nations with claims to 

disputed SCS territories: Taiwan, Malays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have all carried out land reclamation works, though on a very much 

smaller scale than China’s recent works.4) On this view China has as 

much right as the other countries to carry out reclamation work, so that 

any third party involvement would constitute unwarranted interference 

and would likely cause a needless increase in tension. 

In the face of this perception gap there are two issues which need to 

be clarified: is China’s land reclamation in the SCS in fact different from 

that by other claimants, and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Chinese 

actions? The Taiwanese and Vietnamese land reclamations are most 

readily interpreted as defensive strategy against Chinese assertiveness 

in the region: they have seen physical clashes with China in 1978, 1988, 

1998 and 2012. By contrast, Chinese land reclamations seem intended to 

play a more offensive role: their remarkable speed, scale and scope should 

be seen in the context of related measures taken by China to pursue its 

stated ambition to become a “True Maritime Power”. Thus, China is in 

clear viol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CS 

(DOC), and has also backtracked on earlier negotiations with ASEAN 

intended to establish a mechanism to implement DOC, the Code of Conduct 

in the SCS (COC), so that this now seems unlikely to be agreed in the 

foreseeable future.5) Indeed, China’s aggressive attitude on SCS issues 

appears to be part of a much broader policy of military expansionism. 

A report was recently published by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3) Youna Lyons and Wong Hiu Fung, ‘South China Sea: Turing Reefs into Artificial Islands?’ 

RSIS Commentary, No. 104, 30 April 2015.

4) Sukjoon Yoon, ‘Assessing China’s Land Reclamation’, SSCS Think Tank, No. 4, 22 July 2015; 

Gavin Phipps, ‘Ma reaffirms Taiwan’s Spratly island claims’, IHS Jane’s Defence Weekly, 

15 July 2015, p.17.

5) China’s recent assertiveness is seen as going against the spirit of the DOC, which China 

agreed with ASEAN 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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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which argu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inged on the territorial rights of other nations around the SCS.6)

As to legal situation, by ign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instead basing its claims upon very 

dubious evidence of the so-called “nine-dashed line”, and by then deploying 

military forces to the newly constructed island garrisons, China has 

left itself without any plausible legal justification: it has crossed a red 

line, though it is far from clear what can be done about it. 

Despite this, the Chinese government insists that its reclamation 

plans are entirely legitimate.7)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 

has established significant naval facilities on the previously uninhabited 

reefs and shoals, including radar installations, anti-aircraft artillery, 

airstrips and pier facilities. Other nations around the SCS have expressed 

their fears about China’s intentions, but in practice China will obtain 

little military benefit from operating such facilities, given the constraints 

imposed by rough weather and the lack of logistical and maintenance 

capacities for the ships and aircraft deployed there.8) 

From the wider geopolitical perspective, China is seeking to establish 

a reputation as a good neighbour through its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BRI) which aims to interconnect China’s continental and maritime 

political and economic strategies. China claims that its true intention is 

to treat its smaller weaker neighbours as equal partners, accommodating 

the differences and distrust arising from historical legacies. The recent 

land reclamations in the SCS are seriously undermining such Chinese 

charm offensives, however, and provide ammunition for those who accuse 

6) See Ben Dolven, Jennifer K. Elsea, Susan V. Lawrence, Ronald O’Rouke, Ian E. Rinehart,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6, 2015).

7) Ye Qiang and Jiang Zongqiang, ‘China’s Nine-dash Line Claim’, RSIS Commentary, No. 

011, 14 January 2015.

8) Sukjoon Yoon, ‘Why is China Militarising the South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113, 11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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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of arrogance, hypocrisy, and semantic trickery, not least in the 

US.

It seems that China is willing to face such charges in order to expand 

its geopolitical influence: surely the US does not really care about an 

uninhabited collection of rocks? China believes that significant oil and 

gas reservations lie underneath the SCS,9) and to demonstrate that the 

stakes are worth fighting for, China has recently, in mid- and late July, 

been intimidating its weak and vulnerable neighbours by conducting 

dozens of naval exercises in the SCS. This exhibition of China’s growing 

naval capabilities is aimed at the neighbours, but also at the Chinese 

people: the ambition to become a “True Maritime Power” is part of the 

“Chinese Dream”.10) The Chinese leadership is keen to show how far 

the Chinese military has progressed, and indeed it seems that Chinese 

firepower has already superseded the naval capacity of its neighbors.

China is also growing militarily closer to Russia. In late August the 

navies of China and Russia conducted their largest ever bilateral naval 

drills in the East Sea (a.k.a. Sea of Japan) off the coast of Vladivostok; 

the drills involved more than 20 ships and included joint amphibious 

assault operations.11) Taken as a whole, China’s assertive stance, its 

enhanced military clout, and its increasing closeness to Russia have led 

some ASEAN members, especially Cambodia, Myanmar and Thailand, to 

lean more toward the US, despite their economic dependence upon China. 

Others remain in the Chinese camp, desiring the benefits that China’s 

BRI concept could bring them.

 9) Ridzwan Rahmat, ‘SCS dispute becomes test case for US-Chinese ties’, IHS Jane’s 
Defence Weekly, 17 June 2015, pp.24-25. 

10) Andrew Tate, ‘PLAN holds largest-ever firepower display in SCS drills’, IHS Jane’s 
Defence Weekly, 12 August 2015, p.17.

11) This bilateral joint naval exercise was the second in 2015, following one in the 

Mediterranean in April. Ahead of the exercise two PLAN frigates visited the Russian 

naval base at Novorossiysk on the Black Sea, the first such port call for the Chinese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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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Unhelpful� Countermeasures� from�
the�US� and� its� Allies�

Against China’s assertive attitude and unilateral actions in the SCS, 

there are very few who can stand. The US is the only power which 

seems capable of safeguarding maritime peace and good order in the 

Indo-Asia-Pacific region, and only power which might restrain China 

from further military expansion in the SCS. However, the allies and 

partners of the US should not ignore the difficulties it faces. First, the 

US is not a member of the UNCLOS, though its stated policy is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ime of which UNCLOS forms the major 

part. Second, the only interest which the US officially asserts in the 

SCS is to safeguard the freedom of navigation. Third, except for verbal 

exhortations toward a peaceful resolution of SCS territorial disputes, 

there is little else that US can do to help.Fourth, China seems determined 

to set aside the existing legal regime in the SCS, replacing the current 

uneasy status quo by “Chinese characteristic international law and 

conspicuous legal principles”12) such as the nine-dashed line and China’s 

historical rights and usages. 

Indeed, the US has not responded with any obvious diplomatic finesse 

to China’s assertive and often preemptive actions in recent years. US 

official policy has recently been updated, a revision of that originally 

published in 2007 with the same title: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Forward, Engaged, Ready (CS-21R)”, and this is supplemented 

by another document: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13) A 

particular problem is the remarks made by several US forward deployed 

combatant commanders, which have sent some very unfortunate 

12) Lee Kuan Yew, China’s unfettered redefining of the Rules of the Seas’, Forbes Asia, 

April 2014, p.14.

13) Both documents are published by US Department of Defense: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agaged, Ready, March 13, 2015;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ugust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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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to China, while attempting to reassure vulnerable US allies 

and partners.14) Given the US status as a third party in SCS territorial 

disputes, such ill-considered statements have led to unnecessarily 

provocative reactions from China. The US has also taken a variety of 

ambiguous actions including: dispatching advanced maritime patrol 

aircraft and deploying modern multi-purpose naval platforms, such as 

Littoral Combat Ships (LCSs), which are controversial, because the way in 

which their missions will replace those of the current surface combatants 

is poorly defined.15) The US Navy can see the advantages of the lower 

maintenance required by the latest LCSs in rotation-based deployment 

to the Indo-Asia-Pacific region,16) but it is far from certain that this 

hi-tech approach by the US will suffice to restrain China’s assertive 

behaviour in the SCS. The US is also stepping up joint naval exercises, 

such as CARAT and SEACAT, and applying diplomatic pressure,17) and 

recently began to deploy naval task units including LCS platforms, as 

well as dispatching maritime surveillance air patrols over China’s land 

reclamation activities. So far, however, China has shrugged off all such 

moves, and seems to be thinking several moves further ahead than the 

US.18) 

The only clear principle adhered to by the US is to maintain freedom 

of navigation on the high seas, and the US has no leverage to persuade 

China to implemen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a binding COC 

14) Jim Gomez, ‘Admiral assures Asian allies US forces ready for contingencies’, The China 

Post, July 18, 2015, p.13.

15) The US Navy plans to build 32 multi-mission-oriented LCSs, including 3,188 tonne 

aluminium trimarans and single-hulled ships with a beam of 31.6 m and a draught of 

4.45 m. These will be assigned for littoral operations such as Mine Countermeasures 

Warfare, littoral Anti-Submarine Warfare, Anti-Surface Warfare and in support of 

Anti-Aircraft Warfare.

16) Megan Eckstein, ‘Navy Assessment: LCS Fort Worth Needed 90 Percent Less Maintenance 

than Freedom in First 3 Months of Deployment’, USNI, May 27, 2015.

17) James Hardy, ‘US ramps up South China Sea rhetoric, outlines force posture’, IHS Jane’s 
Defence Weekly, 20 May 2015, p.4.

18) Andrew Jacobs, ‘China, updating military strategy, puts focus on extending naval power’,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28,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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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During the multi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dialogues in 

Kuala Lumpur in August 2015, held under ASEAN auspices, US Secretary 

of State John Kelly clashed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about 

the recent Chinese land reclamation works in SCS. Their exchange was 

mostly concerned with attempts to blame one another, and there is little 

prospect of agreement to relieve the difficulties currently faced by ASEAN 

members.19) 

The US, as the sole global sea power is relying on a cooperative 

maritime strategy in the Indo-Asia-Pacific region, but is widely believed 

to be a declining maritime power. China is a resurgent regional sea power 

committed to an Anti-Access/Area Denial (A2/AD) strategy in the SCS, 

and which clearly intends to prise regional control of the seas around 

China away from the US, whatever this implies for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legal regimes.20) The US will surely retain a global maritime 

role in countering the naval expansion of Russia in the Black Sea and 

the Mediterranean, but eventually it may well have to make space for 

the emerging maritime power of China.

This problem is at least equally serious for US allies and partners 

whose economic dependence upon China is a complicating factor in 

securing the broader maritime interests of the US, and this dilemma is 

most acute for the weaker countries in ASEAN. The stronger countries 

of the region,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as significant players 

in the US regional security alliance have recently expanded their outreach 

to Southeast Asia, though this offers little real protection for ASEAN.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participated in a US-Philippines 

Pacific Partnership 2015 humanitarian exercise; the Royal Australian 

Navy has provided some retired navy vessels to ASEAN members, and 

allowed the US to use its naval bases for US rotational deployments; 

19) Beijing Slams US Militarization of Disputed Territories in South China Sea, http://www.

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news/2015/08/mil-150810-sputnik01h... (accessed 

August 12, 2015).

20) Euan Graham, ‘Expanding Maritime Patrols in Southeast Asia’, RSIS Commentary, No. 

082, 7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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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oth Australia and Japan have been involved in Strategic Pacific 

Partnership with ASEAN.

A new element has recently been thrown into the mix: rather 

surprisingly, Washington has been asking Seoul to take a stand against 

Beijing’s growing assertiveness, meaning that SCS issues have begun to 

complicate South Korea’s strategic calculations as it tries to stay balanced 

amid the escalating Sino-US rivalry in the region.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Daniel Russel, told a 

Washington-based Security Forum that South Korea should speak out 

against China’s land reclamation works, since it is a major stakeholder 

in the regional security structure that it has long benefited from.21)

Ⅳ.�The�Divided�Members� of� ASEAN�Build� Up� their�
Maritime� Forces

Unquestionably, the parties with the most urgent need to resolve 

the SCS territorial disputes are among the members of ASEAN. Moreover, 

ASEAN has lately become more fragile, as China has implemented its 

“two-track approach” in which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SCS is 

secured by round-tabl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all the members 

of ASEAN, whereas China will deal separately and individually with 

each ASEAN claimant nation to resolve specific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CS; this is clearly intended to disrupt the coherence of the ASEAN 

group.22) So far, ASEAN has been hoping to attract more attention for 

SCS issues from third parties, such as the US and European Union, but 

ASEAN members are also now starting to seek support from institutional 

21) Song Sang-ho, ‘US urges Korea to speak out on China sea disputes’, The Korea Herald, 

June 5, 2015, p.4.

22) Barry Desker, ‘China’s Conflicting Signals on the South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180, 24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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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s, such as UNCLOS, in order force China to reach a binding COC. 

China’s two-track approach has effectively prevented ASEAN from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practical aspects of COC implementation, 

for example on the principles by which hotlines should operat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ave lately adopted tougher 

positions toward China, seeking alternatives to prevent the Chinese from 

establishing de facto control of the SCS. On 8 July 2015,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Hague began deliberation on whether it had 

the jurisdiction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on the exploitation of maritime resources in the SCS, where there were 

overlapping maritime territorial claims. The Philippines argues that the 

Court is the correct venue for the proceedings.23) However, China does 

not recognize the Court’s jurisdiction and claims that the dispute is 

about sovereignty, not the exploitation of resources.24) The tribunal has 

already ruled, however, that documents issued by China to explain its 

objections “constitute, in effect, a plea”. China has thus become a 

participant in the case, despite its absence.

Vietnam has moved distinctly closer to the US: in a ground-breaking 

policy, the US is about to lift sanctions against Vietnam to allow the 

purchase of defense-oriented maritime patrol assets, such as P-3C 

maritime patrol aircraft. As to the other ASEAN members: Indonesia, 

Malaysia and Brunei have simply ignored PLAN patrols in the disputed 

islands of the SCS, in particular in the waters north of the Natuna 

archipelago, which Indonesia claims;25) and Cambodia, Laos, Myanmar 

23) The Philippines has made five arguments for its case: China is not entitled to claim 

historic rights under UNCLOS; China’s ill-defined nine-dashed line in the SCS is 

invalid under UNCLOS since it is excessive and presumably supports historic rights; the 

features that China has claimed and occupied the SCS are not entitled to any maritime 

territory; China has interfered with the Philippines’ exercise of UNCLOS rights in the SCS; 

and China has irreversibly damaged the marine environment with its fishing practices in 

contravention of UNCLOS. Se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anil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s, released in 22 January 2013.

24) James Hardy, ‘Footprints in the sand’, IHS Jane’s Defence Weekly, 18 February 2015, 

pp.22-29.

25) Ristian Atriandi Supriyanto, ‘Indonesia’s Natuna Islands: Next Flashpoint in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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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iland have supported efforts to downplay SCS issues, preventing 

the inclusion of any reference to SCS disputes when they host the 

ASEAN-related forums. 

As ASEAN’s commercial and trade linkages with China have 

burgeoned, the political and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US has weakened: ASEAN still professes neutrality, but there is, in 

effect, an emerg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SEAN hopes to 

enjoy significant benefits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is also a strong supporter of the new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with its registered capital of US$100 billion: 

China has essentially bought out any opposition from the minor players 

of ASEAN, further complicating any resolution of the SCS territorial 

disputes. 

The appeal of the US-led maritime strategic partnership has remained 

strong for the small and weak nations of ASEAN, but now they are 

facing the disruptive consequences of the Chinese two-track approach, 

so they are striving to enhance their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by 

boosting their defense cooperation not just with the US but also with 

other ASEAN members and with regional powers such as Japan and 

Australia. ASEAN members are now pursuing substantive projects and 

programs to enhance their naval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capacities, 

which has meant steadily increasing defense budgets. 

Example of this shift include Vietnam’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ts support for a 

larger role in regional maritime security by the US.26) Similarly, the 

Philippines has reversed course: after forcing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from Clark airbase and Subic naval base in 1992, it is now 

seeking renewed military ties, including signing a ten-year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it has also been designated as a major non-NATO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033, 16 February 2015.

26) ‘Pacific Rim trade session ends with heels dug in’,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ugust 5, 2015, p.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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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y and is a strong supporter of US restraint for China’s resurgent 

maritime ambitions.

ASEAN countries are committed to the purchase and construction of 

new patrol vessels and aircraft, which will mostly be deployed by 2020, 

but the resulting budget squeezes have led to social welfare being cut 

dramatically. This may well be the primary reason behind the increasing 

numbers of piratical sea robberies around Indonesian seas.27) For 

example, the MV Okam Harmony, registered to a Malaysian shipping 

company, was recently attacked,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reported many other 

pirate attacks upon private oilers and cargo ships in the SCS.

It is also worth mentioning here that Sam Bateman, an Australian 

maritime expert based in Singapore, argues that the idea which some 

have suggested, for the US to send surveillance aircraft and littoral 

patrol ships to affirm freedom of navigation around the islands that 

China claims in the SCS would be a catastrophe for all parties.28)

Ⅴ.�Fixing� the� SCS� :�Old� and�New�Approaches

This region is undergoing a comprehensive transition in which entirely 

new strategic power structures are emerging; the old approach of 

focusing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great regional powers 

is just an attempt to prop up the status quo and is plainly not conducive 

to securing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region. Both China and the US 

appear wedded to an obsolescent view of power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ithin the region, the US “safeguarding the freedom 

27) Sam Bateman, ‘Impact of Lower Oil Prices: Increased Piracy in Regional Waters’, RSIS 

Commentary, No. 092, 15 April 2015.

28) Sam Bateman, ‘Does the US know what it’s doing in the South China Sea?’ ASPI 

Strategist, 19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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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avigation on the high seas” is all very well, but it makes no 

contribution toward resolving the SCS issues; China, meanwhile, has its 

own resolution in mind, by riding roughshod over all comers, irrespective 

of any inconveniences lik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and “salami 

slicing” the SCS until it can present Chinese control as a fait accompli. 

This old approach suffers from three difficulties. First, the US argues 

that its rebalance to Asia is the only option capable of preventing the 

rise of China from destabilizing the Indo-Pacific region, but seems 

incapable of putting its money where its mouth is. Second, China seems 

ready to risk a regional conflagration to restore its historically wounded 

dignity, whatever impact this has upon the regional economy. Indeed, 

the Chinese militarization of the SCS is a misguided strategy driven by 

political choices,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military flexibility.29) 

Third, there is little indication that these two powers are willing and 

capable of setting their own narrow interests aside and cooperating to 

resolve the intractable SCS disputes for the long-term benefit of the 

whole region. It is exactly this simplistic narrowness of vision which is 

at the heart of the problem: a more balanced and inclusive new approach 

is needed, initially to deal with political crises and military contingencies 

which may arise, and ultimately to formulate solutions for the SCS 

issues of disputed territories and artificial islands. 

Apart from China and US, the primary concerns of every other nation 

in the region are threefold: preserving freedom of navigation, ensuring 

the free flow of commerce and upholding international law; and it is 

obvious that military confrontations play no constructive part in these 

issues. Any sensible new approach must acknowledge the vital global 

importance of the SCS for commercial shipping routes, and as medium 

of economic interconnection underpinning the region’s essential role as 

the primary nucleus of global manufacturing. Having acknowledged 

these facts, the conclusion should be obvious: the internationalization 

29) Sukjoon Yoon, ‘Why is China Militarising the South China Sea?’ RSIS Commentary, No 

134, 12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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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CS issues to include many other stakeholders. There is simply 

no other way to address these profoundly intractable problems which are 

threatening to seriously affect a zone through which roughly a third of 

the world’s shipping passes. It is no longer sustainable for obsolescent 

theories of power politics to be allowed to undermin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potentially to cause global economic destabilization. 

And there are several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such a new approach is 

actually feasible. First, despite the military posturing between China and 

US, neither Washington nor Beijing wants a real military confrontation. 

Second, both powers’ strategic interests are aligned toward discovering 

a less volatile and more practical means of preserving stability in the 

SCS. Third, neither wants their extensiv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damaged by chaotic and unpredictable crises in the SCS. 

A multilateral solution can and must be found. Only by expanding the 

circle of interested parties to encompass many more of those countries 

whose economies and geopolitical interests really do depend upon the 

precarious balance in the SCS is there any prospect of formulating a 

feasible solution: the US and China must stop pretending that it is “all 

about them”, because plainly it is not; and one of the countries with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bring to the table is South Korea. 

 

 

Ⅵ.�Conclusions
  

  

Over the last six years, the SCS has become a seething cauldron 

which could explode at any time. China continues its salami slicing 

tactics, the US merely grumbles, and ASEAN remains divided. Onl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CS crises offers any prospect of stabilizing 

the region: new approaches must become involved in negotiating a new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which allows sustainable peace and good 

order to facilitate the economic interactions which are th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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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of all parties. It respects international law, and is a member of 

the UNCLOS, but is not involved in any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CS. 

No country is better placed to initiate a debate on opening up SCS 

issues to encompass many more voices than just those of Chin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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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남중국해 상황

윤 석 준*30)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

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

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

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

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

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

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어: 남중국해 해양갈등, 해양안보, 해군력 증강, 강대국 간 힘의 대결, 국

제법 존중

논문접수 : 2016년 9월 30일ㅣ논문심사 : 2016년 10월 7일ㅣ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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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1 기고 방법 및 원고 집필요령

Ⅰ. 기고 방법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

어야 하며, 순수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

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있다.

4. 논문 기고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kims@kims.or.kr)

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영문)(400자 내외) 및 핵심어(3～5개)를 포

함시킨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

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

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

하지 않는다. 

Ⅱ.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분량 계산은 <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

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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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

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

다.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

원(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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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가) 남궁 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국제

정치논총제43집 제4호(2003), pp.7-30.

         나) Joseph S.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21.

      3) 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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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번역서

         죤 베이리스 (John Baylis) 저, 박창희(옮김),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156-157.



 2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

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

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300.

          나) Bose(2003), p.90.

          다) 남궁 곤(2003), pp.25-28.

          라) Nye(1999), p.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 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00일보(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

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

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

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

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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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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